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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업에 피어 튜터링을 적용할 때 팀 구성 방법을 다르게 하여 참여 학습자들의 성적 변화를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팀 구성시 친분보다는 수준을 고려할수록 성적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며 특히 친분에 의한 팀 구성

시 학습자들의 학습 수준 차이가 크면 상위 학습자 성적 하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키워드: 학습 공동체 (learning community), 피어 튜터링(peer tutoring), 컴퓨터 프로그래밍 학습 효과(computer 
programming learning efficiency), 학습 수준(learning levels)

I. 서 론

수준별 학습을 요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수십 명의 

학생들이 한 공간에서 같은 내용으로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지만 

각자의 능력과 적성 또는 선수 학습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학습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진다. 따라서 최상위 학습 능력을 갖는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면서도 수업 내용을 따라오기 버거운 하위권 

학습자들의 학습 효과도 높이기 위해서는 정규 수업 이외에 수준별 

맞춤형 학습이 병행되어야 한다. 수준별 맞춤형 학습은 함께 공부할 

학생들의 학습 공동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는데, 학습 공동체는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자가 운영하는 수준별 전공 동아리나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끼리 팀을 구성하여 수준별 학습을 진행하는 튜터링 

그리고  학습형 학생 자치 동아리 등의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각 프로그램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습 공동체의 

형태 중에서도 튜터링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특히 현재 수년간 운영하

고 있는 튜터링은 같이 수업에 참여한 동급생들 중에서 튜터와 튜티를 

구성하여 팀을 이루는 피어 튜터링의 형태이다[1]. 피어 튜터링은 

튜터 역시 처음 배우면서 가르쳐야한다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튜터와 

튜티간에 친숙하여 학습 결손을 메우는데 더 용이하고 운영 형태도 

튜터와 튜티들이 상의하여 다양하게 시도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년간 피어 튜터링을 운영해오면서 운영의 다양성을 시도해보

았으며 그에 따라 조금씩 다른 학습 결과를 얻게 되었다[2]. 본 연구에서

는 그동안 시도해본 운영 방법 중에 피어 튜터링 팀 구성 방법을 

달리 했을 경우 학습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II. 본 론

1. 피어 튜터링 운영 내용

현재 피어 튜터링을 운영하고 있는 대상 수업은 컴퓨터정보과 

2학년의 1년 과정 전공 수업인 자바 프로그래밍이다. 1년 과정의 

수업인 만큼 학기 초부터 포기하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1년을 

학생 각자가 목표하고 있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습을 

수행하기 위해서 피어 튜터링과 수준별 전공 스터디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수준별 전공 스터디는 담당 교수가 학기 초에 테스트를 

하고 학생의 능력에 맞는 반 편성을 하여 수준별로 다른 스터디 

형태로 진행되는데 수준별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희망하는 학생들을 제한하지 않고 참여를 허락하기 때문에 

한 팀에 학생 수가 많아 수업과 마찬가지로 개별 지도를 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그러나 피어 튜터링은 한 팀의 인원이 튜터 한명에 튜티 

3~5명으로 구성되도록 제한하므로 개별 학습 및 맞춤형 학습을 하기가 

더 용이하다. 피어 튜터링의 모집 시기는 학기초이며 수업 중에 튜터링 

모집 공고를 하게 된다. 튜터의 자격은 직전학기 성적 평점이 4.0이상이

거나 관련 과목의 성적이 우수한 경우 담당 교수가 추천하면 가능하다

[2]. 학생들은 친한 친구들끼리 팀을 구성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준별 학습을 위해 친분도가 낮은 학생들과는 팀을 이루기를 꺼려하

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원래의 운영 취지인 수준별 학습을 위해 

담당 교수가 강제로 팀을 구성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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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어 튜터링 팀 구성 및 운영 방법

2014년 2학기에 진행된 피어 튜터링 팀은 모두 5개 팀이며 팀마다 

튜티들의 학습수준과 팀 구성 방법이 조금씩 달랐다. 표1은 5개 

팀의 팀 구성 방법과 튜티들의 학습 수준 그리고 운영된 튜터링의 

학습 수준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팀명 튜터
팀 구성

방법

튜

티

수

튜티들의 학습 수준 

및 인원
운영학습 수준

수준1 이민* 수준별+친분 5 중상2,중위1,중하2 중위급

친분1 박재* 친분 3 최상1,상위1,중위1 상위급

수준2 전준*
수준별+

친분
5 상위3,중상1,중위1 중상위급

친분2 조성* 친분 4
최상1,상위1,중상1, 

중하1
중상위급

수준3 황찬* 수준별+친분 3 중상1, 중하2 중하위급

표 1. 피어 튜터링 팀 구성 방법 및 학습자 수준

Table 1. The Way of Peer Tutoring Team Organization and 

Learners' Levels

표1에서 수준 1,2,3 팀은 학생들이 친분에 의해 구성해온 팀을 

담당교수가 수준을 고려하여 재구성한 경우이고 친분 1,2팀은 학생들

의 요구로 오로지 친분에 의해서만 팀을 구성한 경우이다. 튜터링 

운영시 학습자들의 학습 수준은 총 6단계로 나누어 최상, 상위, 중상, 
중위, 중하, 하위 등급으로 나누어 학습 수준을 진단한 다음, 학습자들 

대부분이 속해있는 학습수준이나 평균 수준에 맞춰 진행하도록 하였

다. 그 결과 피어튜터링에 참여하기 전후의 성적 변화를 나타낸 것이 

표2이다. 

팀명

성적상승 

학생 정보

성적유지 

학생정보

성적하락 

학생 정보

학습

수준
상승도(%)

인

원

학습

수준
인원

학습

수준
하락도(%) 인원

수준1
중상

중하

5~10

15~20

1

1
중상 1

중위

중하

5~10

10~15

1

1

친분1 0 0

중위 10~15 1

최상

상위
20~25

1

1

수준2 중위 15~20 1 상위 1

상위

중상
10~15

1

1

상위 35~40 1

친분2 0 상위 1

중하 10~15 1

중상 25~30 1

최상 30~35 1

수준3 중하 15~20 1 0
중하 10~15 1

중상 15~20 1

표 2. 피어 튜터링 팀구성 방법에 따른 성적 변화

Table 2.The Grades Variance Depending on The Way of Peer 

Tutoring Team Organization

III.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업에 피어 튜터링을 적용할 

때 팀 구성 방법을 다르게 하여 참여 학습자들의 성적 변화를 비교해보

았다. 그 결과 팀 구성시 친분보다는 수준을 고려할수록 성적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며 특히 친분에 의한 팀 구성시 학습자들의 

학습 수준 차이가 두, 세단계이상으로 크면 상위 학습자 성적 하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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