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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교직현장에서 학생들은 교실 내 자리에 민감하다. 학

생들은 친한 친구들끼리 같은 공간에 있고 싶어하거나 

짝이 되길 원하고, 싫어하는 친구들하고 되도록 멀리 떨

어져 앉고 싶어한다. 이는 교우관계 친밀도에 따라 물리

적 특성이 교실 내 자리배치가 달라지는 현상을 유추하

게 한다. 따라서 교사는 자리배치에 과학적이고 체계적

인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필요성으로 본 연

구에서는 대전시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문과반 28명을 

대상으로 ‘물리적 자리 배치가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교우 

간 관계 개선에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데 있

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실 내 네크워크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둘째, 교실 내 

학생의 자리배치는 교우관계와 정적인 상관이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 네트워크 이론

  사회 연결망을 통하여 어떤 환경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몇 가지 분석지표가 있다. 연결망 결속

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 점이 맺고 있는 다른 점의 숫자

로 정의되는 연결정도(degree), 한 점에 맺어질 수 있는 

가능한 총 링크에서의 실제로 맺어져 나타난 링크수를 

나타내는 밀도(density), 연결 강도(strength)와 연결 지

속시간(duration) 등이 분석지표로 사용된다. 이외에도 

중앙성이 있다. 중앙성은 두 점 사이의 최단거리를 나타

내는 인접 중앙성, 연결망 내에서 다른 점들 ‘사이에’ 위

치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사이 중앙성, 다른 점들의 브로

커 역할을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위세 중앙성이 있다.

2. Burt의 구조적 공백

  Burt에 의하면 구조적공백은 효율성이 높으면 중복성

이 낮아지고 이는 곧 구조적공백의 장점을 잘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제약성이 낮을 경우와 비슷한 결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효율성과 제약

성을 바탕으로 네트워크의 구조적공백을 확인한다. 

3. 교우관계 관련 선행연구

  학생의 교우관계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교우관계에 영

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는 연구’, ‘교사의 처치가 교우

관계에 영향을 주는 연구’ 등이 주를 이루었다. ‘교우관계

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는 연구’는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을 다루고 있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대전시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28명의 문과반 남학생

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예비조사에서 집단따돌림의 대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교실 자리배치에 따른 
긍정적 교우관계 형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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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교사의 자리 배치와 교우관계 형성의 관계성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2016년에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문과반 학생 28명을 대상으

로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학급 내 하위네트워크가 4개를 발견하였고, 친밀도가 가장 낮은 학생을 전체 네트워

크의 구조적공백에 위치하였을 때, 긍정적인 교우관계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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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학교알리미에서 학교 폭력을 

살펴보았지만 이 반에서 학교 폭력 사태가 1건도 일어나

지 않았다.

2. 분석절차 및 방법 

  본 연구는 2016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7개월간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사회 연결망 이론에서 하위네트

워크, 구조적 공백을 사용하였다.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Burt는 제약성과 중복성을 제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은 

친밀도에 따라 정도(degree)로 나타내었고, 노드 사이의 

크기는 중간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로 하였다. 

하위네트워크는 Girvan & Newman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차례에 걸쳐 교우관계를 설문조사 하였다. 

1차 조사에서 네트워크의 중복성과 제약성을 파악하여 

구조적공백을 확인하였고, 하위네트워크와 소외된 1인을 

확인하였다. 소외된 1인을 구조적공백에 위치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학생들 간의 교우관계 친밀도를 3점 만점

으로 하여 조사한 값과 교실 내 자리배치에서 서로 간의 

거리를 3점 만점을 하여 t검정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는 Ucinet6.0, Netdraw,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교실 내 네트워크 특성

  Girvan & Newman 모형으로 분석하였을 때 4개의 하

위네트워크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친구들이 ‘친하다’고 응답한 대상 친구들의 수가 가장 

적고, 교사의 처치 전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앉은 학생들 

사이에서 외향정도와 내향정도의 합이 가장 작은 학생은 

J 학생으로 이 학생이 교실 안에서 ‘소외된 1인’ 이라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J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27명의 학

생 모두는 싫어하는 친구로 아무도 J 학생을 거론하지 않

았다. 이는 곧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단

지 반에 속하지 못한 학생이라고 할 수 있다.  

  효율성이 높고 제약성이 낮은 곳에 구조적공백이 나타

나기 때문에, S 학생을 구조적공백을 가진 학생으로 선정

하였다.

2. 교실 내 학생의 자리배치와 교우관계

  표1은 교사 처치 전후의 정도의 차이를 나타낸 표이

다. J[j]학생을 S[s] 학생 옆에 위치하였을 때, 전반적인 학

생들 간의 친밀도에 큰 영향이 없다는 의미로 유추할 수 

있다.

 
표 1. 교사의 처치 전후의 정도(degree) 차이검정

구분 △M N SD t Sig.
△외향정도 0.321 28 2.763 .616 .543
△내향정도 0.321 28 1.847 .921 .365
△전체정도 0.643 28 3.724 .913 .369

  표2.는 교사의 처치 전후의 효율성과 제약성을 나타낸 

표이다J[j] 학생을 단지 S[s] 학생 옆으로 옮기는 것만으로 

전체 네트워크의 효율성과 제약성이 유의미하게 변화된

다.

표 2. 교사의 처치 전후의 정도(degree) 차이검정

구분 △M N SD t Sig.
△효율성 -.565 28 .167 -17.94 .000
△제약성 .546 28 .139 20.00 .000

 

  표3.은 자리배치와 네트워크 차이점을 나타낸 표이다. 

물리적 자리배치와 학생들의 심리상태인 교우관계 네트

워크의 거리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자리배치와 네트워크 차이검정

구분 M N SD t Sig.
자리배치 2.24 74 1.083

1.284 .203
네트워크 2.05 74 .826

V. 결론

  연구결과로 학급내에 동질적인 성격을 지닌 하위네트

워크가 4집단 발생하였으며, 각 하위네트워크에 연약하

게 연결된 학생도 한명 존재하였다. 학급 내에 전체 네트

워크가 형성되어 있으면서, 학생들 간의 서로의 친밀도

에 따라 하위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어떤 친구들에게도 

호응을 얻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때 교사

가 임의로 물리적인 교실 내 자리 배치를 하였을 경우, 

학생들 간의 친밀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

다. 물리적 자리 배치가 심리적 영역인 학생들의 교우관

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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