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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과학 재교육원 등 정보반 학생들을 상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여 스

크래치 로그래  수업을 진행한 후 사회성의 변화를 분석하 다. 실험집단은 교육용 로그래  언

어인 스크래치의 리믹스 기능을 사용하여 LT 모형의 동학습을 수행하 으며, 통제집단은 일반 인 

강의식 수업을 진행하 다. 실험집단은 모둠 단 의 결과물을 생성하기 해 리믹스 기능으로 동료 학

습자들과 력하여 로젝트를 제작하 다. 리믹스 기반의 동학습에 따른 변화를 검증하기 해 실

험집단 30명, 통제집단 30명을 상으로 각각 12차시 총 36시수의 학습을 진행하 다. 설문결과를 사용

한 t-test 분석에 따르면, 스크래치의 리믹스 기능을 활용하여 동학습을 수행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

보다 사회성이 향상되었으며, 통계 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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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Depending on LT Cooperativ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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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the elementary students from the Information class of the Science Education 

Institute for the Gifted were divided into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The two groups 

took Scratch programming classes and the changes in their sociality were analyzed. The 

experimental group used the Scratch remix function, an educational programming language, to 

perform the LT cooperative learning. The control group took general instructor-led classes. The 

experimental group carried out a team project in which learners should cooperate with each other 

to produce certain results using the remix function. Twelve 3-hour lessons were taken by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consisting of 30 and 30 students respectively to verify changes 

depending on remix-based cooperative learning. According to t-test using the survey results, the 

experimental group that performed cooperative learning using the Scratch remix function showed 

more improved sociality than the control group did.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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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5 개정 정보과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핵심역

량으로 정보문화소양, 컴퓨  사고력, 력  문

제해결력을 선정하 다. 이들 에서 력  문

제해결력은 네트워크 컴퓨  환경에 기반 한 다

양한 지식･학습 공동체에서 공유와 효율 인 의

사소통, 업을 통해 문제를 창의 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다. 력  문제 해결력은 하  

요소로 력  컴퓨  사고력, 디지털 의사소통

능력, 공유와 업능력을 포함한다[1]. 정보과 교

육과정에서는 이러한 력  문제 해결력 신장을 

해 력  로젝트 수행과 모둠별 탐구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력  문제해

결력은 소집단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공

동의 학습목표를 달성하는 동학습의 특징과 연

계될 수 있다.

동학습은 학습자들 간의 비경쟁 인 동 과

정을 통해 기존의 경쟁  학습이나 개별화 학습

보다 더 많은 성취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학습 방

법이다. 동학습에서는 교사 심의 일방 이고 

수업을 지양하고 학습자간의 경쟁의 논리가 아닌 

동이라는 상호작용이 학습의 핵심 요소가 된다

[2][3]. 동학습은 통 인 교실에서의 경쟁 이

거나 개인 인 수업환경에서 탈피하여 학습자들

의 보다 능동 이고 극 인 참여를 유도하고 

그 속에서 교수·학습이 개될 수 있다. 이러한 

동학습은 력학습과 공통된 다수의 특성을 갖

는다. 그러나 력학습이 모둠의 공동 목표를 제

시하지만 구성원 각자에게 역할을 주지 않으며, 

수나 상장과 같은 외 인 보상을 부여하지 않

는 다는 측면에서 동학습과 구분된다.  

동학습의 모형 에 Minesota 학의 

Johnson이 개발한 LT(Learning Together) 모형

이 있다. LT 모형에서는 모둠 구성원들이 정  

상호의존성을 가지며, 개인별 학습과 함께 공동

의 학습목표 달성을 해 소집단 구성원간에 서

로 도움을 주는 상호작용을 강조한다[4]. LT 

동학습 모형의 차는 18단계이며, 정  목표

의 상호의존성, 개별  책무성, 내면  상호작용, 

력  기술, 소집단 평가를 본질 인 요소로 제

시한다[5].

이러한 특징을 갖는 LT 동학습 모형은 웹 

기반의 스크래치 개발 환경에서 제공하는 리믹스

(Remix) 기능을 활용하여 구 할 수 있다. 웹 기

반의 스크래치 개발 환경에서는 로젝트를 공유

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으며, 공유된 로젝

트는 다른 사용자들이 리믹스 기능으로 수정하고 

편집할 수 있다[6][7]. 모둠에서 하나의 공동 스크

래치 로젝트를 제작할 때 구성원은 로젝트의 

일부 기능을 구 하게 되며, 구성원들이 구 한 

부분 로젝트를 통합하여 하나의 로젝트를 완

성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로젝트 기능을 수

정할 필요가 있거나 구 이 어려운 경우 다른 구

성원들과 의하고 리믹스 기능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집단 구성원이 공동의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해 구성원간의 상호작용

을 통하여 서로 도움을 주는 동학습의 특징을 

반 한다. 본 연구의 수업에서는 스크래치 로

젝트를 개발할 때 리믹스 기능을 활용하여 LT 

동학습을 수행하도록 지도하 다.

본 논문에서 연구할 사회성은 인간이 그가 속

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특

성으로, 공동체 안에서의 생존에 필요한 생활습

, 다른 구성원들과의 계를 규제하는 도덕  

규범, 사고방식 등을 포함한다. 

사회성이 높은 인간은 사회  공동체 활동을 

즐기며 구성원들과 친화 이고 동 인 성격이 

강하며,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고 존 하여 충돌

이 은 특성이 있다[8]. 사회성에는 동심, 사

교성, 자주성 등의 역이 있으며, 청소년기의 교

육과 경험에 따라 크게 변화될 수 있다. 사회화

의 정도에 따라 삶의 방향과 도덕  행 의 질  

수 도 변화된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사회의 다

른 구성원들과 한 교류를 갖는 경험과 교육

은 사회성 함양을 해 매우 요하다[9]. 

이러한 사회성은 2015 개정 정보과 교육과정에

서 강조한 력  문제해결력과 연계되는 것으로 

동학습을 통해 신장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스크래치 리믹스 기능을 활용한 동학습에 

따른 등 정보반 학생들의 사회성 변화를 알아

보는 것이다. 이를 해 학부설 재교육원의 

정보반 학생 60명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

성하고, LT 동학습 모형의 용 유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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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의 변화를 분석하 다. 스크래치의 리믹스 

기능을 활용한 LT 동학습의 수업모형을 설계

하고 용하여, 스크래치 로젝트 개발 과정에

서 동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 다.

2. 관련 연구

재까지 동학습, 스크래치, 사회성과 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Johnson(1998)은 개

인의 성취와 동  행 에 한 집단 보상 구조

의 동학습인 LT 모형을 개발하 다. LT 모형

은 모둠원들의 상호작용을 강조한 공동 과제구조 

형태이며, 등생들을 상으로  과목에 걸쳐 

실험연구들을 수행하 다. LT 동학습 모형을 

용한  다른 연구에서는 등생들을 상으로 

앱 인벤터 로그래  교육을 실시한 결과 학생

들의 학습 동기 유발에 정 인 향이 있는 것

을 확인하 다[10]. 한 학생을 상으로 LT 

동학습 모형을 용한 연구에서는 창의성 신장

에서 동학습을 수행한 집단이 개별학습을 수행

한 집단보다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남을 확인하

다[11]. 그리고 웹을 활용한 동학습도 제안되었

으며, 동학습을 한 시뮬 이션에서 새로운 

구성요소와 차를 개발하여 교수자의 집단 구성 

방법을 다양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 다[2]. 

본 연구의 수업에서 사용할 로그래  언어인 

스크래치와 련하여 등생을 상으로 한 다수

의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등 재생을 상으

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여 창의  문제

해결력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문제해결력 신장 

측면에서 실험집단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변화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  다른 연구에서

는 등생들에게 스크래치를 활용한 STEAM 교

육 로그램을 용한 결과 창의성을 증진시키고 

과학 교육과 련된 정의  역에서 정 인 

변화를 가져왔다[13]. 이와 함께 Hill(2013)은 스

크래치 로젝트 개발에서 리믹스 기능의 용에 

따른 로젝트 결과물의 품질 변화를 분석하 으

며, 스크립트와 디자인 측면에서 어떤 향을 미

치는지 조사하 다. 연구에서는 로젝트의 스크

립트 제작이 공동 작업으로 수행될 때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분석할 사회성과 련된 다수의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사회성 발달 로그램이 

등생의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가 연구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성 발달 로그램을 개발하여 

용한 후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사회성 발달 로그램을 용한 집단과 그

지 않는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하 역인 동심 역에서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을 확인되었다[8]. 이와 함께 등학

생을 상으로 수행한 로그래  학습에서 사회

성의 변화가 나타난 연구도 발표되었다. 연구에

서는 스크래치 로그래  학습이 학생들의 사회

성 향상에 유의미한 결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15]. 학생을 상으로 한 사회성 연구에서는 

스포츠클럽에 참여한 학생이 그 지 않은 학생들

보다 사회성 신장에 정 인 향을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클럽 참여가 사회성의 역인 

동심, 사교성, 자주성, 법성에 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9].

이와 같이 본 연구와 련된 동학습, 스크래

치, 사회성에 한 다양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각 연구들은 목 , 상, 학습설계 등이 상이하여 

연구 결과를 직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LT 동학습 기반의 스크래치 로그래

 학습이 등 정보 재의 사회성 향상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것에 그 의미가 있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상  

본 연구에서는 OO 학교 과학 재교육원의 정

보반 등생들을 상으로 실험을 수행하 으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학생은 각각 30명이다. 

재교육원의 정보반은 2개 분반으로 구성되며, 

각 분반은 학기 는 가을학기에 정보 분야를 

학습한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각 분반의 학생수

는 10명이며, 집단별 학생은 <표 1>과 같이 구

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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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집단
분반 학생수

수업

학기 방법

실험집단 정보 30

2014년 

동학습2014년 가을

2015년 

통제집단 정보 30

2015년 가을

개별학습2016년 

2016년 가을

<표 1> 연구 상 학생 구성

3.2 학습 설계

일반 으로 분류되는 학습방법에는 개별학습, 

경쟁학습, 동학습 등이 있다. 개별학습은 경쟁

이 없이 학습자가 독립 으로 학습하며, 경쟁학

습은 개인이나 모둠으로 경쟁을 통해 학습 목표

를 달성하며, 동학습은 소그룹 모둠 단 로 공

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집단  보상이 이루어진

다. 지 까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습목표 달

성이나 학습자의 의식 변화 측면에서 동학습 

모형이 개별학습이나 경쟁학습보다 효과 인 것

으로 나타났다[16]. 

본 연구에서 실험집단은 2~4명의 소집단으로 

모둠을 구성하고, LT 동학습 모형을 용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LT 동학습 모형에서는 개별 

과제는 물론 다른 구성원들이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도울 의무와 책임을 갖도록 한다. 따라서 

구성원들의 동심과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모둠

별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모둠간의 경쟁을 

허용한다. 

LT 동학습 모형을 용한 스크래치 수업의 

학습 주제는 <표 2>와 같다. 각 학기당 1차시 3

시간으로 총 36시수 스크래치 로그래  수업을 

실시하 다. 수업 내용은 정보반 학생들이 심

을 가지고 있고, 컴퓨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수의 개념, 정보과학의 기본 알고리즘, 피지

컬 컴퓨 , 논리 /창의  사고력 등에 련된 것

으로 구성하 다.  

역 수업 내용( 로그램 주제)

1
스크래치

애니메이션

2 멀티미디어

3
수학

소수 구하기

4 피보나치수열의 그래  표

5
정보

정렬 알고리즘

6 탐색 알고리즘

7 피지컬

컴퓨

피코보드의 센서 활용

8 피코보드로 게임 만들기

9
게임

수학/정보과학 알고리즘의 용

10 진수 변환, 미로 찾기 등 

11
문제해결

논리  사고력 신장

12 창의  사고력 신장 

<표 2> 스크래치 수업의 교육과정 

본 연구에서는 스크래치 리믹스 기반의 LT 

동학습 모형을 용하여 스크래치 기반의 로그

래  학습을 실행하 다. <표 3>은 본 연구에서 

용한 LT 동학습 모형의 수업 흐름을 나타낸 

것으로, <표 2>에서 ‘피지컬 컴퓨 ’ 역의 ‘피

코보드로 게임 만들기’ 수업에 해당한다. 

수업 안내 단계에서는 윷놀이나 주사  놀이와 

같은 간단한 동심 게임을 통해 모둠을 구성하

고 동심의 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LT 동

학습 모형에서는 다양한 학생들로 이질 인 모둠

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게

임을 하는 동안 활동을 찰한 후 학습자의 성

격, 학습 능력, 교우 계 등을 고려하여 모둠을 

구성한다. 특히 입학 성  등 사  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학습 능력 측면에서 학습자가 고르게 

분포하도록 모둠을 구성한다. 교수자는 학습자들

이 모둠 활동에 극 참여하도록 동학습의 

요성과 구성원의 역할을 강조한다. 모둠별 활동

은 모둠에서 배정된 개별 과제를 해결한 후 수행

되며, 교수자는 모둠 활동의 간 결과물을 게시

하여 모둠별로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교수자는 

모둠별 로젝트 진행상황과 구성원들의 역할을 

찰하고, 구성원의 력을 통해 공동 목표 달성

이 가능하도록 조언자 역할을 수행한다. 한 학

습자들과 개별 면담을 통해 모둠 활동에서 발생

된 문제 을 악하고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 

모듐의 공동목표 달성을 해서는 모둠 구성원

의 동  행 와 정 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한다. 평가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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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개별  모둠에 한 피드백과 함께 최종 

결과물에 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보상으로는 

학기말 학습 평가에서 가산 을 부여하고, 수료

식에서는 재교육원 차원의 상장을 수여한다. 

이러한 LT 동학습에서는 개인별 과제와 함

께 모둠별 과제가 주어지므로 구성원들이 학습에 

극 으로 참여하게 된다. 한 성균(2015)의 

연구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모둠 구성원과의 상

호작용을 통해 문제 해결에 한 심리  부담을 

일 수 있으며, 극 인 모둠 활동으로 사고 

능력이 진될 수 있다.  

단계
활동 

요소
교수・학습 활동

수업

안내

학습

동기

유발

- 동심 게임 소개

- 윷놀이, 주사  놀이를 통한 모둠 구성

학습

내용

제시

- 동학습, 사회성 소개

- 학습목표 제시

  . 피코보드의 센서들을 활용한 게임을 제작할 

수 있다.

- 학습내용 소개

  . 학습목표 달성을 해 필요한 기본개념 소개

  . 피코보드 활용을 한 추가블록의 기능 설명

  . 피코보드의 센서 기능을 설명

  . 피코보드 센서들을 활용한 다양한 샘  로

그램 제시

LT

동

학습

학습

활동

안내

- 학습계획 세우기

  . 제작할 게임 로젝트의 기능 설계 

  . 제작할 스 라이트의 종류  동작 확정

- 본시 학습안내(역할 분담)

  . 로젝트를 기능별로 분류하고 담당자 배정

  . 피코보드의 다양한 센서에 따른 배정

  . 스 라이트를 디자인 할 담당자 배정

- 학습 과제 확인

  . 로제트 제작을 해 알아야 할 내용 확인

학습

활동

- 과제 해결을 한 개별 스크립트 제작

  . 모둠 구성원 개인별(센서별) 기능 구

- 과제 해결을 한 리믹스 로젝트 제작

  . 리믹스로 모둠 구성원의 스크립트 기능 추가

  . 개인별 제작 스크립트 종합하기

  . 멀티미디어, 애니메이션 등 추가 기능 구

- 모둠별 로젝트 발표

  . 모둠별 자료 작성  발표, 질의응답 

평가

모둠 

평가

- 모둠별 제작 로젝트  학습활동 평가

  . 자기평가, 상호평가, 교수자 평가 실시

- 차시 고  과제 제시

보상

- 우수 모둠 보상

  . 모둠별 공동 목표 달성, 동심 강조

- 우수 모둠 게시

<표 3> LT 동학습 모형의 수업 흐름  

3.3 연구 설계

스크래치의 리믹스 기능을 활용한 동학습이 

학습자의 사회성에 미친 향을 분석하기 한 

실험 설계는 <표 4>와 같다. 검사는 독립표본과 

응표본 t-test로 실시하 다. 설문지를 활용하

여 수업  사 검사를 통해 실험집단과 통제집

단이 동질집단인 것을 확인하 다. 수업 후에는 

사후검사를 실시하고 사회성 변화를 기 으로 실

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지 분석하 다. 

실험집단 O1     X1  O2

통제집단   O1 X2  O2

<표 4> 실험 설계

O1 : 사회성에 한 사 검사  

X1 : 스크래치 리믹스 기능을 활용한 동학습 

X2 : 스크래치 기능을 활용한 교수자 주도 개별학습 

O2 : 사회성에 한 사후검사  

사회성이란 사회활동과 집단활동을 할 때 동

이며 남과 의견이 잘 맞아 충돌이 은 특성으

로 동학습은 사회성을 증가시키는데 효과 이

고 한 학습구조이다. 사회성 측정을 한 최

근 연구에서는 사회성 척도의 하  변인으로 

동심, 사교성, 자주성, 법성을 사용[9]하거나 

인 계, 자신감, 사교성을 사용[17]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연구의 공통 변인에 해당하는 

동심, 사교성, 자주성을 사회성 측정을 한 변

인으로 선정하고, 김민서(2012) 연구[9]의 설문지

를 토 로 스크래치 학습에 맞추어 설문내용을 

수정 보완하 다. 

본 연구에서는 동심, 사교성, 자주성의 각 변

인별로 7문항씩 총 21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

다. 설문지 문항의 1~7번은 사교성, 8~14번은 

자주성, 15~21번은 동심에 한 것으로 구성되

었으며,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α=.885로 양호

하게 나타났다.

설문 결과에 한 분석은 SPSS 24 로그램을 

활용하 다. 두 집단의 사회성에 한 변화를 비

교하기 하여 한 학기 교육을 실시한 후에 독립

표본과 응표본 t-test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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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학기를 시작하기 과 종류 후

에 각각 사회성에 한 사 검사와 사후검사를  

수행하 다. 사회성에 한 사 검사와 사후검사

는 Likert식 5  평가척도를 사용한 설문지를 활

용하 다. 설문지의 분석에서는 정 인 답변에

는 높은 수를 부여하고, 부정 인 답변에는 낮

은 수를 부여하여 평균한 수를 사용하 다.

[그림 1]는 실험집단에서 스크래치 리믹스 기

능을 활용하여 동학습을 수행한 후 완성된 스

크래치 화면과 모둠별 발표 장면을 나타낸 것이

다. 모둠별 활동의 결과물을 발표하고 공유함으

로써 동학습에서 모둠 구성원의 역할을 되돌아

보고, 모둠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교류의 기회가 

되었다.

[그림 1] 모둠별 로젝트 결과물 발표 시

동학습이 사회성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기 

해 동심, 사교성, 자주성 역으로 구성된 설

문지를 제작하여 활용하 다. 이러한 3가지 측정 

역의 평균표 수를 바탕으로 SPSS를 이용하

여 유의수  p=.05로 독립표본 t-test를 하 다. 

사회성 검사에서 스크래치를 활용한 동학습을 

수행한 후 사회성 체와 사회성의 하  역별 

변화를 분석하 다. 

학기가 시작된 첫 시간에 사 검사를 통해 실

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검증하 다. 검증 

결과는 <표 5>와 같으며, 두 집단은 유의수  

p>.05에서 t-값이 .264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없다.

       항목

 집단
학생수 평균

표

편차
t df p

실험집단 30 3.75 .36
-.264 58 .792

통제집단 30 3.77 .43

*: p<.05  **: p<.01

<표 5> 사회성 사  검사 결과

학기 종료시 의 마지막 시간에 시행한 사회성

에 한 사후검사 결과는 <표 6>과 같다. 결과

에 따르면 두 집단은 유의수  p<.05에서 t-값이 

2.457로 나타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항목

 집단
학생수 평균

표

편차
t df p

실험집단 30 4.21 .38
2.457 59 .017*

통제집단 30 3.97 .38

*: p<.05  **: p<.01

<표 6> 사회성 사후 검사 결과

<표 7>은 집단 내에서 사 -사후 응표본 

t-test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집단 내의 사 -사

후 검사 결과 실험집단의 경우 사회성에서 

p<.05(.000)으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

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성의 3개 하

 역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실험집단 학습

자들의 사교성, 자주성, 동심에서 유의미한 향

상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통제

집단의 경우 사교성, 자주성, 동심의 역 모두

에서 평균은 향상되었으나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상이 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집단에서 나타난 사회성의 향상은 스크래

치의 리믹스 기능을 활용한 동학습이 모둠 구

성원들의 공동 로젝트 제작 과정을 경험하면서 

함양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통 인 

방법으로 학습을 수행한 통제집단에서 사회성 향

상에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 다. 이러한 결

과는 학습자 개인별 로젝트 결과물 도출과 평

가 방식으로 인한 학습자 상호 교류 기회가 어

든 것에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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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역
집단 학생수

사 검사-사후검사

평균
표

편차
t df p

사교성
실험 30 -.50 .69 -3.984 29 .000

**

통제 30 -.26 .72 -1.996 29 .055

자주성
실험 30 -.32 .78 -2.267 29 .031*

통제 30 -.21 .68 -1.736 29 .093

동심
실험 30 -.56 .59 -5.214 20 .000

**

통제 30 -.10 .81 -.706 29 .486

체
실험 30 -.46 .52 -4.868 29 .000

**

통제 30 -.19 .66 -1.613 29 .118

*: p<.05  **: p<.01

<표 7> 사회성 사 -사후 응표본 t-검정 결과

5.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에서는 재교육원 등 정보반 학생을 

상으로 스크래치 리믹스 기능을 활용한 동학

습과 일반 수업을 진행한 후 사회성의 변화를 조

사하 다. LT 동학습 기반의 로그래  교육

에 한 효과성 분석을 해 사회성 향상에 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향상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성 검사에서 실험집단의 경우 사 ‧사후 

검사 결과 사회성의 3가지 하  역인 사교성, 

자주성, 동심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상

이 있는 것을 확인하 다. 그러나 통 인 방식

으로 학습을 수행한 통제집단의 경우 사회성이 

향상되었으나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 다. 

의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스크래치의 

리믹스 기능을 활용한 LT 동학습이 등 정보

재들의 사회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최근에 등 교육과정을 포함한 다

양한 역에서 소 트웨어 교육의 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정보과

의 핵심역량인 력  문제해결력은 효율 인 의

사소통과 업을 통한 문제해결을 요구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향후 교육 장

에서 스크래치 로그래  교육을 수행할 때 

용 가능한 교수･학습 모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2015 개정 정보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서 

로그래 을 강조한 역은 ‘문제해결과 로그래

’과 ‘컴퓨  시스템’ 이다. 이 역의 수업에서

는 실생활 련 문제를 해결하기 해 스크래치

나 이선과 같은 교육용 로그래  언어를 사

용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LT 동학습 모형을 

이러한 수업에 용함으로써 학생들의 문제해결

력 향상과 함께 사회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연구 결과에 한 한계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일반 으로 사회성과 같은 인간 의식의 

변화는 장기간의 반복 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용한 36시수의 학습 시간은 의식 

변화를 한 시간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사회성에 한 변화를 확인하기 한 사

‧사후 설문 상이 집단별로 30명에 한정되었다. 

재교육원 정보반의 한 학기 학생수가 10~12명

으로 구성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학생이 증

원된 상태에서 실험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는 이 에 사회성 

련 연구[9][18]에서 사용된 것을 스크래치 환경

의 동학습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이들을 비롯

한 최근 연구[10][17]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들은 

신뢰도 계수(Cronbach α)를 기 으로 도구로서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

문지가 이러한 신뢰도뿐만 아니라 타당도가 충족

된다면 향후 사회성 측정을 한 검증된 도구로

서 활동도가 높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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