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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강조하듯이 협력적인 학습 환경에서 학생들 간의 상호작

용이 활발할 때 의미 있는 과학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차

원의 심리적 속성인 집단주의 성향에 따라 이질적인 소집단과 동질적인 소집단을 

구성하여 과학 협동학습을 실시했을 때의 교수 효과를 학업 성취도, 과학 학습 동

기, 과학 수업 환경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 조사하였고(연구 Ⅰ), 학생들 사이의 언

어적 상호작용 양상을 조사하였다(연구 Ⅱ).

연구 Ⅰ에서는 중학교 1학년 과학 수업에 협동학습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집단

주의 성향을 고려한 소집단 구성이 학업 성취도, 과학 학습 동기, 과학 수업 환경

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였다. 또한, 과학 협동학습을 하는 동안 목표,

역할, 평가 등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하여 협동학습에 대한 인식을 

설문과 면담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188명의 학생들을 통제 집단, 이질 집단, 동질 

집단으로 무선배치하고, ‘물질의 세 가지 상태’, ‘분자의 운동’, ‘상태 변화와 에너

지’ 단원에 대해 총 12차시 동안 수업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학업 성취도에서는 

주효과(MS=54.39, F=3.85, p=.023)와 상호작용 효과(MS=48.80, F=3.46, p=.034)가 나

타났으며, 자신감(MS=.66, F=3.41, p=.035), 과학 수업 환경에 대한 인식(MS=.85,

F=4.08, p=.018), 규칙의 명확성(MS=1.93, F=4.17, p=.017) 영역에서 수업 처치의 주

효과가 나타났고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집단주의 성향 하위(low

collectivism: LC) 수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이질 집단에서보다 동질 집단에서 

더 높았다(p<.01). 또한, 동질 집단과 이질 집단의 자신감 검사 점수가 통제 집단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았다(p<.05). 동질 집단의 과학 수업 환경에 대한 인식과 규칙

의 명확성 검사 점수가 통제 집단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았다(p<.01). 집단주의 성

향 상위(high collectivism: HC) 수준 학생들은 협동, 배려, 조화, 여유로움을, LC

수준 학생들은 경쟁, 점수, 정확, 신속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

주의 성향 수준에 따라 학생들이 가진 협동학습에 대한 인식이 다름을 알 수 있었

다. 이와 같은 연구 Ⅰ의 결과는 집단주의 성향 측면에서 이질적, 동질적으로 구성

한 소집단 내 학생들의 상호작용 양상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연구 Ⅱ에서는 중학교 1학년 32명을 대상으로 과학 협동학습 과정에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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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 사이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개별 진술, 상호작용 단위, 갈등행동 단위 수준에

서 분석하고, 집단주의 성향에 따른 이질 집단과 동질 집단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비교하였다. 또한, 학업 성취도, 학업 성취도의 향상과 언어적 상호작용 사이의 상

관관계를 조사하였다. 연구 Ⅰ의 협동학습 집단 중 이질 집단 4개조와 동질 집단 4

개조의 12차시 중 ‘압력’, ‘보일 법칙’, ‘샤를 법칙’, ‘융해열’을 학습한 4개 차시의 

협동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들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녹음, 녹화한 다음,

기록 원고를 작성하고 분석하였다. 개별 진술 수준의 분석 결과, 과제 관련 진술의 

하위 영역의 분포는 이질 집단과 동질 집단에서 유사하게 나타났고, 두 집단 모두 

설명하기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상호작용 단위의 유발 빈도는 이질 집단(14.4회)보

다 동질 집단(25.5회)에서 높았고, 대칭적 상호작용의 유발 빈도가 가장 높았다. 개

별 진술의 빈도와 상호작용 단위의 유발 빈도는 이질 집단에서 LC 수준 학생(41.1

회, 4.4회)보다 HC 수준 학생(64.0회, 10.0회)이 높았다. 갈등행동 단위의 유발 빈도

는 전체적으로 낮은 편이었으나 집단별로 비율이 비슷했다. 특히, 동질 집단에서 

LC 수준 학생의 경우에는 회피와 경쟁의 유발 빈도가 높았고, 동질 집단에서 HC

수준 학생의 경우에는 협력의 유발 빈도가 높았다. 또한, 상호작용 단위 수준에서 

이질 집단과 동질 집단 간의 질적인 차이가 있었고, 갈등행동 단위 수준에서는 동

질 집단의 HC 수준 학생과 LC 수준 학생 간의 질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학업 성

취도, 학업 성취도의 향상은 과제관련 진술의 합계와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

종합하면, 과학 협동학습에서 학생들의 자신감이 집단주의 성향과는 무관하게 

향상되었다. 집단주의 성향에 따른 이질 집단에서 LC 수준 학생의 과학 학습 동기

가 낮았고 HC 수준 학생과 LC 수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지 않았으며 LC

수준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집단주의 성향을 고려한 동

질 집단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과학 수업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았고 학업 성취도

나 학업 성취도의 향상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상호작용이 비교적 활발

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과학 협동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집단을 

구성할 때 학생들의 집단주의 성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협동학습, 집단주의 성향, 소집단 구성 방법, 언어적 상호작용, 갈등행동

학  번: 2006-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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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과학학습에서 학생들이 서로 대화하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구성주의 교육철학에서 특히 Vygotsky는 근접발

달영역에서 더 많은 지식을 가진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였다(강인애, 1997;

Cobb, 2005; Vygotsky, 1978).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과학학습이란 집단 구성원

들에 의해 의미가 소통, 조절, 규정되어 문화적으로 조직된 과학이라는 문화 활동

에의 참여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 때 언어적, 사회적 상호작용이 중요시 된

다(곽영순, 2001b). 과학교육에서는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인 과학 인재를 기르기 위해 모둠학습을 통한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시

킬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교육과학기술부, 2011a), 학생들이 협력적

으로 과학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이 필요하다.

협동학습은 학습의 내용보다 과정을 중요시했던 Dewey, Lewin, Deutsch와 같

은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교수-학습 이론이자 철학이다(곽

영순, 2001a; 정문성, 2006; Sharan, 2010). Dewey는 모든 학습 주제를 협동적으로 

계획하고 탐구하는데 학생들을 참여시켰으며, Lewin은 집단 내 구성원들이 집단의 

목표를 수행하는 동안 서로의 관계를 향상시키도록 하였다(Sharan, 2010). Deutsch

는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의존성과 같은 협동학습의 기본 원리를 개념화하였다

(Johnson & Johnson, 2002). 협동학습을 하는 동안 학생들은 지식과 경험을 사용하

고, 생각하고, 토의하고, 지식을 공유하고, 다양한 상황에 새롭게 획득한 개념을 적

용한다(Acar & Tarhan, 2008). 이러한 협동학습은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도 부합

할 뿐만 아니라 과학과 교육과정에 명시된 교육적 요구도 만족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과학학습에 필요한 실천적 교수-학습 방법이다.

과학 교육에서 협동학습은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고, 오개념의 교정이나 개념

학습에 효과적이며, 학교 급간 이동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의 전이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Acar & Tarhan, 2007, 2008; Ebrahim, 2012; Roseth, John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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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son, 2008; Sharan, 2010; Thurston et al., 2010), 학생들의 과학수업에 대한 만

족감과 같은 과학 학습 동기, 자아효능감, 과학수업 환경에 대한 인식도 유의미하

게 향상시킨다(노태희 등, 1999; 노태희, 박수연, 임희준, 차정호, 1998; 노태희, 서인

호, 한재영, 전경문, 차정호, 2000a; 박종윤, 유혜숙, 2001; Gillies, 2003). 일부 연구 

결과에서는 과학 성취도나 정의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임희

준, 박수연, 노태희, 1998; Hanze & Berger, 2007; Topping et al., 2011).

이와 같이 협동학습의 효과가 일관되지 않은 것은 집단 구성원을 설명할 수 있

는 개인 수준 요인, 집단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집단 수준 요인, 집단이 작동하는 

환경을 기술하는 환경 수준의 요인이 집단 상호작용 과정에 영향을 미쳐 다른 수

행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Hackman, 1987; McGrath, 1964). 또한, 소집단 구성원들

이 협동학습 과정에서 협력적으로 과제를 해결하지만 의견의 불일치로 인해 갈등

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Johnson, Johnson, Dudley, Mitchell, & Fredrickson,

1997; King, Hebl, & Beal, 2009). 따라서 학생들이 과학 협동학습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여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고 갈등 문제를 친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협동학

습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협동학습과 같이 학생들을 소집단으로 배치하여 학습을 하는 경우에 소집단을 

구성하는 방법이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업 성취도 측면에서는 이질적인 

집단 구성을 하는 것이 대체로 효과적이었다(오경의, 김영수, 2003; 노태희 등,

1998). 성별에 따라서는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의 경우 혼성 집단에서보다는 동성 집단에서 물리 문제 해결력이 높았고(Ding &

Harskamp, 2006), 중학교 2학년의 경우 혼성 집단과 동성 집단의 과학 성취도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이윤미, 유정문, 2003). 또한, 대학교 4학년 학생의 학습 양식

에 따라 이질 집단을 구성하여 창의적인 과제를 수행하도록 했을 때 구성원들의 

다양한 사고방식이 장점이었으나 역할 분담에서의 갈등이 나타났다(Kyprianidou,

Demetriadis, Tsiatsos, & Pombortsis, 2012). 이와 같이 소집단 구성 방법에 따라 

협동학습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새로운 변인을 바탕으로 한 소집단 구성 

방법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다각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문화적 차원에서 유래한 개인과 사회 간의 관계 관련 특성이자 개인의 

심리적 속성인 집단주의 성향은 집단 내에서의 활동 양상에 영향을 미쳐 학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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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줄 수 있다(Dhindsa, 2005). 집단주의자는 집단 내에서 협동적으로 활동하

며, 개인주의자는 협동적 활동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어(Wagner, 1995), 심리학이나 

경영학 분야의 선행 연구에서 집단주의 성향을 가진 구성원 수가 많을수록 협동적 

활동이나 생산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x, Lobel, & McLeod, 1991; Eby &

Dobbins, 1997; Kirkman & Shapiro, 1997, 2001). 이에 비해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

으로 모둠성취분담(student teams-achievement division: STAD) 협동학습을 실시했

을 때는 집단주의 성향 상위 학생들보다 집단주의 성향 하위 수준 학생들에게서 

협동학습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고한중, 이은진, 강석진, 2013). 이

와 같이 집단주의 성향이 다른 구성원들의 집단 활동에 대한 태도가 다르며, 집단

주의 성향 수준에 따라 집단 활동의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집단주

의 성향에 따라 이질적, 동질적인 집단 구성을 하는 것이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해야 하는 협동학습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개인은 문화에 의해 개인주의나 집단주의 성향으로 사회화되므로 행동,

자아해석, 대화 유형 등이 달라질 수 있다(Gudykunst et al., 1996). 집단주의자는 

대화할 때 내용보다 맥락에 초점을 두며 사회적 행동을 결정할 때 내적인 과정보

다 외적인 과정을 중요시하며, 개인주의자는 내용과 내적인 과정에 초점을 둔다

(Triandis, 2001). 개인주의, 집단주의의 대표격인 미국인, 일본인을 이질 집단과 동

질 집단으로 구성하여 윤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조사했을 때 이질 집단에서 갈등

이 많이 유발되었다(Oetzel, 1998b). 이처럼 소집단 구성원들의 집단주의 성향이 다

르면 서로 다른 대화 유형이나 과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호작용에서 어려움과 갈

등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King et al., 2009; Kirchmeyer & Cohen, 1992; Nadler,

Keeshan-Nadler, & Broome, 1985; Oetzel, 1998a, 1998b; Watson, Kumar, &

Michaelson, 1993). 이로 볼 때 집단주의 성향에 따라 이질적, 동질적 집단 구성을 

하여 과학 협동학습을 실시하는 경우 학생들의 상호작용 과정이 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이에 대해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학생들의 집단주의 성향에 따라 이질 집단과 동질 집단을 구성하여 실시한 

과학 협동학습의 교수 효과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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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주의 성향을 고려한 이질 집단과 동질 집단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개별 

진술, 상호작용 단위, 갈등행동 수준에서 조사하고, 언어적 상호작용과 학업 성취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각 집단의 언어적 상호작용 양상을 비교한다.

전체적인 연구의 개요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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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소집단 구성 방법의 측면에서 효과적인 협동학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집단주의 성향에 따라 이질적, 동질적으로 집단을 구성하여 실시

한 협동학습의 효과를 교사의 강의로 진행되는 전통적인 수업과 비교하였다(연구 

Ⅰ; 주영, 김경순, 노태희, 2012). 또한, 협동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들 사이의 

언어적 상호작용 양상을 정성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연구 Ⅱ; 주영, 김경순, 노태

희, 2014).

연구 Ⅰ(주영, 김경순, 노태희, 2012)에서는 중학교 과학 수업에 학생들의 집단

주의 성향에 따른 이질적, 동질적 집단 구성을 하여 협동학습을 적용하였다. 수업 

처치가 학업 성취도, 과학 학습 동기, 과학 수업 환경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효과

를 조사하였다. 학업 성취도, 과학 학습 동기, 과학 수업 환경에 대한 인식의 측면

에서 수업 처치와 집단주의 성향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를 조사하였다. 또한, 학생

들의 협동학습에 대한 인식도 집단주의 성향에 따라 이질 집단과 동질 집단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연구 Ⅱ(주영, 김경순, 노태희, 2014)에서는 집단주의 성향에 따라 이질 집단과 

동질 집단으로 구성하여 과학 협동학습을 실시했을 때 나타난 인지적, 정의적 결과

를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하여 협동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의 언어적 상호작용 양상

을 개별 진술, 상호작용 단위, 갈등행동의 세 가지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학

생들의 개별 진술의 빈도와 학업 성취도, 학업 성취도 향상과의 상관관계, 상호작

용 단위의 유발 빈도와 학업 성취도, 학업 성취도 향상과의 상관관계도 조사하였

다. 집단주의 성향에 따른 이질 집단과 동질 집단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개별 진술,

상호작용 단위, 갈등행동의 세 가지 수준에서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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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이 연구는 경기 지역에 소재한 남․여 공학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연구 

대상이었다. 각 학급의 전반적인 분위기, 학교 행사나 타 과목 수행평가 등의 일정

에 따른 학생들의 상황 등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연

구 결과의 해석에서 이러한 차이에 기인한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우리나라의 모든 중학생에 대해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이 연구의 수업 처치는 오리엔테이션과 연습을 포함하여 4~5주 동안 진

행되었다. 따라서 처치 교사들의 전공과목이나 수업 지도 성향의 차이 등이 있으

며, 한 번도 지도해보지 못했던 협동학습이라는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이 기간

에 완전히 내면화하여 실천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고, 학생들 역시 그러하다.

셋째, 이 연구는 중학교 과학 교과의 화학 관련 단원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

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 연구 Ⅰ에서는 ‘물질의 세 가지 상태’, ‘분자의 운동’, ‘상

태 변화와 에너지’에 대해서, 연구 Ⅱ에서는 ‘분자의 운동’, ‘상태 변화와 에너지’의 

일부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 또한, 조별 실험, 시범 실험, 동영상, 자료 해석 등 학

생 활동이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따라서 학습 내용이나 과제 특성에 따른 효과가 

연구 결과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과학 교과의 다른 단원이나 분야

에까지 일반화하여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넷째, 이 연구의 모든 수업은 각 학급 교실의 책상 배치를 평소와 달리하여 실

시되었고, 소집단별로 모든 수업을 음성 녹음하였으며 분석 대상 소집단의 경우에

는 비디오 녹화를 병행하였다. 학생들의 녹음과 녹화에 대한 거부감은 관찰되지 않

았지만 일반적인 교실 수업 분위기와는 상이한 상황 자체가 학생들의 행동에 영향

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다섯째, 이 연구에서는 함께 학습하기(learning together: LT) 모형에 기초한 협

동학습을 실시하였으므로 이 연구의 효과를 방법과 특성이 다른 협동학습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까지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여섯째, 이 연구에서는 정규 수업 이외의 개인 학습 활동이나 학생들 간의 상

호작용을 통제하지 않았으므로, 이것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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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이 연구에 필요한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협동학습(cooperative learning): 협동학습이란 소집단을 교수-학습에 활용하여 학습

자 스스로의 학습과 구성원들의 학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함께 활동하는 것이

다(곽영순, 2001a; Johnson, Johnson, & Holubec, 1994). 협동학습은 사회심리학

자인 Lewin, Dewey, Deutsch 등의 이론에 기초하여 Sharan, Slavin, Cohen 등

이 미국을 중심으로, 협력학습(collaborative learning)은 Vygotsky, Piaget,

Kelly 등의 구성주의자들이 영국을 중심으로 다른 연구를 해 왔지만, 오늘날 

협동학습과 협력학습은 지향점이 같기 때문에 대립적인 관계보다는 상호 포용

하는 관계이며, 협력학습보다는 협동학습이 일반적으로 더 많이 사용된다(정문

성, 2006; Brody & Davidson, 1998).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협력학습과 협동학

습을 모두 포괄하여 협동학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집단주의 성향(collectivism): 문화적 차원의 하나인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을 개인

의 심리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변인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선택한 용어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주의를 집단주의 성향이 낮은 것으로, 집단주의를 집단주의 성

향이 높은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위해 Hui(1988)가 정의한 친구와의 관계로

부터 알 수 있는 집단주의의 특성을 토대로 Han과 Park(1995)이 개발한 집단

주의 성향 검사(collectivism scale)를 사용함으로써 집단주의 성향 상위(high

collectivism: HC)와 집단주의 성향 하위(low collectivism: LC)로 구획하였다.

따라서 집단주의 성향 상위 학생들은 자아를 집단의 일부로 파악하고, 집단의 

목표를 개인의 목표에 선행시키며, 집단의 원활한 결속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집단에 강한 정서적 애착을 갖는 것으로, 집단주의 성향 하위 학생들은 자아를 

집단과는 별개의 독특한 단위로서 지각하고, 개인의 목표 추구가 집단에 누를 

끼치더라도 개인의 목표를 강조하며, 집단의 결속에 관심이 적고 정서적으로도 

거리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이은진, 2013; Triandis, Bontempo,

Villareal, Asai, & Lucca,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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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단(small group): 수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 학급을 편의상 2~6명 정도씩 더 

작은 단위로 세분한 집단을 의미하며, 협동학습 연구들에서 집단(group), 소집

단, 팀(team) 등을 뚜렷한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다(이양락, 1997).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고찰에서는 연구자들이 보고한 논문에서 사용한 용어

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므로 인용한 논문에 따라 소집단, 집단, 팀의 용어가 혼재

되어 있다.

LT 모형(learning together model): LT 모형은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정의될 수 있

다(변영계, 김광휘, 1999; Johnson, Johnson, Holubec, & Roy, 1984). 소집단의 

크기는 6명을 넘지 않도록 하고, 구성원들의 능력, 성별, 인종에 따라 이질적으

로 집단 구성을 한다. 소집단별로 활동지를 한 부만 배부하거나 역할 분담하기

를 통해 학생들 사이의 상호의존성을 높인다. 협동학습 초기에는 소집단에 참

여하기, 서로의 이름 부르기, 의견 제시를 교대로 하기, 심화 단계에서는 각 소

집단 구성원들을 토의에 참여시키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이해하고 동의하기 

등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소집단 구성원들의 협동적 행

동에 대한 보상을 줌으로써 협동을 격려한다. 학생들의 활동 평가는 소집단 모

든 구성원을 소집단의 평균 점수로 평가할 수도 있고, 개인 점수와 소집단의 

평균 점수를 합하여 평가할 수도 있고, 개인 점수와 소집단 활동 기준에 대한 

보너스 점수로 평가할 수도 있다. 교사나 학생에 의한 정리를 통해 수업이 종

결된다.



- 9 -

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언어를 매개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구성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협

동학습에서 학생의 능력, 성별, 인성과 같은 특성에 따라 소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인 과학학습이 이루어지는데 중요하다. 집단주의 성향에 따른 소집단 구성이 

과학 협동학습 과정과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 장에서는 협동학

습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과 효과적인 협동학습을 위한 방안들을 관련 선행 연구들

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협동학습에서 소집단 구성 방법과 효과, 그에 따른 언어적 

상호작용 연구들을 탐색한 다음, 학습자 변인으로서의 문화적 차원인 집단주의 성

향의 특징, 집단주의 성향과 협동, 언어적 상호작용의 관계 등과 관련된 선행연구

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1. 협동학습 

1.1 협동학습의 이론적 배경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 가장 잘 배울 수 있다.’라는 문장은 학생들이 함께 

배우는 것을 돕고 배우기 위해 함께 모이도록 하는 협동학습을 가장 잘 표현한 문

구일 것이다(Sharan, 2010). 이는 지식의 구성 과정이나 기술의 습득이 언어를 매개

로 이루어지는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구성주의 학습관

의 입장(곽영순, 2001b; Vygotsky, 1978)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구성주의에서의 교수 목표는 인지 발달과 이해이고, 학습은 선형적이라기보다

는 복잡하고 비선형적인 것이며, 학습은 도구(medium)를 가지고 기호(symbol)를 

생산하는 과정, 즉, 추상적인 개념이 반영된 구성주의적인 의미 형성 과정이다

(Fosnot & Perry, 2005). 이러한 기호들은 개인에게 있어서 동화 구조의 일부가 되

어, 새로운 것을 감지하고 상상할 때 사용된다. 이것을 <그림 2>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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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self)

타인(others) 도구(medium)

기호(symbol)

<그림 2> 구성주의 학습 모델(Fosnot & Perry, 2005)

구성주의는 개인의 인지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느 정 

도의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구성주의와 인지적 구성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강인애, 1997). 사회적 구성주의는 Vygotsky의 발달심리이론에 기초

하고 있으며 인간의 인지적 발달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내면화되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며, 인지적 구성주의는 주로 Piaget의 인지발달이론에 기초하고 있으며 지식

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인지적 작용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한다(임희

준, 1998; Galsersfeld, 2005; Powell & Kalina, 2009).

사회적 구성주의와 인지적 구성주의를 비교한 내용을 <표 1>에 정리하였다

(Cobb, 2005). 사회적 구성주의에서는 한 개인이 속한 사회와 그 사회의 구성원들

과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그 사회의 고유한 문화적, 행동적 양식을 습득하는 것을 

개인의 성장으로 보고 있으므로 개인의 인지적 발달과 지식 구성에서 사회-문화적 

과정이 중요하고, 인지적 구성주의에서는 상대적으로 사회-문화적 과정은 크게 고

려되지 않으며 개인적인 과정, 즉 개개인의 인지적 구조 변화와 활동이 주요 관심

의 대상이 된다(강인애, 1997; Cobb, 2005). Vygotsky는 근접발달영역에서 더 많은 

지식을 가진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였음에 비해, 인지적 구성주의에서는 개인

의 실천적, 목적 지향적 활동이나 노동을 통하여 생각이 발달함을 강조하였다

(Cobb,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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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사회적 구성주의와 인지적 구성주의의 비교(Cobb, 2005)

사회적 구성주의 인지적 구성주의

정신(mind)의 위치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안에 머리 안에

학습의 정의 공동체 안으로의 문화적응 과정 능동적인 인지 재구조화 과정

토론의 주제

개인적인 과정이 사회-문화적 과
정보다 우위인가, 인지 과정이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과정에 포
함됨

사회-문화적 과정이 개인적인 과
정보다 우위인가

표시와 기호의 
역할

수립된 의미 또는 실천의 지적인 
유산의 전달자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
고 소통하는 수단

활동(activity)
문화적으로 조직화된 실천에 참
여하는 것

학생 개인의 감각 운동과 개념적
인 활동을 선호

사고(thought)에 
대한 분석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이 분
석 단위

개인 안에 있는 개념적인 과정

강조점
Vygotsky는 근접발달영역에서 
더 많은 지식을 가진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강조

실천적, 목적 지향적 활동이나 
노동을 통하여 생각이 발달함

교실 수업에서의
상호작용

학교의 조직화된 실천의 예시
개인적인 활동을 조화시키려는 
교사와 학생의 노력으로 존재하
는 미시문화

학생에 대한 시각 교사의 기여를 적절하게 사용함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타인의 행동에 적응함

집단의 환경
수립된 공동체 구성원들의 동질
성을 강조, 개인 생각의 질적인 
차이 분석을 피함

수립된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질
성을 강조, 개인에 대해 적극 설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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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협동학습의 특징과 요소

교사들이 학생들을 집단으로 편성하여 학습하게 하는 전략을 사용하지만 대부

분의 집단학습은 전통적인 집단학습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협동학습과는 질적으

로 다르다(곽영순, 2001a; 이양락, 1997). 협동학습은 학생들이 소집단에서 서로 도

우며 학습하는 교수법으로, 학생들은 토의하고 논쟁하며 현재 서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평가하고 이해의 차이를 채움으로써 학습해야 할 개념을 모두가 완전히 습

득하게 될 것이라는 상호간의 확신을 가지고 활동한다(Slavin, 1995). 따라서 집단 

구성원 사이의 대화를 통한 동료 학습이 중요하다. 또한, 협동학습에서는 이질적인 

집단 구성과 모든 학생에게 성공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는데, 개별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Johnson & Johnson, 1989).

이에 비해 전통적인 집단학습은 물리적으로 학생들을 집단으로 구성하였을 뿐,

학습 과정이나 방법에 대한 단순한 확인 절차를 거친 이후에는 개별학습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이나 대화에 기반한 동료 학습은 중요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학습 결과는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개별적으로 평가된다. 이

와 같은 협동학습과 전통적인 집단학습의 차이를 비교하여 <표 2>와 같이 정리하

였다(Putnam, 1997).

<표 2> 협동학습과 전통적인 집단학습의 비교(Putnam, 1997)

협동학습 전통적인 집단학습

긍정적인 상호의존성 긍정적인 상호의존성 없음

개별적인 책무성 개별적인 책무성 없음

협동적인 기술 지도 협동적인 기술 지도 없음

동료 학습이 중요 동료 학습이 거의 중요하지 않음

이질적인 집단 구성 동질적인 집단 구성

교사가 집단을 선발 학생이 집단을 선발

학생 주도의 반성, 목표 설정 학생 주도의 반성, 목표 설정 없음

교사 관찰과 피드백 교사 관찰이나 피드백 없음

성공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성공할 수 있는 획일적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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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학습에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기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Johnson &

Johnson, 2002).

(1) 긍정적 상호의존성(positive interdependence)

긍정적 상호의존성은 협동적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구

성원들이 서로 연결되어 함께 활동하지 않으면 집단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

기 어려우며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노력이 함께 결합되어

야만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긍정적 상호의존성은 공동의 학습 목표

를 통해 수립될 수 있으며, 소집단에서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원을 

공유하고, 서로 지지해주고, 함께 성취해야 한다. 긍정적 상호의존성을 강화하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첫째, 보상을 준다. 예를 들어 소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퀴즈에서 90점 이상 획득한 경우 보너스 점수를 부여한다. 둘째, 자

원을 나눈다. 즉, 소집단의 각 구성원에게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체 내용의 

일부분을 나누어 준다. 셋째,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정한다.

(2) 개별적 책무성(individual accountability)

각 학생의 수행이 평가되고 평가 결과가 다시 집단과 개인에게 주어질 때 개별

적 책무성이 존재한다. 개별적 책무성과 관련하여 소집단의 구성원들이 알아야 할 

것은 과제를 완수하기 위하여 도움, 지지, 격려가 필요한 구성원을 파악하는 것과 

다른 구성원의 결과에 무임승차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협동학습에서 함께 학습해 본 

학생들은 타인과 함께 더 잘 학습할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도 더 잘 수행할 수 

있다. 개별적 책무성을 구조화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개인별로 

퀴즈를 실시한다. 둘째, 각 집단 구성원들은 학습한 내용을 다른 구성원들에게 설

명한다. 셋째, 소집단 활동을 관찰하여 학생 개인별 참여 여부를 확인한다. 넷째,

소집단 내 구성원 중에서 발표자를 무작위로 정한다.

(3) 대면적 상호작용(face-to-face promotive interaction)

대면적 상호작용이란 집단의 구성원들이 집단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학습 

과제의 완수와 성취를 위한 노력을 촉진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다. 다른 구성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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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에 관여할 때 일어나는 인지적인 활동과 상호작용으로는 문제 해결 방법 설명

하기, 학습한 개념의 본질에 대해 논의하기, 구성원에게 지식을 가르쳐주기, 지금 

학습하는 내용과 지난 학습 내용을 연결하기 등이 있다. 소집단 구성원들 사이의 

대면적 상호작용이 증가함에 따라 동료에 대한 책임감, 서로의 논리와 결정에 영향

을 미치는 능력, 사회적인 지지, 상호 보상 등이 증가한다. 다른 구성원의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도 과제 수행에 중요한 정보가 된다. 2명에서 4명 정도로 소집단의 

크기가 작을수록, 대면적 상호작용도 커진다.

(4)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

수준 높은 협동학습을 위해 필요한 구성원간의 관계와 소집단에서의 기술을 가

르쳐야 하며 이러한 기술들을 사용하도록 동기를 유발시켜야 한다(Johnson, 2000;

Johnson & Johnson, 1997b). 장기간 협동학습을 수행하는 경우, 긍정적인 목표 의

존성, 모든 구성원들의 성취를 위한 학구열, 사회적 기술 표현에 대한 보상의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었을 때, 학업 성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목표로 한 사회적 

기술을 사용한 빈도에 대해서 집단으로 피드백을 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것이 학생들의 성취도를 향상시키는 데 더욱 효과적이었다. 사회적 기술 훈련

이 된 학생들이 더 많을수록, 교사가 사회적 기술을 가르치는데 더 많은 주의를 기

울여 학생이 사회적 기술을 사용했을 때 개인적인 보상을 더 많이 줄수록, 협동학

습 집단 내 학생들의 성취도는 향상되는 경향이 있었다. 학생들이 사회적 기술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소집단 구성원들 간의 관계는 더욱 긍정적이었다.

(5) 집단 과정(group processing)

효과적인 협동학습을 위해서는 소집단 구성원들이 맡은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를 주기적으로 반성하고 이에 따라 협동 과정을 향상시킬 방법을 계획해야 한다.

집단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첫째, 과제를 수행하는데 효과적인 관계

를 유지하고, 집단의 목표를 성취하는데 도움이 되는 구성원과 그렇지 않은 구성원

을 파악하기 위하여 반성한다. 둘째, 계속하거나 바꾸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결

정하기 위하여 반성한다. 집단 과정의 목적은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성원

들의 기여를 효율적으로 증진시키고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함께 활동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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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이 생겼을 때, 학생들은 집단과정을 통해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한다. 학습 

집단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집단 내에서 효과적인 관계를 유지하

고 집단 구성원들을 돕기 위해 사회적 기술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

하기 위한 시간과 과정이 학생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1.3 협동학습에 관한 선행 연구

협동학습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들은 성취도, 태도, 인식의 효과 측면과 협동학

습의 효과를 촉진하는 조절자를 조사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졌다(Kyndt et al., 2013).

<표 3>은 Kyndt 등(2013)이 대상, 교수내용, 독립 변인, 종속 변인, 효과 크기, p-값

에 따라 65개의 협동학습 연구의 효과와 조절자를 분석한 결과 중 일부이다. 이 분

석 결과에서 대부분의 연구에서 협동학습이 성취도와 태도 측면에서 효과 크기가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교수 내용 영역, 나이 수준(대상), 문화는 협동학습 효과의 

조절자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터키의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전기 화학의 이해에 대하여 협동학습의 교

수 효과를 조사한 Acar와 Tarhan(2007)의 연구 결과, 교사 중심의 수업이 진행된 

전통 집단의 학생들보다 협동학습 집단 학생들의 성취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더 높았다. 면담에서도 협동학습 교수법이 학생들의 오개념을 교정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Acar와 Tarhan(2008)은 9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속 

결합의 이해에 대하여 전통적인 수업과 협동학습 수업을 실시한 다음 t-검증을 한 

결과로, 협동학습 집단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통제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높았고, 통제 집단보다 협동학습 집단에서 금속 결합과 관련된 오개념이 더 적

게 나타났음을 보고했다. Aydin(2011)의 연구에서 과학기술 내용으로 협동학습을 

한 대학생의 성취도와 태도가 전통적인 수업을 한 경우보다 유의미하게 향상되었

다. Bilgin과 Geban(2006), Doymus(2008)의 연구에서도 성취도가 유의미하게 향상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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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협동학습 연구의 효과(Kyndt et al., 2013)

연구자 대상 교수내용
독립변인

(학생수)
종속변인 효과크기 p

협동학습 
모형

문화

Acar &

Tarhan

(2007)

고등학생 전기화학
협동/전통
(20/21)

성취도 + p<.001 / 비서구

Acar &

Tarhan

(2008)

고등학생 화학
협동/전통
(28/29)

성취도 + p<.05 / 비서구

Aydin

(2011)
대학생 과학기술

협동/전통
(21/22)

성취도 + p=.323 / 비서구

성취도 + p=.021

성취도 + p=.007

성취도 + p=.019

성취도 + p=.003

태도 + p=.001

Bilgin &

Geban

(2006)

중학생 화학
협동/전통
(44/43)

성취도 + p<.05 / 비서구

성취도 + p<.05

Doymus

(2008)
대학생 화학

협동/전통
(32/36)

성취도 + p=.001 Jigsaw 비서구

+ p=.001

+ p=.002

+ p=.001

Hänze &

Berger

(2007)

고등학생 물리학
협동/전통
(전체=137)

성취도 -
not
significant

Jigsaw 서구

Topping 등
(2011)

중학생 과학
협동/전통
(259/385)

성취도 -
not
significant

/ 비서구

태도 -
not

significant

그러나 Topping 등(2011)의 연구에서는 협동학습이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결

과를 주는 것만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학 입학에 관심이 높은 지역의 

중등학교 12~14세 259명을 대상으로 협동학습을 실시하였고 비교 집단은 385명이

었다. 처치에 참여한 과학 교사 12명은 3일간의 전문가 개발 과정에 참여하여 협동

학습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 자료를 개발하였다. 협동학습 집단은 성취도에서 향상

되었고 비교 집단도 처치 집단 못지않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교 집단 

학생들은 과제를 할 때 과학 활동 집단에 대한 친밀감이 컸으나 협동학습 집단 학

생들은 쉴 때와 방과 후에 협동학습 집단에 대한 친밀감이 컸다. 과학에 대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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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아 존중감 등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협동학습 관련 연구들은 동료 학습자와 협동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학업 성취도와 삶의 행복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Acar & Tarhan, 2008; Balfakih, 2003; Chang & Lederman, 1994; Hanze &

Berger, 2007; Johnson & Johnson, 1989, 2004; Johnson, Johnson, & Roseth, 2010;

Lumpe & Staver, 1995; Lazarowitz, Hertz-Lazarowitz, & Baird, 1994; Lonning,

1993; Johnson et al., 1993).

Thurston 등(2010)은 초등학교 과학 프로그램을 협동학습으로 하여 2년간의 종

단 연구를 하였다. 협동학습에 참여한 학생 204명과 비교 집단 학생 440명이 초등

학교로부터 중학교로 진학하는 동안의 과학 성취도, 발달과 사회적 연계, 상호작용

의 효과를 조사한 결과, 과학에서 협동학습 전략을 사용한 것은 상위 학교의 사회

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의 전이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중심 전략과 협동학습 전략의 효과를 과학 성취도와 사회적 기술의 사용 

면에서 비교한 Ebrahim(2012)은 초등학교 5학년 163명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과학 

수업을 6주간 진행한 결과, 협동학습 전략이 교사 중심 전략보다 학생들의 성취도

와 사회적 기술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고했다. 협동학습 경

험은 교육활동에 여학생들의 참여를 증가시켰고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교사들이 쿠웨이트의 학급에서 협동학습 교수법을 실행하도록 하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이 연구 결과가 실증적 자료가 될 수 있었다.

한편, Roseth 등(2008)은 6~9학년인 청소년의 성취도와 긍정적인 동료 관계를 

동시에 촉진하는 협동적, 경쟁적, 개인적인 목표 구조의 상대적인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148개의 연구를 메타 분석하였다. 메타 분석한 연구들은 11개 국가들과 4개 

다국적 샘플로부터 17,0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80여년에 걸쳐 이루어진 것들이

다. 사회적인 상호의존성 이론에서와 같이, 경쟁 또는 개인적인 목표 구조보다는 

협동적인 목표 구조에서 성취도가 높고 동료 관계가 더욱 긍정적이었으며 성취도

와 긍정적인 동료 관계 사이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다음 <표 4>는 예상

되는 상호작용 패턴과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Roseth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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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사회적 상호의존성 이론: 예상되는 상호작용 양식과 결과(Roseth et al.,

2008)

목표 구조 상호작용 양식
결과1

성취 사회적 관계

협동적
촉진적(promotive)

서로 도움, 자원과 정보의 공유, 신
뢰, 믿을 수 있게 행동

높음2 더욱 긍정적2

경쟁적
대립하는(oppositional)

목표 달성을 방해, 자원과 정보의 
보류․숨김, 불신, 믿을 수 없게 행동 

낮음3 다소 긍정적3

개인주의적
없음(none)

타인의 목표, 노력, 성과에 무관심
낮음4 무관4

1메타분석에 의한 상대적인 결과를 의미, 2협동적 vs. 경쟁적, 개인적 목표 구조
3경쟁적 vs. 협동적 목표 구조, 4개인주의적 vs. 협동적 목표 구조

또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동료와 협동적으로 공부하는 성향은 정신적인 건

강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Johnson & Norem-Hebeisen, 1977).

긍정적인 상호의존성, 개별적 책무성, 대면적 상호작용, 적절한 사회적 기술의 사

용, 집단 과정을 포함한 구조화된 협동학습을 실시할 때, 개별학습이나 경쟁학습에 

비해 협동학습은 성취를 위한 노력, 긍정적인 관계, 정신 건강을 더욱 촉진하며, 초

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중학교로의 사회적 통합을 돕는다

(Johnson et al., 2010).

또한, Acar와 Tarhan(2008)은 9학년의 금속 결합의 이해를 주제로 협동학습을 

실시한 후, 협동학습 집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협동학습에 대한 인식을 개별 면담으

로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협동학습 전략은 교사 주도의 토의보다도 교사와 학생 

상호작용이나 학생과 학생 상호작용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생각, 지식, 개념을 

공유하고, 이전 개념과 새로운 개념을 연결하고, 지식을 효과적으로 구성하도록 돕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학생들은 금속 결합에 관한 과학적 개념을 더욱 쉽게 

학습하였다. 또한, 협동학습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습과 사회적 기술의 향

상에 협동학습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였다.

Gillies(2003)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중학교 8학년 220명을 대상으로 수학, 과학,

영어 교과에서 문제 해결 학습을 구조화된 협동학습 집단과 비구조화된 협동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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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으로 진행하여 학생들의 행동, 상호작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구조화된 집단의 학생들은 소집단 협동학습 활동을 즐거운 것, 수준 있는 활

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협동학습 집단이 

전통적인 학습자들보다 더욱 학습에 만족감을 느꼈으며, 특히 자아 개념이 낮았던 

학생들이 더욱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nze & Berger, 2007).

박종윤과 유혜숙(2001)은 중학교 과학수업에서 Jigsaw 협동학습의 효과를 조사

하였다. 이를 위해 1학년 220명을 협동학습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누고 21차시 

동안 수업하고 이전 학기의 과학성적을 구획 변인으로 하여 상위, 중상위, 중하위,

하위의 수준별 분석을 하였다. 학업 성취도, 탐구능력, 자기효능감 검사 결과, 협동

학습 집단의 점수가 통제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학업 성취도는 과학성적 수

준별로 중하위와 하위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탐구능력 검사는 중하

위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은 상위 수준과 하위 수준에

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고한중 등(2013)은 초등학교 6학년 64명을 대상으로 과학 수업에 STAD 협동학

습을 24차시 동안 적용한 결과를 학생들의 집단주의 성향에 따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학업 성취도 점수는 협동학습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협

동학습 전략의 효과는 집단주의 성향 상위 수준 학생들보다 하위 수준 학생들에게

서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학습 동기 검사에서는 주의력 범주에서 협동학습 

집단의 점수가 통제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 집단주의 성향 하위 수준에서 처

치 집단의 점수가 통제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학습 환경에 대한 인

식 검사에서는 경쟁도 범주에서 통제 집단의 점수가 처치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

았고, 응집성 범주에서는 처치 집단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수업 목

표 구조에 대한 인식에서는 수행 지향 목표 구조 범주에서 협동학습 집단의 점수

가 통제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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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효과적인 협동학습을 위한 방안

협동학습을 수행하는 소집단이 혼자서 활동하는 개인을 능가하지만, 모든 소집

단이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표 5>와 같이, 효율적인 집단은 집단의 목표가 분명

하고, 개인의 목표와 집단의 목표가 일치되어 수행되며, 대화가 개방적이고 상호작

용적으로 표현되며, 문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의사결정과정을 사용하므로 갈등은 

타협과 중재를 통해 해결되고, 구성원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한다(Johnson &

Johnson, 2009). 이에 비해 비효율적인 집단은 구성원들이 정해진 목표를 받아들여 

다른 구성원들과 경쟁적으로 활동하며, 일방적이고 감정이 무시된 채 의견만 표현

하는 대화가 진행되고, 의사결정은 권력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구성원들 사이의 불

일치는 억압되거나 회피되고, 집단 순응적 사고(groupthink)가 일반적이므로 집단 

구성원의 개성보다는 기능이 강조된다(Johnson & Johnso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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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효율적인 집단과 비효율적인 집단의 비교(Johnson & Johnson, 2009)

효율적인 집단 비효율적인 집단

목표가 분명하고 개인의 목표와 집단의 

목표가 일치되어 수행됨.

대화는 양방향이고, 의견과 감정이 강조

되어 개방적이고 정확하게 표현됨.

참여와 리더십은 모든 구성원에게 공유

됨. 목표 수행, 내적인 유지, 발달적인 변

화는 저평가됨.

능력과 정보가 영향력과 권력을 결정. 개

인의 목표와 요구의 완수를 확인하기 위

한 계약 수립. 권력은 동등하게 공유됨. 

의사결정과정은 상황에 따름. 문제에 따

라 다른 방법을 사용. 

구성원들이 자신의 관점을 주장하고 다른 

구성원의 정보나 논리에 도전하는 방식으

로 구조화된 논쟁은 수준 높고 창의적인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에 중요한 요소로 

간주됨.

관심사에 대한 갈등은 통합적인 타협과 

중재로 해결되어 일치에 도달하므로 결과

물은 최상이며 구성원들 모두 만족함.

사람 사이의 기술, 집단 기술, 집단 사이

의 기술이 강조됨. 높은 수준의 포용, 애

착, 수용, 지지, 신뢰를 통하여 응집성이 

향상됨. 개성을 존중함.

구성원들은 정해진 목표를 받아들임. 목

표는 경쟁적으로 구조화되어 각 구성원들

은 다른 구성원들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내

기 위해 분투함.

대화는 일방적이고, 의견만 표현하고 감

정은 무시됨.

리더십은 권위에 근거하여 위임됨. 참여

는 상위 권력 구성원이 지배하므로 불균

등. 목표 수행만이 강조됨.

지위가 권력을 결정. 권력은 권력체계에 

집중됨. 권력에 대한 복종이 규칙임.

결정은 최고 권력에 의해 이루어짐. 집단

에 의한 결정은 거의 없음. 구성원들의 

참여는 최소화됨.

구성원들 사이의 불일치는 억압되고 회피

됨. 논쟁을 피하기 위해 빠른 타협을 추

구함. 집단 순응적 사고가 일반적임.

관심사에 대한 갈등은 분배된 타협 또는 

회피로 해결됨. 일부 구성원들은 이기고, 

일부 구성원들은 진다. 다른 갈등은 무시

되고 모두 만족하지 못함.

집단 구성원들의 기능이 강조됨. 개성은 

경시됨. 응집성이 무시됨. 견고한 규칙에 

순응하도록 조장함.

또한, 집단이 효율적으로 활동하는 조건과 비효율적으로 활동하는 조건이 있다.

집단이 효율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Johnson &

Johnson, 1999).

∙ 집단 성숙도 부족: 집단 구성원들이 함께 활동하여 효과적인 집단으로 발전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다. 임시로 구성된 집단은 완전히 효율적

으로 활동하기에는 미숙하다.



- 22 -

∙ 구성원들이 무비판적으로 우세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 높은 수준의 논증과 

깊은 수준의 이해를 방해하는 것은, 학습 문제와 과제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무비판적으로 우세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이보다는 구성원들이 가능한 많

은 답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 집단 속에 숨어버리는 사회적 태만(social loafing): 집단 구성원 개개인의 노

력이 합해져서 집단의 성과가 결정되는 과제를 하는 경우에 개별 구성원이 

노력하지 않고 있음을 다른 구성원이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로 구성원의 노력

이 감소될 때, 다수는 열심히 하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 태만 현상

은 줄다리기, 소리치기, 박수치기와 같이 구성원들의 노력이 합쳐져야 하는 

과제에서 나타난다.

∙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무임승차(free riding): 한 구성원

이 과제를 하면 모든 구성원들이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 무임승차 가능성

이 있다. 집단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노력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집단의 성공이나 실패가 그들의 노력과는 무관할 때, 노력의 비용이 큰 것일 

때, 집단 구성원들은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분투하지 않는다.

∙ 불공평함 때문에 동기가 감소됨-봉(a sucker)이 되지 않으려 함: 다른 구성원

들이 무임승차할 때, 일을 하던 구성원은 만만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

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

∙ 집단 순응적 사고(groupthink): 집단은 능력에 있어서 자신만만하여, 구성원

들 사이의 불일치를 피하고 일치를 추구하는 공격 불능 상태로 어떤 도전이

나 위협도 하지 않는다.

∙ 충분한 이질성의 부족: 집단 구성원들이 동질적일수록 각 구성원들이 집단 

자원에 기여하는 바는 더 적다. 집단은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과제 활동과 팀

워크 기술을 적절히 발달시켜야 한다. 집단 과제를 수행하는데 자원의 다양성

을 보장하는 이질성이 필요하다.

∙ 팀워크 기술의 부족: 타인과 효과적으로 활동하는데 요구되는 소집단 기술과 

사람 사이의 기술이 부족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집단에서 성취도가 가장 높

은 구성원이 기량발휘를 못할 수 있다.

∙ 부적절한 집단 크기: 집단이 클수록, 참여하는 구성원이 더 적고, 각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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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그들의 개인적인 기여가 덜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 더 많은 팀워크 기

술이 요구되고, 집단 구조는 더욱 복잡해진다.

또한, Petress(2004)는 집단 활동이 실패할 수 있는 이유로, 구성원의 목표가 서

로 너무 달라서 공존할 수 없는 것, 집단의 학습 시간이 한담 시간으로 변질되는 

것, 집단 목표가 불확실하거나 모호하고 자주 바뀌는 것, 구성원들이 충분히 준비

하지 않고 집단 활동에 참여하는 것,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것을 제안

하였다. 그는 집단의 성공을 위한 구성원의 특성으로 첫째, 집단에 속한 중요한 이

유가 학습하기 위한 것, 둘째, 책임감이 있고 집단 미팅에 활동할 생각으로 정시에 

준비를 하여 정기적으로 참여할 것, 셋째, 집단 활동에 기꺼이 적극적으로 활동하

겠다는 생각으로 참여할 것, 넷째, 다른 사람의 생각, 학습 유형, 집단에서 결정한 

것들을 인내할 수 있을 것 등을 주장하였다.

협동학습을 실시할 때, 교사와 학생이 직면하게 되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극

복할 수 있다면 협동학습의 효과가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Zakaria & Iksan, 2007).

첫째, 새로운 수업 자료를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 둘째, 협동학습이 

강의보다 종종 더 긴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협동학습이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되

고 교과 내용을 모두 다루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다. 셋째, 교사들은 학생들

이 협동학습 활동을 통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 즉, 교사들

은 학생들에게 학습할 내용과 학습 방법을 직접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사만이 

교과지식을 아는 숙련가라고 생각한다. 넷째, 교사들은 협동학습 방법에 익숙하지 

못하다. 협동학습은 일부 교사들에게 새로운 교수법이어서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린다. 강도 높은 현직 교사교육을 통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다섯째, 학생들은 

집단에서 활동하는 기술이 부족하다.

Micari, Pazos, Streitwieser와 Light(2010)는 효과적인 협동학습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교사가 지원해 주는 정도(Cowie & Rudduck, 1988), 학생들이 과제와 

무관한 대화에 참여하는 경향(Hastings & Schwieso, 1995), 집단에서 능력 수준의 

다양성(Webb, 1989), 상호작용 수준(Cohen, 1994; Webb, 1991), 지그소, 개념도 등

과 같은 학습 기술(Berger & Hanze, 2009; Van Boxtel, Van der Linden, &

Kanselaar, 2000), 구조화 또는 비구조화된 답이 있는 문제를 다루는지, 적용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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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내용의 학습인지와 같은 과제의 형태(Chizhik, 1999; Cohen, 1994; Kutnick,

Blatchford, & Baines, 2002) 등을 제시하였다.

이외에 평가 기술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협동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Abram et al., 2002; Strom, Thompson, & Strom, 2013). 학생의 입

장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요소들에 대하여 교사들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

에, 교사들이 협동학습을 하는 동안 집단 토의의 학습적 본질과 집단 성취의 결과

에 실망하기도 한다. 이에 Abram 등(2002)은 분명한 평가 기준이 집단 토의의 본

질을 바꾸어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미국 캘리포니아의 

6학년 163명을 대상으로, 사회 수업을 하여 조사하였다. 평가 기준은 학생들에게 

성취를 위한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평가 기준을 사용하는 집단은 평가 기준을 사용하지 않는 

집단보다 활동과 과제의 내용에 대해 토의하고 토의 결과를 평가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였다. 평가 기준을 사용하는 집단은 평가 기준을 사용하지 않는 집단

보다 더욱 과제 지향적이었다. 집단 수준에서 과제 집중적이고 평가적인 대화는 활

동 후 개별 에세이 검사 점수와 다소 상관이 있었다. 이로 보아, 실천 가능하고 분

명한 평가 기준은 집단 토의의 학습적 본질과 개인의 학습 점수를 향상시킬 수 있

다.

중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이 집단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협동학습을 한다. 또한, 교사들은 사회적인 맥락 내에서 학습 요구에 부응

하고 학생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적절한 도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협동학습 실행이 

어려운 것도 인정한다. 다양성과 상호의존성을 갖는 작업 환경에서 팀워크 기술을 

필수적이라고 여긴 Strom 등(2013)은 작업장에서 팀워크를 평가했던 방식을 사용하

여 교실에서 팀워크를 평가할 도구를 기술하였다. 특별 교육생 39명 포함을 포함한 

중학생 297명을 대상으로 4주간 팀으로 협동을 한 다음 Teamwork Skill Inventory

를 적용하였다. 일반 교육생과 특별 교육생의 동료 관찰과 자기 평가를 비교한 결

과, 특별 교육생은 일반 교육생이 관찰한 것보다 팀워크 기술을 더 많이 나타낸 것

으로 자기 평가를 하였다. 두 집단 모두 일반 교육생이 팀워크 기술을 가장 많이 

나타낸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학생들에게 협동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는 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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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것도 협동학습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Johnson 등(1997)은 미국 중서부의 중학교 6학년부터 9학년까지 176명의 남녀 학생

을 대상으로 갈등 해결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갈등의 본질, 통합적 

타협에 참여하는 방법, 갈등을 중재하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과정 학습, 역할 놀이,

연습하기, 소집단 토의를 포함한 협동학습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갈등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갈등 해결 훈련을 받기 전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타협 이외

의 전략을 사용할 것이라고 했으나, 훈련을 받고 난 후에는 처치 집단 학생들의 

75% 이상이 타협 과정을 사용할 것이라고 기록하였다. 컴퓨터 사용 순서가 걸린 

갈등 문제 분석 결과, 훈련 전 학생들은 ‘교사에게 말한다.’, ‘ 포기하라고 명령한

다.’, ‘ 물리적 힘을 사용한다.’는 전략이 지배적이었으나, 처치 집단의 34%가 타협

을 선택했다. 친구에게 비밀을 폭로하여 신뢰가 깨진 친구와의 갈등 문제 분석 결

과, 훈련 전에는 ‘멈추라고 명령하기’와 ‘부정적 후퇴’를 주요 전략으로 선택한 학생

들이 훈련 후에는 처치 집단의 36%가 타협이라고 답했다. 타협의 마지막 단계인 

통합적인 일치를 학습하는 것은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길

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De Dreu와 Weingart(2003)는 팀 갈등, 팀 수행, 구성원 만족에 관한 26개의 연

구를 메타 분석하였다. 그 결과, 덜 복잡한 과제보다 의사결정이나 프로젝트처럼 

많이 복잡한 과제인 경우에 갈등은 팀 수행과 강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과

제 갈등과 관계 갈등이 팀 수행과 약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과제와 관련

된 갈등이 팀에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나 관계 갈등이 과제 갈등보다 팀 수

행에 좋지 않다는 주장 등과 상반된다. 갈등이 더 깊어지고 인지적 부담이 증가하

며 정보 처리 과정이 방해 받아 팀 수행이 나빠지면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효과적인 협동학습을 위해서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집단 활동의 목표가 분명하고 집단 구성원 개인의 목표와 집단의 목표가 일치되어 

활동하며, 집단 활동에 무임승차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요구된다. 또한, 교사는 협동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

등을 해결하는 훈련을 시키거나 평가 기술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집단 내 토의를 

통하여 학습이 이루어지는 협동학습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 26 -

2. 협동학습에서의 소집단 구성

2.1 소집단 구성 방법 

학생들이 함께 활동하도록 하려면 학생들을 집단에 배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 집단의 크기, 집단 구성 방법, 집단 활동 기간, 집단의 조합 등을 결정해야 한

다. 협동학습을 위한 이상적인 집단의 크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 협동학습 집단의 

크기는 수업의 목적, 팀으로 활동할 학생들의 나이와 경험, 사용가능한 수업 자료

와 기자재, 수업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협동학습에서 전형적인 집단 구성원의 수

는 2~4명이고, 집단 크기에 대한 기본 원칙은 작을수록 좋다는 것이다. 집단의 구

성원을 몇 명이 좋을지 불확실한 경우에는 2 또는 3명으로 한다. 협동학습에서 집

단의 크기를 결정할 때 다음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Johnson et al., 1994).

∙ 집단의 크기가 커질수록 정보를 획득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숙련도, 기

술, 지성의 범주가 증가한다. 집단의 크기가 커질수록 풍부하고 다양한 관점

으로 학습할 수 있다. 집단 구성원이 한명씩 늘어날수록 집단의 성공을 도울

수 있는 자원도 증가한다.

∙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짧을수록, 학습 집단의 크기는 더 작아야 한다. 수업

에서 짧은 시간 동안 소집단을 이용하는 경우 집단의 크기가 작을수록 효과

적인데, 조직하는데 시간이 적게 들고 빨리 시작할 수 있어서 구성원들이 발

언할 시간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 집단이 작을수록 학생들이 공유하고 있는 활동을 숨기거나 기여하지 않는 것

이 더 어려워진다. 작은 집단일수록 학생들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잘 나타나

므로 학생들의 책임감이 커진다.

∙ 집단이 클수록, 좀 더 유능한 구성원이 모든 구성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고,

구성원들의 활동을 조절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고, 학습할 주제를 설명, 정교화

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과제에 집중하게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일을 해

야 한다. 구성원이 2명일 때 2가지, 구성원이 3명일 때는 6가지, 구성원이 4명

일 때는 12가지 상호작용을 관리하면 된다. 집단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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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 사이에서 관리해야 할 사람 사이의 기술과 집단 기술이 더욱 복잡

해진다. 집단을 구성했을 때 집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집단 기술을 

가진 학생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교사가 흔히 하게 되는 실수는 학생들이 집

단 기술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도 전에 학생들을 4, 5, 6명의 집단

으로 배치하여 활동하게 하는 것이다.

∙ 집단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구성원들 사이의 대면적 상호작용이 감소하여 

친밀감도 줄어든다. 그 결과 구성원들 사이의 응집성이 감소하고, 친밀감도 

약해지고, 지지도 약해진다.

∙ 사용가능한 자원 또는 과제의 특성은 집단의 크기를 좌우한다. 만약 10대의 

컴퓨터와 30명의 학생이 있다면 3명의 학생을 한 집단으로 구성할 것이고, 테

니스 연습을 해야한다면 자연스럽게 집단의 크기는 2명이 될 것이다.

∙ 집단이 작을수록, 함께 활동하는 학생들이 갖는 어려움을 확인하기가 더 쉽

다. 집단의 크기가 작을 때, 리더십 문제,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 권력과 조절 

문제, 학생들이 함께 활동하면서 갖게 되는 기타 문제들이 더욱 분명하게 파

악된다.

학생들을 집단에 배치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Johnson, Johnson, & Taylor,

1993). 첫째, 가장 손쉽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을 무작위로 집단에 배치

하는 무선 배치가 있다. 학급의 학생 수를 집단을 구성할 학생 수로 나누어 배치한

다. 둘째, 유층 무선 배치(stratified random assignment)는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점수 기준으로 상위, 중위, 하위로 나눈다. 각 계층별로 한명씩 뽑아 3명을 한 

집단으로 구성하거나 학생들의 학습 유형을 조사하여 같은 방법으로 집단을 구성

한다. 셋째, 교사가 집단을 선정하는 것으로 교사는 학생들을 최상의 조합으로 구

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사는 비성취 지향적 학생이나 방해 행동을 하는 학생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이 학생들을 집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 넷째, 고립된 학생을 지

지하는 집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교사는 학생들에게 학급에서 같이 활동하고 싶은 

친구 3명의 이름을 써서 제출하도록 한다. 이로부터 아무도 함께 활동하고 싶어 하

지 않는 고립된 학생을 파악한다. 교사는 고립된 학생을 집단 활동에 능숙하고 도

움을 주는 학생과 같은 집단에 배치한다. 다섯째, 학생들 스스로 집단을 선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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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학생들이 선택한 집단은 성취도가 높은 학생은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끼리,

백인은 백인끼리, 소수 인종은 소수 인종끼리, 남학생은 남학생끼리 집단을 구성하

여 동질 집단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이 선택한 집단은 교사가 집단을 선정한 

경우에 비해 과제와 무관한 행동을 더 많이 한다. 이 방법은 학생이 선택한 학생 

중 한명과 교사가 선택한 학생을 함께 집단으로 편성하는 식으로 보완될 수 있다.

교사는 집단을 구성할 때 다음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된다(Johnson et al., 1993).

첫째, 학생들이 구성원의 능력에 따라 동질적으로 또는 이질적으로 집단에 배치되

었는가? 학생들이 동질적으로 구성되었을 때 특정한 기술을 습득하고 교수 목표를 

달성하기가 좋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질적인 집단에서 정교하게 생각하기, 빈번

한 설명 주고받기, 더 큰 관점으로 자료에 대해 토의하기가 더 많이 이루어지므로 

이해의 깊이, 논증의 수준, 장기 기억의 정확성이 증가하게 된다. 둘째, 비성취 지

향적 학생들을 성취 지향적 학생들과 함께 집단을 구성할 것인가, 분리시킬 것인

가? 비성취 지향적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과제 활동을 하게 하려면 그들을 성취 지

향적 학생들과 함께 협동학습 집단에 배치해야 한다. 셋째,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집단이 유지되어야 하는가? 어떤 교사는 한 학기 또는 1년간 협동학습 집단을 유

지한다. 또, 어떤 교사는 과제, 주제, 단원을 마치는 기간 동안 집단을 유지한다. 집

단이 성공적으로 활동하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효과적으

로 활동하는데 문제가 있는 집단을 해체하는 것은 비생산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학생들이 협동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학습하지 못하

게 되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집단으로 구성하는 방법으로는 성별, 민족성, 친숙도, 능력 수준, 동기 

수준, 동기 근원에 따라 배치하는 방법이 있다(Lei, Kuestermeyer, & Westmeyer,

2010). 또한, 교우 관계, 개인적인 흥미, 번호나 좌석 배치, 종교, 신체적 특성 등의 

기준으로 집단을 구성할 수도 있다(한재영, 2003). Johnson과 Johnson(1997a)은 집

단 구성의 기준을 능력이나 기능, 개인적 특성으로 구분하였고, 개인적 특성은 나

이, 성, 언어, 인종, 문화 등의 인구학적 차이와 가치, 태도, 견해, 내․외향성, 학습양

식, 상호작용 양식, 생활양식 등의 인성적 차이로 정의하였다.

McGrath(1964)는 <그림 3>과 같이 집단의 행동과 수행 분석을 위한 투입

(input)-과정(process)-산출(output) 틀을 개발하였다(Hackman, 1987). 이 틀에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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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과 산출은 집단 구성원을 설명할 수 있는 개인 수준 요인, 집단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집단 수준 요인, 집단이 작동하는 환경을 기술하는 환경 수준 요인을 포함

하고 있으며, 이론상 투입과 산출 변수들은 시간 과 로 표시된 어떤 시간에서나 

측정될 수 있다(Hackman, 1987). 이 틀을 협동학습을 위한 소집단 구성에 적용한

다면 투입 단계의 개인 수준 요인과 집단 수준 요인을 바탕으로 집단 구성을 다양

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학업성취도(임희준, 1998), 성별(김경순, 2005).

유화성(한재영, 2003), 일대기적 차이, 가치, 리더십에 따라 이질적 또는 동질적으로 

집단 구성을 할 수 있다.

개인 수준 요인

구성원이 가진 능력, 태도, 
인성, 개성

집단 수준 요인

구조, 크기, 응집성의 수준

환경 수준 요인

과제 특성, 보상 구조,
환경적 스트레스의 수준

수행 결과

수행의 질, 해결 속도,
오류의 수

기타 결과

구성원의 만족감, 
집단 응집성, 태도 변화
사회적 관계 구조

집단 

상호작용

과정 

시간

 

투입 산출       과정

<그림 3> 집단의 행동과 수행 분석을 위한 투입-과정-산출 틀(Hackman, 1987)

Lei 등(2010)은 집단 구성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리뷰하고 집단 구성이 학생들

의 상호작용과 성취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았다. 집단 구성 연구는 동기 수준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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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근원뿐만 아니라 성별, 민족성, 친근함, 능력 수준에 초점을 두어왔다. 성취도의 

예로는 검사 점수, 등급 평균, 집단 협력에 관한 의견 설문이 포함된다. 집단 구성

은 항상 대학 수준에서 협력학습의 본질에 기인하는 여러 가지 잡음 변인

(confounding variable)의 효과와 관련이 있다.

Bell(2007)은 팀 구성 변인인 인성, 가치, 능력과 팀 성과 사이의 관계를 측정하

기 위하여 팀 구성 문헌들을 메타 분석하였다. 팀 구성 변인과 팀 성과 사이의 관

계는 연구 상황에 따라 조정된다. 실험실 상황에서 팀의 최소와 최대 일반 지적 능

력과 팀의 평균 감성 지수는 팀 성과와 관련된다. 실험실 상황에서 인성과 팀 성

과, 가치와 팀 성과 사이에 낮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외 연구 상

황에서 팀의 최소 유화성과 팀의 평균 양심(도의심, 성실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집단주의, 그리고 팀 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팀 성과를 강하게 예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에서 팀을 효과적으로 구성하고 연구를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2.2 소집단 구성 방법에 따른 효과

학습자의 성취도, 성별, 인성 등에 따라 이질, 동질적으로 집단 구성을 하였을 

때 협동학습의 교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1) 성취도

오경의와 김영수(2003)는 서울의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108명을 대상으로 중

간고사 과학성적에 따라 이질적, 동질적 집단 구성을 하여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협동학습으로 실시하였다. 보충 과정은 상위 학생들의 ‘자극과 반응’을 제외하고 이

질 집단의 학업 성취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심화 과정은 전체, 상위, 하위 모두 

동질 집단의 성취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과학 수업에 대한 태도 점수는 사전 검

사에서 동질 집단 전체와 하위 동질 집단 학생들이 이질 집단 전체와 하위 이질 

집단에 비해 더 낮았으나, 사후 검사에서 하위 학생간의 차이는 없었고 동질 집단 

전체는 이질 집단 전체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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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희 등(1998)은 중간고사 과학성적에 따라 소집단 구성 방법을 달리한 협동

학습의 효과를 전통적 수업과 비교하였다. 중학교 1학년 여학생 129명을 상위, 중

상위, 중하위, 하위 수준의 학생으로 소집단을 구성한 HML 협동학습 집단, 상위,

하위 수준의 학생으로 구성한 소집단과 중상위, 중하위 수준의 학생으로 구성한 소

집단을 포함하는 HL/MM 협동학습 집단, 통제 집단으로 나누어 15차시의 수업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상위 수준 학생의 경우 HL/MM 협동학습 집단의 학업 성

취도가 가장 높았다. 중위 수준 학생의 경우에는 HML 협동학습 집단의 학업 성취

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HL/MM 협동학습 집단의 학업 성취도는 통제 집단과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위 수준 학생의 경우에는 세 집단 간 차이가 없었

다. 참여도에 대한 수업 환경에 대한 인식 검사 결과 협동학습이 전통적 수업보다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방법으로 소집단을 편성하여 화학 결합에 대한 개념학습에 협동학습을 고

등학교 2학년 남학생 136명을 대상으로 적용한 노태희 등(1999)의 연구에서는 하위 

수준에서 HL/MM 협동학습 집단의 개념 이해도 점수가 HML 협동학습 집단이나 

통제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 하위 수준 학생이 상위 수준 학생으로

부터 개념 학습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2) 성별

Ding과 Harskamp(2006)는 상하이의 고등학교 2학년 50명을 2명씩 혼성, 남남,

여여의 집단으로 구성하여 협동학습을 하는 동안 학업 성취도, 상호작용과 문제해

결과정에 성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였다. 이 연구에서 동성 집단의 여

학생들이 혼성 집단의 여학생들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뉴턴 역학과 관련된 물리 문

제를 풀었고, 남학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대화 유형과 대화 내용을 조사한 

결과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경우에 상호작용 내용과 문제 해결 과정이 상대방

의 성별에 더욱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미와 유정문(2003)은 중학교 2학년 144명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라 소집단

을 구성하여 STAD 모형을 이용한 협동학습을 실시하였을 때 인지적, 정의적 효과

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혼성 협동학습 집단과 동성 협동학습 집단의 학업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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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효과가 통제 집단보다 더 낮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과학 수업에 대한 태도는 동

성 집단의 점수가 혼성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수업환경에 대한 

인식은 혼성 협동학습 집단과 동성 협동학습 집단, 여학생 동성 집단의 점수가 통

제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3) 인성

박재용과 이기영(2012)은 과학 탐구능력과 성격 유형에 따른 동질적, 이질적 소

집단 구성 방식이 자유 탐구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중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과학 탐구 능력에 따라 소집단을 구성한 중학교와 성격 유형에 따라 소집

단을 구성한 중학교 모두 과학 탐구능력 점수에서 이질 집단과 동질 집단 간의 유

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이질 집단보다 동질 집단에서 과학 탐구능력에 대한 개인

별 향상 지수가 높았다. 이에 연구자들은 소집단 협동학습에 학생들이 가진 다양한 

특성들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소집단 구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학

생 정보를 프로파일링하여 여건에 맞게 필요한 정보를 혼합하여 소집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오윤숙과 박성선(2008)도 성격유형에 따라 이질적, 동질적 집단 구성을 하여 실

시한 협동학습이 수학적 태도와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초등학교 6학년 33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집단별 수학적 태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성격유형별 동질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성취도 향상에 효과적이었다.

김정일과 김범기(2004)는 중학교 1~3학년 90명을 대상으로 과학 실험 수업에서 

소집단의 크기가 과학 탐구능력과 과학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였다. 소집단 

편성은 전년도 과학성적에 따라 상위, 하위의 2명, 상위, 중위, 하위의 3명, 상위,

중상위, 중하위, 하위의 4명으로 다르게 하였다. 연구 결과, 사전과 사후 과학 탐구

능력을 비교하였을 때, 소집단의 크기가 3명인 경우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과학과 관련된 태도에서 사전, 사후 검사 결과를 비교하면 소집단의 크기가 

3명인 경우와 4명인 경우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연구자들은 과학 실험

을 수행할 때 소집단의 구성 크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협동학습에 

대해서도 소집단의 크기가 의미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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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습 양식

Kyprianidou 등(2012)은 학생들의 학습 양식에 따른 이질적인 집단 구성이 학

생들의 팀워크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은 컴퓨터 과학을 전공

하는 대학 4학년 남학생 27명, 여학생 23명이었다. 학습 양식은 분석적(analytical),

실제적(practical), 대인관계적(interpersonal), 전체적(holistic) 중 점수가 높은 두 가

지를 선택하였고, 이에 따라 학생들을 3~5명씩 13조의 이질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평가 결과, 학생들이 초기에 가졌던 집단 구성 방법에 대한 의구심은 학생들의 사

고방식의 상보성과 다양성이 강조되는 것과 같은 장점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이질

성은 역할 분담에서의 갈등을 일으키고, 한 사람만의 의견에 따른 일방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구성원의 이질성, 다양성은 결과가 정해진 과제보다는 창의성과 

혁신을 요구하는 팀 과제를 하는 경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구

자들이 강조했듯이(Petress, 2004), 학생들은 협력할 때 중요한 요소로 학습 유형 외

에 집단 구성원의 신뢰, 좋은 분위기, 상호 존중과 공감, 분명하게 일치된 목표, 서

로 도우려는 의지, 유연성, 적응성 등을 제시하였다.

Micari 등(2010)의 연구에서는 답을 찾고 바로 다른 문제로 넘어가는 것과는 

반대로 문제를 개념적으로 탐구하는 정도인 문제-해결 접근과 토의의 대부분을 주

도하는 조력자가 있는 것과는 반대로 집단 구성원들이 토의에 기여하는 정도인 집

단-상호작용 양식의 두 가지 영역에 따라 집단을 구성하여 집단 형태가 학점과 동

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미국의 대학생 646명을 조력자가 이끄는 단순한 

문제 해결 집단, 조력자가 이끄는 정교한 문제 해결 집단, 협력적인 단순한 문제 

해결 집단, 협력적인 정교한 문제 해결 집단으로 구성하고, 생물, 물리, 화학, 수학,

공학의 STEM 프로그램을 가을 학기와 겨울 학기에 걸쳐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가을 학기 동안에는 집단의 형태와 학점 사이에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겨울 학

기 동안에는 집단의 형태와 학점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조력자가 이끄

는 정교한 문제 해결 집단과 협력적인 단순한 문제 해결 집단이 조력자가 이끄는 

단순한 문제 해결 집단보다 학점이 더 높았다. 조력자가 이끄는 두 집단의 동기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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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노태희 등(2000a)은 과학 협동학습에서 학생의 의사소통 불안에 따른 소집단 

구성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서울시 인문계 여고생 1학년 112명을 통제 집단, 의사

소통 불안이 높은 학생 4명 또는 낮은 학생 4명으로 소집단을 구성한 동질 집단,

의사소통 불안이 높은 학생 2명과 낮은 학생 2명으로 소집단을 구성한 이질 집단

으로 배치하였고 이때 성취도 측면에서는 이질적이 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학

업 성취도에서는 주효과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아존중감 점수는 

집단과 무관하게 의사소통 불안이 낮은 학생이 불안이 높은 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과학 학습 동기의 하위 범주 중 관련성과 만족감 영역에서 이질 집

단의 점수가 통제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고, 불안이 낮은 학생들의 학습 

동기가 협동학습 집단에서 높아지는 경향이 보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협동학습과 같이 학생들을 소집단으로 

배치하여 학습을 하는 경우에 학업 성취도, 성별, 학습 양식, 성격 유형 등에 따라 

이질 집단과 동질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협동

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변인에 대한 탐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가 있으며, 협동학습의 결과가 학생들 사이의 어떠한 상호작용 과정을 거쳐 나타나

게 된 것인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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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집단 구성 방법에 따른 언어적 상호작용

협동학습은 학생들로 하여금 상호간의 대화를 통해 문제에 관한 정보를 정교화 

하고 높은 수준의 사고력을 유발하게 한다(Johnson & Johnson, 1986). 즉, 협동학습

에서 소집단 내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 학생들은 동료 학습자의 생각과 질문을 이

해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말하도록 자극을 받는다. 이로써 학습자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통합하고 더욱 복잡한 해결책을 생성한다(Ding & Harskamp,

2006). 따라서 협동학습을 위한 소집단을 어떻게 구성했는지는 학생들 간의 상호작

용적 활동과 토의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Lei et al., 2010; Webb, Nemer, &

Chizhik, 1998).

Oliveira와 Sadler(2008)는 유리병 안의 양초의 연소 설명하기와 같은 과학 탐

구 맥락에서 대학교 1, 2학년의 집단 상호작용이 인지적, 사회적 과정과 개념 수렴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백인 여학생 3명으로 구성한 집단은 효

율적으로 협동하였고, 잘 알고 있는 공유된 개념을 수립하기 위해 수렴된 과학 내

용을 개념화 하려는 증거를 나타냈다. 백인 여학생 3명과 흑인 여학생 1명으로 구

성한 집단에서는 자신감의 부족, 집단 학습에 관한 점검 부족, 생산적이고 개념적

인 갈등의 능동적인 회피가 나타났다. 특히, 소집단 내에서 흑인 여학생의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고 권한이 적어, 다른 구성원들이 흑인 여학생이 말하는 사이

에 더 자주 끼어들었고 무시했다. 백인 여학생 2명과 백인 남학생 1명으로 구성한 

집단의 경우에는 남학생이 자신의 주도하에 토의를 계속하려고 하여 금방이라도 

싸울 것 같은 힘든 분위기가 보였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는 학생이 말을 더 많

이 하고, 더 자주 끼어들고, 의견을 내는데 더욱 성공적이고 동료들로부터 더 많은 

피드백을 받는 경향이 있는데, 인종이나 성에 따른 지위 차이는 불공평한 사회적 

맥락을 야기한다. 이는 토의 내용이 공유된 의미로 수렴되는 것을 방해하여,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학생에 의해서 제시된 견해나 의견 쪽으로 집단 토의를 치우

치게 하였다.

Stamovlasis, Dimos와 Tsaparlis(2006)는 그리스의 10학년을 대상으로 협동학습 

방법의 효과를 정성적으로 탐색하였다. 남학생 37명과 여학생 27명을 성취도에 따

라 이질적으로 3~4명씩을 한 조로 구성하였다. 소집단 문제 해결 과제는 중력,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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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성, 액체에서의 압력과 같은 물리의 개념적 질문이었다. 담화분석은 상호작용

과 정보 교환의 본질에서 다양성과, 학습자와 학습 중재자로서의 두 가지 역할을 

드러내었다. 이 연구 결과 협동학습이 물리 개념을 학습하는데 도움이 됨을 보여주

었고 소집단의 담화는 항상 리더의 발언으로 시작되었으며 리더가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기도 하였고 리더의 발언에 대해 반대함으로써 논쟁이 시작되어 새로운 결

론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김선자, 김기한, 박종석, 박종욱(2007)은 인지수준이 비슷한 초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과학 학습에서의 상호작용을 조사하였다. 구성원의 성비가 1:3인 혼성 집

단과 2:2인 동성 집단으로 구성하고 각 소집단에서 남, 여학생 각 1명씩을 관찰한 

결과, 관찰 대상 학생이 동성 소집단에서 적극적인 의견 제시 발언을 많이 하였으

나 동료 학습자에게 지시하거나 제재하는 행동도 하였다. 1:3 혼성 소집단에서 관

찰 대상 학생은 의견 제시는 소극적이었고 동료 학습자의 의견에 대해 반론을 제

시하였다. 2:2 혼성 소집단에서는 수용, 권유 등의 행동의 빈도가 높았다. 이와 같

이 성비의 불균형이 심한 초등학교 현장에서 성별에 따라 다양하게 소집단을 구성

하였을 때 각 소집단별로 요구되는 상호작용 기술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이은경, 윤지현, 강성주(2014)는 과학고 학생 6명을 경쟁형, 협동형, 의존형 학

습양식 집단과 협동형, 협동형, 의존형 학습양식 집단으로 구성하여 언어적 상호작

용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경쟁형, 협동형, 의존형 집단에서는 질적 수준이 낮은 

비대칭적 상호작용이 나타났고, 협동형, 협동형, 의존형 집단에서는 질적 수준이 높

은 대칭적 상호작용이 나타났으며 심층적 상호작용의 빈도가 높았고 학생들의 참

여가 동등하게 나타났다. 이로써 학생들의 학습 양식에 따른 소집단 구성이 상호작

용의 질적 수준이나 참여 형태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Gillies(2008)는 오스트레일리아 중학교 9학년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협동학습 집

단과 비구조화된 협동학습 집단이 학생들의 행동, 대화,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하였다. 구조화된 협동학습 집단에서는 협동학습의 5가지 요소에 따라 진행되도

록 하였다. 각 소집단은 3~4명씩 성별과 성취도에 따라 이질적으로 배치하여, 생물

의 분류 원리에 관한 문제 해결 과제를 실시하였다. 행동 분석 결과, 비구조화된 

협동학습 집단보다 구조화된 협동학습 집단에 속한 학생들이 협동적 행동(과제 지

향적인 집단행동, 집단 과제에 사회적 참여, 다른 구성원의 말 경청)은 더 많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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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비협동적(다른 구성원을 배제하는 경쟁적인 행동, 반대 또는 비판하기), 개별 

과제 지향(과제를 혼자서 하기), 개별 비과제 지향 행동(집단 과제에 참여하지 않고 

과제를 혼자서 하지도 않음)은 더 적게 하였다. 학생들 사이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비구조화된 협동학습 집단보다 구조화된 협동학습 집단 학생들이 자

발적이고 정교하며 자세한 설명, 자발적인 단순 응답, 요청에 의한 정교하고 자세

한 설명의 형태로 도움을 더 많이 제공했다. 인지적 언어 전략을 분석한 결과, 비

구조화된 조건의 학생들이 정보를 반복하기와 같은 낮은 수준의 인지적 언어 전략

을 더 많이 사용하였고, 구조화된 조건의 학생들은 의견 평가하기와 같은 높은 수

준의 인지적 언어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비구조화된 협동학습 집단보

다 구조화된 협동학습 집단에 속한 학생들의 학습 성취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종합하면, 비구조화된 협동학습 집단보다 구조화된 협동학습 집단에 속한 학생들이 

이해를 돕기 위한 정교화된 도움 방향 안내와 같이 협동적이고 돕는 행동을 더 많

이 하였고, 구조화된 협동학습 집단의 학생들이 그들 간의 대화와 학습 확인 문제

에 대한 응답에서 더욱 복잡한 사고와 더 많은 문제 해결 기술을 나타냈다.

Gillies(2003)는 오스트레일리아 중학교의 수학, 과학, 영어 교과에서 문제 해결 

학습을 위한 구조화된 협동학습과 비구조화된 협동학습이 학생들의 행동, 상호작

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8학년 220명이 3학기에 걸쳐 참여했고 성별

과 성취도 측면에서 이질적으로 4명씩 집단 구성을 하였다. 비구조화된 집단의 학

생들보다 구조화된 집단에 속한 학생들이 더욱 협동적이었고 적절한 언어적 도움

을 서로에게 더 많이 제공했다. 더욱이 구조화된 집단의 학생들은 소집단 활동을 

즐거운 것, 수준 있는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동학습을 위한 소집단 구성 방법은 학생들 간의 상

호작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구성주의에서는 개인이 

사회-문화적으로 조직화된 실천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특히 

Vygotsky는 근접발달영역에서 더 많은 지식을 가진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였

으므로(강인애, 1997; Cobb, 2005; Vygotsky, 1978), 소집단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

이 중요한 협동학습에서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집단 구성 방법에 대한 탐색

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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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적 차원과 집단주의 성향

3.1 문화적 차원의 정의

정신 프로그램(mental program) 또는 정신의 소프트웨어(software of mind)는 

한 사람의 과거를 알면 어떤 형태의 생각, 감정, 행동이 짐작되고 이해될 수 있는

지를 의미하며, 이를 문화(culture)라 한다(Hofstede, 1995). 문화란 한 집단 또는 한 

범주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다른 집단 또는 다른 범주의 성원들과 구별케 하는 집

단적 정신 프로그램이며, <그림 4>와 같이 비교적 거대한 집단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신념, 가치, 규범에 대하여 공유되고 학습된 것이고, 개인이 자라고 

생활 경험을 쌓아온 사회적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다(Engleberg & Wynn, 2010;

Hofstede, Hofstede, & Minkov, 2014).

개인에 한정

집단이나 범주에 한정

보편적

유전되고
학습됨

학습됨

유전됨

인성

인간성

문 화

<그림 4> 인간의 정신 프로그램에서 독특성의 세 수준(Hofstede et al., 2014)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문화의 한 측면인 문화적 차원1)은 <표 

6>과 같이 몇 가지 기본 문제 영역으로 나뉘어 왔다. 문화적 차원은 전통적인 사회

1) 차원(dimension)이란 측정하여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현상의 한 측면(Hofstede et al., 2014)

이라는 뜻으로, 국가 수준에서는 문화적 차원을, 개인적 수준에서는 문화적인 요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구자들이 문화적 차원과 문화적 요인을 구분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대로 따랐으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적 차원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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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대적인 사회 모두 같은 하나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확신하고 이에 대해 연

구한 결과로 제시된 것이며, 이는 사회나 그 사회 내의 집단들, 그리고 그 집단 속 

개인들의 활동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Hofstede(1980)는 거대 다국적 기업인 

IBM의 50여 개국 현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지니고 있는 가치 조사 자료를 통

계적으로 분석하여 네 가지 문화적 차원을 간추렸다. 이후 반복적으로 조사한 결

과, 공통적인 문화적 차원들이 검증되었다(Hofstede et al., 2014; Hoppe, 1990;

Merritt, 2000).

<표 6> 문화적 차원

Inkeles와 Levinson(1969) Hofstede(1980) Hofstede 등(2014)

권위와의 관계
권위와의 관계가 포함된 
사회적 불평등

권력거리: 평등-불평등

자아개념
- 개인과 사회 간의 관계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 개인주의-집단주의

- 개인의 남성성과 여성성 
개념

남성성과 여성성 개념 :

남아 또는 여아로 태어나
는 것에 대한 사회적․정
서적 함의

남성성-여성성

공격 통제와 감정 표현을 
포함한 갈등 대처 방법

불확실성과 애매성에 대
처하는 방식 : 감정 표현,

공격 통제와 관련된 것으
로 밝혀짐

불확실성 회피-수용

- - 장기 지향-단기 지향

- - 자적-자제

Hofstede 등(2014)이 설명한 여섯 가지 문화적 차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권력거리(power distance)란 사람들이 불평등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관한 것으로, 한 국가의 제도나 조직의 힘없는 구성원들이 권력의 불평등

한 분포를 기대하고 수용하는 정도, 즉 힘없는 사람들의 가치 체계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차원은 개인주의-집단주의(individualism-collectivism)로, 개인주의란 

개인 간의 구속력이 느슨한 사회를 말하며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직계 

가족을 돌보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비해 집단주의란 사람이 날 때부터 강

력하고 단결이 잘된 내집단에 통합되어 있으며, 평생 무조건 내집단에 충성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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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그 집단이 개인을 계속 보호해 주는 사회를 가리킨다.

세 번째, 자기주장적 행동과 겸손한 행동 중 어느 쪽을 바람직하게 여기는가를 

다루는 남성성-여성성(masculinity-femininity) 차원은 문화적으로 결정되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것을 나타낸다.

네 번째로 불확실성 회피(uncertainty avoidance)란 한 문화의 구성원들이 불확

실한 상황이나 미지의 상황으로 인해 위협을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 불확실성의 

느낌은 개인적이기도 하고 사회의 구성원들과 공유되기도 하므로 획득되며 학습된

다. 불확실성은 불안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과학기술, 법률, 종교가 이를 완화하도

록 돕는 역할을 한다.

다섯 번째 차원인 장기지향-단기지향(long term orientation-short term

orientation)에서 장기지향은 끈기, 절약과 같이 미래의 보상을 지향하는 미덕의 수

양을 의미하고, 단기 지향은 전통 존중, 체면 유지, 사회적 의무의 이행과 같이 과

거나 현재와 연관된 미덕의 수양을 의미한다.

여섯 번째, 자적-자제(indulgence-restraint) 차원에서 자적은 삶을 즐기고 재미

있게 지내는 것과 연관된 인간의 기본적․자연적 욕망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충족을 허용하는 경향을 의미하고, 자제는 사람의 행위가 여러 사회 규범에 의해 

규제되고 억제될 필요가 있다는 확신을 나타낸다.

한편, 권력거리, 개인주의-집단주의, 남성성-여성성, 불확실성 회피 이외에 고맥

락-저맥락(high context-low context), 단일형-다원형(monochronic-polychronic)의 두 

차원이 추가되기도 하였다(Bowe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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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학습자 변인으로서의 문화적 차원

집단 의사소통에 대해 논의할 때 흔히 사용되는 다양성이라는 용어는 어떤 집

단에서나 집단의 구성원들은 신체적 특징, 지위, 성격, 태도, 나이, 직업, 개성 선호

도 등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의미이다(Engleberg & Wynn, 2010). 다양성은 다른 사

람이 자신과는 다르다고 인식하도록 하는 어떤 속성에 있어서 개인들 사이의 차이

를 말한다(King et al., 2009; van Knippenberg, De Dreu, & Homan, 2004). <그림 

5>는 다양성의 세 층을 나타낸 것이다.

인 성

성별

나이인종

문화적 차원

정신 능력

신체적 능력

민족성

나이

  내적인 영역

  외적인 영역

지질학적 

위치

개인 습관

버릇

종교

직업 경험

교육적

배경

외모

가족 지위

결혼 여부

정치적 성향

<그림 5> 다양성의 세 층(Engleberg & Wynn, 2010)

핵심에 위치한 인성은 다른 모든 층에 스며들어 있으며, 개인이 경험하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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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행동하는 독특한 방식을 나타낸다. 다음 층은 내적인 영역을 나타내며 이것은 

인종, 나이, 민족성, 문화적 차원 등과 같이 개인 스스로는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세 번째, 가장 바깥층인 외적인 영역은 종교, 수입, 결혼 유무, 교육적 배경과 같은 

사회적이고 경험적인 요인을 나타낸다. 이러한 다양성의 세 층은 자신을 타인과 구

별할 수 있게 한다. 다양성의 세 층에 들어 있는 요소들이 집단의 생산성과 구성원

의 만족감뿐만 아니라 집단 내 상호작용에 영향을 준다(Engleberg & Wynn, 2010).

특히, 개인주의-집단주의는 문화 차이를 조사하는 틀이나 경험적인 연구의 이

론적인 틀로서 네 가지 차원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다(Hofstede, 1991, 1995;

Markus & Kitayama, 1991; Triandis, 1989, 1995). 개인주의-집단주의는 심리학적 

영역에서는 idiocentric-allocentric tendency (Triandis, Leung, Villareal, & Clack,

1985), 문화적 수준에서는 individualism-cooperation dimension (Mead, 1967), 가치 

수준에서는 individuality-collaterality dimension (Kluckhohm & Strodtbeck, 1961),

국가 간 문화적 수준의 분석에서는 individualism-collectivism (Hofstede, 1980)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의 차이는 서로 다른 두 문화가 갖는 여러 가지 

다른 면들 중의 하나일 뿐이므로 문화적 차원을 독립변인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

하지 못할 수 있지만, 이는 보다 정밀하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한규석, 오점조, 1993; Segal, 1979). 특히, 사회심리학 분야의 여러 연구들은 

대인교류의 양상, 의사소통의 특성, 갈등의 진행과 해소 등에 있어서 문화권의 차

이를 설명하는데 개인주의-집단주의의 구분이 유용함을 보여주고 있다(한규석,

1991; Markus & Kitayama, 1991).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사회와 문화는 교육 체계, 교수-학습 과정에 영향을 미

친다(Bryan & Atwater, 2002). 특히, 교수-학습 과정은 교수-학습의 두 주체인 교사

와 학생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에 영향을 받는다(Delpit, 1988; Dhindsa, 2005;

Fisher & Waldrip, 1999, 1997; Harris, 1989; Jegede, 1999; Jegede & Okebukola,

1991; Santagata & Stingler, 2000). 문화적 학습 환경 질문지(Cultural Learning

Environment Questionnaire)를 통하여 얻은 학습 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교

사가 선택한 교수 전략이 일치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설계를 할 수 있음이 제안되

었다(Dhindsa & Fraser, 2004; Fisher & Waldrip, 1997, 199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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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집단주의 성향의 개념과 특징

인간 행동은 사람과 물리적․사회적 환경 사이의 함수로, 사람마다 타인, 사회적 

환경과의 통합(integration) 정도가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 타인을 고려하지 않고 자

신의 일만을 하며, 집단으로부터 독립된 자아를 정의하고 개인으로서 존재한다. 이

들은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즐거

움뿐만 아니라 문제도 공유하며, 자아를 집단의 측면에서 보고 집단에서 개인을 드

러내지 않는다. 이들은 집단이나 공동체를 생존을 위한 기본 단위로 여긴다. 전자

를 개인주의자, 후자를 집단주의자라고 명명할 수 있다(Hui, 1988).

Triandis 등(1985)은 개인주의-집단주의를 심리적인 영역으로 확장하였다. 일리

노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요인 분석 결과, 개인적 목표를 집단 목표에 종속, 자

아의 확장으로서의 내집단, 내집단 정체성의 세 가지 측면이 확인되었다. 보상을 

분배할 때 개인주의자는 공정함을, 집단주의자는 평등과 필요를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개인주의자는 편안한 생활, 경쟁, 즐거움, 사회적 인식의 가치를 강조하고, 집

단주의자는 협동, 평등, 정직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개인주의자는 성취동기, 소외,

무질서, 외로움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고, 집단주의자는 질적으로 우수한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받았다.

Triandis(1995, 1996)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다음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정

의하였다.

∙ 자아 개념: 개인주의자는 개인을, 집단주의자는 집단을 기준으로 사회적인 공

간을 나눈다. 개인주의자의 자아는 자율적이고 집단으로부터 독립적이며

(Reykowski, 1994), 집단주의자의 자아는 집단 구성원들과 상호의존적이다

(Markus & Kitayama, 1991).

∙ 목표 구조: 개인주의자는 개인의 목표와 내집단의 목표가 양립할 수 없다고 

간주하고, 두 목표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 개인의 목표를 우선시한다. 집

단주의자는 개인의 목표를 내집단의 목표와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두 

목표 사이에 차이가 생긴다면 내집단 목표를 우선시한다(Schwartz, 1990,

1992, 1994; Triandis, 1988,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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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은 규준과 태도의 함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회적 행동을 결정할 때 

개인주의자는 규준보다 태도를 중요시하고, 집단주의자는 태도보다 규준을 중

요시하여 결정한다(Bontempo & Rivero, 1992; Miller, 1994).

∙ 내집단의 요구나 사회적 교환을 중시: 개인주의자는 관계의 이익과 비용에 

주목하여, 이익보다 비용이 크면 관계를 끊는다. 집단주의자는 내집단 구성원

들의 요구에 주목하여, 개인의 관점에서 비용을 치러야하지만 내집단 관점에

서 바람직하다면 관계를 지속시킨다. 일반적으로 개인주의자는 교환 관계와 

관련 있고, 집단주의자는 공동 관계와 관련 있다(Mills & Clark, 1982).

Hui와 Triandis(1986)는 집단주의를 사람 사이의 관계와 관련된 느낌, 감정, 신

념, 이데올로기, 행동 양식이라고 주장하였고, 심리학자와 인류학자 46명을 대상으

로 개인주의-집단주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들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주제

를 <표 7>과 같이 정리하였다(Triandis et al., 1985).

<표 7>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들(Triandis

et al., 1985)

개인주의 집단주의

개인이 행동을 조절 내집단이 행동을 조절

자기만족 상호의존적

내집단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가 무관 내집단의 목표에 개인의 목표를 종속시킴

내집단 대립도 유익할 수 있음 내집단의 조화가 중요

범죄가 조절 수치심이 조절

개인적 운명 내집단과 공동 운명체라고 느낌

개인이 심리학적 영역의 중심 내집단이 심리학적 영역의 중심

자아는 내집단과 차별적임 내집단은 자아의 확장

개인주의 성향인 사람은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적 

정체성을 강조하고, 내적인 능력, 생각, 느낌을 강조한다. 반면에 집단주의 성향인 

사람은 타인의 목표를 촉진하여 집단 지향적이고, 집단적 정체성, 외적이고 공공적

인 역할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Moon, 2005; Wink, 1997). Moon(2005)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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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주의와 집단주의의 특징과 요소에 대한 몇 가지 주장들을 <표 8>과 같이 정리하

였다.

<표 8>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특징과 요소(Moon, 2005)

개인주의 집단주의

Gelfand et al., 1996;

Kim et al., 1994;

Triandis, 1989, 2001;

Triandis et al., 1993;

Triandis & Suh,

2002

내집단으로부터의 감정적 분

리

태도와 비용/이익 계산에 의

한 행동 조절

동의하지 않는 내집단 구성원

과도 기꺼이 대면함

독립성, 자기의존성

자신을 변화시키기보다 환경

을 바꾸려고 노력함

내집단의 목표보다 개인의 목

표를 우선함

타인과 차별을 두고 자율적으

로 행동함으로써 독립적임

중심적 역할과 윤리적인 기초

로서 개인적인 권리를 사용

내집단에 대한 감정적 의지

내집단 규칙에 의한 행동 조

절

내집단의 조화를 강조

내집단의 권위 수용

복종, 의무, 협동, 상호의존성

환경을 바꾸기보다 자신을 변

화시켜 그것에 맞추려고 노력

개인적 목표와 내집단 목표 

간의 차이가 없고, 차이가 있

다면 공동체의 목표에 개인의 

목표를 종속시킴

가족이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하고 모든 조직의 모범이 됨

Tafarodi, Lang, &

Smith, 1999;

Tafarodi & Swann,

1996; Tafarodi &

Walters, 1999

선택과 행동에서 자율성

사회적 자기 주장성

자기 충족, 고립, 독립, 분명

한 계약

공동체보다 자기를 우선함

유대감, 상호 복종, 타협

복잡하게 얽혀 조화를 이룸,

상호의존적, 맥락화

공동체의 목표에 개인의 목표

를 종속시킴

Ho & Chiu, 1994

개인의 본질적 가치

자기 주장성 또는 자율성

개인적 판단과 결정

불순응, 주장, 갈등

자기 의존

행복에 대한 개인적 책임

그룹이나 공동체의 우월성

공동체의 가치나 생존이 개인

의 그것보다 앞선다는 원리

사회 규칙에 순응, 유연성, 조

화

상호의존성, 협력

개인의 행복은 집단의 행복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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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us와 Kitayama(1991)는 개인주의의 특성으로 독립적 자아해석

(independent construal of the self)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집단주의의 특성으로 

상호의존적 자아해석(interdependent construal of the self)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들은 다음 <표 9>와 같이 자아 개념에 대한 독립적 관점과 상호의존적 관점을 

비교하고, 이러한 다른 관점이 어떻게 인지, 감정, 동기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주

는지를 알아보았다.

<표 9> 독립적 자아해석과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의 주요 차이점(Markus &

Kitayama, 1991)

독립적 자아해석 상호의존적 자아해석

정의 사회적 맥락으로부터 분리 사회적 맥락과 연결

구조 묶인, 단일, 안정 유연, 다양

중요한 점 내재적, 개인적(능력, 생각, 감정) 외부적, 공공적(지위, 역할, 관계)

과제

유일무이한
자아를 표현
내적인 속성을 자각하는
자신의 목표를 촉진하는 
직접적인: “네 생각이 무엇인지를 
말하라”

소유물, 적합한
누군가의 적합한 장소를 차지하는
적절한 활동에 관여하는
타인의 목표를 촉진하는
간접적인: “타인의 마음을 읽어라”

타인의 역할
자기 평가(self-evaluation): 사회적 
비교, 반성적 업적평가를 위해 타
인이 중요

자기 정의(self-definition): 자기를 
정의하는 특정 맥락에서 타인과의 
관계

자아 존중감1의 
근거

자기를 표현하고, 내적인 속성을 
확인하는 능력

사회적 맥락에서 조화를 유지하고 
자아를 순응시키고 재교육하는 능
력

그림 모

자아

 친구

친구

동료

형제자매

부

모

자아

친구

친구

 동료

모

형제자매

부

자아

1 자아 존중은 주로 서양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고, 자아 존중감의 개념은 자기 만족감
으로 대체되거나, 문화적으로 통제되는 과제를 완수했을 때의 인식을 반영하는 용어로 대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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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m(1984)은 동일한 윤리 문제에 대한 응답이 타이완 사람과 홍콩 사람은 

비슷하게 나타났고 미국인의 응답은 이들과 달랐다고 보고했다. 이는 응답자가 독

립적 자아를 가졌는지 또는 상호의존적 자아를 가졌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것

이며, 독립적 자아는 자신의 내적인 속성을 표현하며, 상호의존적 자아는 사회적인 

맥락에서 조화를 유지하고 자아를 순응시킨다(Markus & Kitayama, 1991).

Alavi와 McCormick(2004)은 개인주의-집단주의적인 문화에서 자아해석의 연구

를 위해 개발되었던 틀(Markus & Kitayama, 1991; Triandis, 1995; Triandis &

Gelfand, 1998)을 <표 10>과 같이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개인주의 성향과 집단주의 

성향이라는 용어로 개념화하였다.

<표 10> 팀 맥락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다른 영역들(Alavi & McCormick, 2004)

독립적 자아 상호의존적 자아

수직적
자아

수직적 개인주의(vertical idiocentrism)

: 자아를 다른 팀 구성원과는 독립적이
고 더 우월하다고 인식

수직적 집단주의(vertical allocentrism)

: 자아를 다른 팀원과 상호의존적이고 
팀에 복종하는 존재로 인식

수평적
자아

수평적 개인주의
(horizontal idiocentrism)

: 자아를 다른 팀 구성원과는 독립적이
고 비슷하다고 인식

수평적 집단주의
(horizontal allocentrism)

: 자아를 다른 팀원과 상호의존적이고 
비슷하다고 인식

한규석과 오점조(1993)는 초등학교 6학년 312명 중에서 집단주의 성향 검사 결

과 상위 약 20%에 해당되는 남녀학생 각 30명씩을 두레 성향자로, 하위 약 20%에 

해당되는 남녀학생 각 30명씩을 홀로 성향자로 선발하여 아동들이 일상생활을 하

면서 가졌던 10개의 교류 일화를 가지고 가설검증을 하였다. 연구 결과, 두레 성향

자는 내집단과 교류할 때 자기노출을 많이 하고, 만났을 때 화를 내는 일이 적고,

만남에서 만족하는 경향이 외집단과의 교류시보다 강했다. 반면 홀로 성향자는 내

외집단에 대한 구별이 두레 성향자만큼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Hui와 Triandis(1986)는 46명의 심리학자와 인류학자를 대상으로 개인주의자와 

집단주의자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상상하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도록 하여 개인주의자와 집단주의자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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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를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일련의 태도, 신념, 행동, 다시 말해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관심(concern)이라는 단어로 요약하였다. 타인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질수록 타인과 더 많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느끼고 행동하

며 그 사람의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것이다. 타인에 대하여 관심이 낮으면 유대 관

계가 약하고 친밀하지 않다고 인식하며 이는 개인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박지영(2006)은 어떤 일을 누군가와 함께 할 때, 일 자체의 영향 혹은 관계의 

영향을 받는 정도가 사람들의 문화적 성향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

였다. 집단주의자들의 경우 개인주의자들에 비해 타인과의 관계가 자기 자신을 정

의하는 데에 더 중요하므로, 어떤 일을 누군가와 함께 할 때 누구와 함께 하는지,

그 관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고, 세 가지 연구를 수행하였

다. 그 결과, 개인주의자들은 누구와 함께 과제를 수행할 것인지에 상관없이 과제

가 얼마나 재미있을지에 대해 동일한 예측을 하였으나, 집단주의자들을 경우 친한 

친구와 함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고 언급한 조건의 경우 파트너가 낯선 사람인 

조건보다 과제가 더 재미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단주의자

들의 경우 일 자체는 지루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다면 개

인주의자들에 비해 훨씬 적은 월급을 받고도 일할 수 있다고 보고하는 결과를 보

였다.

3.4 집단주의 성향

(1) 집단주의 성향과 협동

사회과학에서 많이 진행된 협동에 관한 연구와는 달리, 문화적 차원에서 협동

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있었다. Chen, Chen과 Meindl(1998)은 협동에 대한 문화적

인 조건부 모델(culturally contingent model of cooperation)을 개발하고 문화가 어

떻게 협동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이론화 하였다. <그림 6>과 같이 문화적 가

치는 협동의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 문화는 어떤 메커니즘의 중재

를 통하여 협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Chen et al., 1998). 문화와 협동 사이에 메커

니즘을 넣으면 집단주의자들이 개인주의자들보다 더욱 협동하는 것에 대해 더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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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설명할 수 있다. 집단주의자들은 공동 목표를 공유하는 경향이 있고, 집단 책무

성이 더 크고, 대화를 더 많이 하고, 더욱 평등한 보상 체계를 갖기 때문이다.

문화적 가치

목표 관계

협동적 
행동

특수한, 구체적

일반적, 추상적

<그림 6> 협동 개념의 구조(Chen et al., 1998)

Chen 등(1998)은 개인주의-집단주의에 관한 연구와 협동에 관한 연구를 종합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안했다.

∙ 가설 1: 자기 흥미를 위한 협동의 수단이 되는 목표 상호의존성은 개인주의 

문화에서, 반면 집단주의의 미덕인 자기희생적 기여에 호소하는 목표 공유는 

집단주의 문화에서 협동을 획득하기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 가설 2: 새로운 집단 정체성이 개인 정체성을 고양시키는 그 정도로 개인주

의 문화에서 협동은 증가한다. 반면에, 새로운 집단 정체성이 존재하는 집단 

정체성을 보완하는 그 정도로 집단주의 문화에서 협동은 증가한다.

∙ 가설 3a: 인지 기반 신뢰는 집단주의 문화에서 보다는 개인주의 문화에서 협

동과 더욱 긍정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다.

∙ 가설 3b: 정서 기반 신뢰는 개인주의 문화에서 보다는 집단주의 문화에서 협

동과 더욱 긍정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다.

∙ 가설 4a: 개인 기반 책무성은 개인주의 문화에서 협동을 촉진하는데 더욱 효

과적이다. 반면에, 집단 기반 책무성은 집단주의 문화에서 협동을 촉진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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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4b: 분명한 협동 규칙은 개인주의 문화에서 협동을 촉진하는데 더욱 효

과적일 것이다. 반면에, 사회적 압력은 집단주의 문화에서 협동을 촉진하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 가설 5a: 면대면 의사소통은 개인주의 문화에서보다 집단주의 문화에서 더 

높은 협동의 수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 가설 5b: 매개된 부분적인 의사소통은 집단주의 문화에서보다 개인주의 문화

에서 더 높은 협동의 수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 가설 6a: 개인주의 문화에서 공정한 보상의 배분 체계는 단기간과 장기간의 

일 관계에서 협동과 긍정적으로 관계될 것이다.

∙ 가설 6b: 집단주의 문화에서 공정한 보상의 배분 체계는 단기간의 관계에서 

협동과 긍정적으로 관계되지만, 평등한 체계는 장기간의 일 관계에서 협동과 

긍정적으로 관계될 것이다.

또한, Chen 등(1998)은 개인주의자의 협동은 개인적 합리성과 개성이라는 동기

에 의해, 집단주의자의 협동은 집단적 합리성과 사회성에 의해 추진된다고 제안하

고, 개인주의자와 집단주의자를 위한 여섯 가지의 대조적인 협동 메커니즘(표 11)을 

제안했다.

<표 11> 문화적으로 형성된 동기에 의한 협동 메커니즘(Chen et

al., 1998)

메커니즘 개인주의자 집단주의자

상위 목표 목표 상호의존성 목표 공유

집단 정체성 자기 향상 집단 상보성

신뢰 인지 기반 정서 기반

책무성 개인 기반 집단 기반

의사소통 부분적 통로 전체적 통로

보상의 분배 공정함을 기반으로 공평함을 기반으로

집단주의는 집단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집단 구성원들이 함께 일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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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하므로, 개인주의자들 사이에서 보다 집단주의자들 사이에서 더욱 협동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개인주의자들에 비해서 집단주의자들이 함께 일하는 것

을 더욱 즐기고, 일반적으로 더욱 협동하며, 무임승차하려는 경향이 더 적다(Cox et

al., 1991; Earley, 1989, 1993). Earley(1989, 1993)는 개인적 책무성이, 집단주의자들

이 아닌 개인주의자들의 협동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집단주

의자가 개인주의자보다 더욱 협동한다는 것을 발견했다(Chatman & Barsade, 1995;

Cox et al., 1991). 이러한 발견들은 문화가 협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중재 메커니즘

의 선택과 효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제안한다.

개인주의-집단주의와 팀 성과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Gundlach,

Zivnuska와 Stoner(2006)의 실험 연구 결과, 개인주의적인 팀 구성원은 팀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이론적 이해가 부족하므로 사회

적 정체성 이론과 사회적 관계 모델을 통합하여 개인주의-집단주의와 팀 성과 사이

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인 모델을 제안했다. 이때 팀 동일시, 메타인지 정확성, 팀 

정체성이 개인주의-집단주의와 팀 성과 사이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제안한다. 더

욱이 과제 상호의존성이 개인주의-집단주의와 팀 동일시 사이의 관계를 완화시킬 

것으로 가정했다.

한편, 미국 산업에서 작업팀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집단 목표와 집단 활동에 

대한 팀 구성원들의 집단주의 성향을 이해하는 것이 협동적이고 생산적인 팀을 개

발하는데 중요한 점이 되고 있다. 이에 Eby와 Dobbins(1997)는 복잡하고 상호의존

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148명, 33개 집단을 대상으로 집단주의를 개인 차이 변인과 

집단 구성 변인으로 하여 다섯 가지 가설을 조사한 결과, 팀워크를 위한 자기 효능

감은 사회적인 인정을 위해 필요했고, 팀에서 일해 본 과거의 긍정적인 경험은 집

단주의와 관련이 있었다. 집단 구성 변인으로서 고찰된 팀의 집단주의 성향은 협동

적인 팀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협동적인 팀 행동은 팀 협동 

성향과 팀 수행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했다.

Gibson(1999)은 팀 수준의 분석에서 집단주의 성향이 높은 집단의 집단 효능감

이 집단 효율성과 유의미하게 관련된다고 하였다. Eby와 Dobbins(1997)는 집단주의 

성향이 높은 팀이 수준 높은 협동을 하고, 협동이 집단주의와 팀 수행 사이의 관계

를 매개한다고 보고했다.



- 52 -

(2) 집단주의 성향에 따른 집단 구성 연구

집단 구성원의 문화적인 배경에 있어서 이질, 동질적으로 집단 구성을 할 수 

있다. 집단 구성은 구성원의 대화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개인주의적인 문

화와 집단주의적인 문화의 구성원들 모두 이질 집단에서 상호작용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한다(Oetzel, 1995). 개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관점에서 상

호작용을 생각하기 때문에 대화에서 어려움과 오해가 생길 수 있다(Nadler et al.,

1985). 예를 들어, 이질 집단에서 상호작용하는 동안 구성원들은 상대방의 대화 유

형이나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서로 다른 대화 유형과 과정을 사용한다(Oetzel,

1998b). 또한, 초기에는 동질 집단이 이질 집단보다 더욱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대

화 과정을 나타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질 집단이 적응하여 동질 집단 수준이나 

그 이상의 수준의 대화 과정을 갖게 되기도 한다(Watson et al., 1993).

개인 수준의 분석에서, Cox 등(1991)은 백인종 집단과 유색인종 집단으로 인종

에 따른 집단 구성을 하고 그룹 과제에 대하여 협동적 행동과 경쟁적 행동의 문화

적 차이를 비교했다. 백인종은 유색인종에 비해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개인주의 

성향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났다. 개인주의자들로만 구성된 백인종 집단과 비교해서,

집단주의자와 개인주의자로 구성된 유색인종 집단은 그룹 과제에 대해서 더욱 협

동적인 선택을 한다고 보고했다.

미국 중서부의 경영학 입문 과정 대학생 492명으로부터 얻은 Wagner(1995)의 

데이터는 그룹 크기와 개인의 행동 관찰․평가 인식, 공유된 책무성,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의 수준이 교실 집단에서 동료 평가 협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의 수준은 협동에 대한 크기와 행동 관찰․평가 인식의 효과

를 완화하지만, 공유된 책무성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였다.

∙ 가설 1: 개인주의자보다 집단주의자들이 더 협동할 것이다.

∙ 가설 2: 작은 집단의 구성원들이 큰 집단의 구성원들보다 더 협동할 것이다.

∙ 가설 3: 높은 수준의 행동 관찰․평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이 낮은 수

준의 행동 관찰․평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보다 더 협동할 것이다.

∙ 가설 4: 낮은 수준의 공유된 책무성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이 높은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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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된 책무성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보다 더 협동할 것이다.

∙ 가설 5: 개인주의-집단주의는 집단 크기, 행동 관찰․평가 인식, 공유된 책무성

이 집단주의자들보다 개인주의자들의 협동에 더 큰 영향을 주게 되는 식으로 

효과를 조절할 것이다.

다음 <그림 7>은 5개의 가설에 의해 만든 모델이다.

집단의 크기 (－)

행동 관찰․평가 인식 (＋)

공유된 책무성 (－)

협동

개인주의-집단주의 (＋)

＋, －: 독립 변인과 협동 사이의 상관관계의 예상치를 나타냄

<그림 7> 가설에 의한 관계 모델(Wagner, 1995)

이 연구 결과는 집단 크기가 작고 행동 관찰․평가 인식이 높고 공유된 책무성

이 낮은 경우, 집단 내에서 협동을 더 잘하게 된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또한, 개인

주의-집단주의의 차이가 집단 내에서의 협동에 주요한 영향 또는 중간 정도의 영향

을 끼친다는 것을 지적한다. 독립적이고 자기 의존적이라고 느끼는 개인주의자는 

협동적인 행동에 덜 참여하는 경향이 있으며, 상호의존적이고 집단에 의지하는 집

단주의자는 더욱 협동적으로 행동하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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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단주의 성향과 언어적 상호작용의 관계

개인주의-집단주의는 내집단과 외집단 관계에서 대화 행동에 영향을 준다. 내

집단과 외집단 관계의 본성은 문화 내에 존재하는 개인주의의 정도에 영향을 받는

다(Triandis, 1986). Gudykunst, Yoon과 Nishida(1987)는 남녀학생 수가 대략 같은 

미국 128명, 일본 130명, 한국 122명의 대학생들이 낯선이(외집단)와 같은 반 친구

(내집단)를 대상으로 보이는 대화행동의 특징을 조사, 비교하였다. 미국보다 한국과 

일본에서 내집단과의 교류는 매우 친밀하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향이 높았다. 문

화, 관계 형태(내집단, 외집단)을 독립 변인으로, 개인화, 동시성, 어려움을 종속 변

인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문화와 관계 형태 사이에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있었고,

개인화, 동시성, 어려움 각각에 대하여 유의미한 상호작용 있었다. 문화 내에 존재

하는 집단주의 정도가 클수록 개인화, 동시성은 크지만, 학급친구와의 대화에서 어

려움은 덜 인식했다. 내집단에서 대화행동 결과는 Triandis(1986)의 개인주의-집단

주의 개념으로부터 도출된 예상과 일치한다. 집단주의 문화권의 구성원들은 내집단 

구성원들에게 평등 원리를 더 많이 사용할 뿐만 아니라, 개인주의 문화권 구성원들

이 하는 것보다 내집단 관계 내에 더 깊이 관여하였다. 외집단 구성원과의 대화행

동 결과는 분명하지 않았다. 외집단 구성원과의 대화행동에서 인식된 개인화와 개

인주의 사이에는 역선형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주의가 클수록 개

인화는 더 낮게 인식되었다.

문화 간 차이를 연구하는 심리학 분야에서 집단주의에 대한 문화적인 차이와 

이러한 차이가 집단 생산성과 같은 사회적 과정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기 시작했

다(Gabrenya & Barba, 1987). Gabrenya와 Barba(1987)는 산업화된 사회에서 비교적 

대표적인 상황인 토의와 합의 수립을 요구하는 문제 해결 과제 동안 자연스러운 

사회적 상호작용을 조사하였다.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의 백인 대학생 10쌍과 집단

주의적이라고 알려진 히스패닉 대학생 9쌍을 대상으로 집단주의자의 가치와 사회

적 상호작용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히스패닉 학생들은 상호작용 빈도가 

낮았고 비협동적이거나 공격적인 언어 행동이 높게 나타났으며 협동적이거나 생산

적인 행동은 낮았다. 히스패닉 학생들은 가족이나 친구에게는 집단주의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낯선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 형식적으로 한다. 미국 백인들은 집단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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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처음에는 집단주의 사회의 개인들보다도 더욱 협동적이고 조화롭게 행동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모습은 감소하게 된다.

Oetzel(1998a)은 문화적으로 동질적인 집단과 이질적인 집단의 대화과정의 차이

를 집단 구성, 개인주의-집단주의, 자아해석으로 설명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의사결정

이론을 검증하였다. 일본인 62명과 유럽계 미국인 86명이 참여했다. 연구 결과, 이

질 집단은 동질 집단보다 개별 진술의 분포가 더욱 불균등했다. 이는 이질 집단이 

동질 집단보다 과정상의 어려움이 크다는 선행 연구 결과(Kirchmeyer & Cohen,

1992; Watson et al., 1993)와 일치한다. 동질적인 일본인 집단은 동질적인 유럽계 

미국인 집단보다 갈등 전략이 더 낮았는데, 협동적인 갈등 전략은 더 높았고 경쟁

적인 갈등 전략은 더 낮았다. 두 동질 집단에서 개별 진술의 분포의 차이가 없었

다. 이질 집단이 동질 집단보다 다수결을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 의사 결정 

유형 결과는 자아해석이나 개인주의-집단주의로 설명되지 않았다.

Oetzel(1998b)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로 대표되는 86명의 유럽계 미국인과 62

명의 일본인을 시험에서 옆 사람의 답을 보고 쓴 학생을 지도하는 방법에 대하여 

40분간 의사결정 활동에 참여시켰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첫째, 독립적인 자아

해석은 동질과 이질 집단 모두에서 개별진술과 경쟁적인 갈등 전략을 예언한다. 둘

째, 상호의존적인 자아해석은 협동적인 갈등 전략을 예언하지만, 이질과 동질이라

는 집단 구성의 결과가 개인의 상황과 일치하지 않았다. 셋째, 문화적인 개인주의-

집단주의는 동질 집단과 이질 집단 모두에서 경쟁적인 갈등 전략을 예언한다. 넷

째, 문화적인 개인주의-집단주의는 이질 집단에서만 개별진술과 갈등 시작을 예언

한다. 다섯째, 동질 집단보다 이질 집단에서 일본인의 개별 진술이 낮았고 유럽계 

미국인의 개별 진술이 높았다. 개별 진술의 균등함이 적절한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질 집단에서 개별 진술의 불균등은 집단 상호작용 과정이 빈약했다는 증거일 수 

있다.

개인주의-집단주의는 대화 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자아해석과 가치관으

로 매개되어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Gudykunst et al., 1996). 저맥락 대화 유형은 전

달된 메시지 안에 의미가 포함된 분명하고 직접적인 메시지를 사용하고 고맥락 대

화 유형은 사람이나 사회문화적인 맥락에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암시적이고 간접

적인 메시지를 사용한다(Hall, 1976). 문화 내에서 사람들이 저맥락과 고맥락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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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을 모두 사용하지만, 그 중 하나가 지배적인 경향이 있다. Gudykunst,

Ting-toomey와 Chua(1988)는 저맥락 대화 유형은 개인주의적인 문화에서, 고맥락 

대화 유형은 집단주의적인 문화에서 지배적으로 사용된다고 주장한다.

Gudykunst 등(1996)은 미국, 일본, 한국, 호주의 대학생 753명을 대상으로 문화

적인 개인주의-집단주의, 자아해석, 가치관, 저맥락과 고맥락 대화 유형을 조사하였

다. 대화 유형을 요인 분석한 결과, 간접적인 메시지 해석, 과장된 설명, 정보 공개

는 저맥락 대화 유형으로서 개인주의 문화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묵은 고맥락 대화 유형으로서 집단주의 문화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독립적인 자

아해석과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은 간접적인 메시지 해석, 과장된 설명, 감정적 반응 

지각, 정보 공개, 정확성과 같은 저맥락 대화 유형과 관련이 있었다. 상호의존적인 

자아해석은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는 것과 관련이 있었고, 집단주의적인 가치관은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는 것, 간접적인 메시지의 사용과 관련이 있었다.

Kim(1994)은 대화의 제한점에 초점을 두고 문화적인 집단들이 선호하는 대화 

행동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조사했다. 대화의 제한점 다섯 가지는 명백함, 청자의 

감정 해치는 것 피하기, 강요를 최소화하기, 듣는 사람의 부정적 평가 피하기, 효율

성이다. 한국, 하와이, 미국의 대학생 892명을 대상으로 여섯 가지 요구 상황 중 하

나를 무작위로 제시한 다음, 참여자가 그 상황에서 대화의 제한점을 중요하게 인식

한 정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명백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개인주의적인 문

화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청자의 감정 해치는 것 피하기와 강요를 최소화하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집단주의적인 문화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효율성, 듣는 사

람의 부정적 평가 피하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없었다.

한편, 개인주의적인 관점에서 갈등은 문제를 평가하고 해결책을 발전시킬 때 

집단이 방심하지 않도록 돕는 상호작용 과정들 중의 하나이고 건강한 토의이며 구

성원들이 아이디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도록 돕는 방법이다(Janis, 1982). 집단주의

적인 관점에서 갈등에는 관계 문제가 항상 포함되기 때문에 갈등은 피해야 하는 

것이다(Ting-Toomey, 1994). 그 결과 갈등은 집단주의보다 개인주의적인 집단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이질 집단에서는 구성원들의 배경과 가치가 달라서 결정을 할 

때 다른 생각과 접근을 하게 되므로 갈등이 나타난다(Ting-Toomey et al., 1991).

소집단에서 갈등을 관리하는 세 가지 뚜렷한 방법은 회피, 협동, 경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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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tnam, 1986). 회피 전략으로는 타인에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숨기기 위하여 

농담, 굴복, 침묵하기가 있고, 집단 구성원이 타인과 맞서기를 원하지 않을 때 회피 

전략이 나타난다(Dace, 1990). 협동 전략으로는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평가하지 않

고 토의하기, 언쟁을 끝내거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양보하기가 있고, 집단 구성

원들이 개인적인 목표보다 집단의 목표를 우선시할 때 협동 전략이 나타며, 경쟁 

전략으로는 명령에 따를 것을 요구, 설득, 위협이 있고, 집단 구성원들이 집단의 이

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할 때 나타난다(Dace, 1990; Deutsch, 1969).

Ting-Toomey 등(1991)은 문화적인 개인주의-집단주의와 갈등 유형 사이의 관계

를 설명했다. 개인주의적인 문화의 구성원들은 집단주의적인 문화의 구성원들보다 

지배, 경쟁 유형을 선호하고, 집단주의적인 문화의 구성원들은 개인주의적인 문화

의 구성원들보다 회피 유형을 선호한다. 이와 일관되게 Oetzel(1997)은 독립적인 자

아해석이 지배, 경쟁 유형과 정적인 상관이 있고, 상호의존적인 자아해석은 회피,

의무, 타협, 통합 유형과 정적인 상관이 있음이 발견하였다. 집단 구성은 집단이 사

용하는 갈등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외집단이고 이질적인 상황에서 집단주의적

인 문화의 구성원들은 경쟁적이 될 수 있다(Triandis, 1995). 이질 집단에 존재하는 

좌절 때문에 개인주의적인 문화의 구성원들은 경쟁 유형을 사용하려 할 것이다.

Holt와 DeVore(2005)는 순조로움, 기권, 타협, 문제해결, 강제의 다섯 가지 갈

등 관리 유형에 따라 36개의 갈등 관련 연구를 메타분석 하였다. 그 결과, 집단주

의 문화보다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갈등 유형으로 강제가 많았고, 개인주의 문화보

다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기권, 타협, 문제해결 유형이 많았다. 개인주의 문화에서 

여성은 타협을 선호했고, 문화와 무관하게 남성보다는 여성이 타협을 더 많이 사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주의 문화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강제를 더 많이 사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내 역할에 따라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우월감을 가지고 

강제 유형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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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과학 협동학습에서 중학생들의 집단주의 성향에 따른 

집단 구성의 효과(연구 Ⅰ)

1. 서론

현대 사회에서는 급속한 과학 기술과 문화의 발달, 정보의 팽창으로 인해 경쟁

이 더욱 치열해지면서도 협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성 교육이 강조되어

야 한다(우종옥, 2010). 특히 사회 전반에 걸친 개인중심적인 가치의 팽배로 청소년

들이 타인을 배려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현상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박서영, 박성연, 2012).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배려

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고, 모둠 학습을 통한 탐구 활동에서 상

호 협력이 중요함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교육과학기

술부, 2011b), 구체적인 방안의 제시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 일부 학교 현장

에서는 개념학습과 문제해결력 향상, 인성 교육을 위한 교수 방법으로 협동학습을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장사형, 2011), 체계성을 갖춘 실천 방안이 필요하다.

협동학습은 학업 성취도 향상에는 대체로 효과적이며(Acar & Tarhan, 2007,

2008; Sharan, 2010), 자아 효능감, 만족감이나 관련성과 같은 과학 학습 동기를 향

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노태희, 한재영, 서인호, 전경문, 차정호, 2000b;

박종윤, 유혜숙, 2001). 그러나 협동학습이 과학 학습 환경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었다(임희준 등, 1998).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내․외향성,

유화성과 같은 인성이나 성격, 성별을 고려한 소집단 구성(박재용, 이기영, 2012; 이

윤미, 유정문, 2003; 한재영, 2003), 보상 구조의 변화(노태희, 김경순, 윤선애, 한재

영, 2004) 등 소집단 학습이나 협동학습 관련 연구들(한승효, 강상순, 2009; Gillies,

2008)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 볼 때 

협동학습을 통하여 인지적, 정의적 영역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협동

학습에 영향을 주는 학습자 변인, 소집단 구성 방법, 환경 변인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박재용, 이기영, 2012).

한편, 협동을 위해 집단을 구성할 때 서로 다른 생활 경험을 축적한 사회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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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뿌리를 둔 문화 차원의 차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Hofstede, 1991). 문화의 

여러 차원 중 개인주의-집단주의는 서로 다른 문화권의 구성원들이 보이는 권위와

의 관계, 개인과 사회 간의 관계, 갈등의 진행과 해소 등을 비교 설명하기 위하여 

가장 보편적인 국가단위의 비교 속성으로 사용되었다(Hofstede, 1991). 이후 동일 

문화권 내에서도 구성원들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이 제

기되면서, 개인주의-집단주의는 개인 차원의 심리적 속성을 지칭하는 용어로도 사

용되었다(Triandis et al., 1988; Triandis, 1995). 즉,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집단의 목표를 개인의 목표보다 우선시하며 자신보다는 타인을 중심으로 느끼고 

판단하며,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개인의 목표를 집단의 목표보다 우선한다

는 것이다(Triandis et al., 1988; Triandis, 1995).

집단 목표나 집단 활동에 대한 구성원들의 집단주의 성향을 이해하는 것은 협

동적이고 생산적인 집단으로 발전하는데 중요하다(Eby & Dobbins, 1997). 집단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개인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보다 더욱 협동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Kirkman & Shapiro, 2001). 반면, 개인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집단 

내에서의 개인적 책무성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태만 효과(social loafing effect)가 감

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Earley, 1989). 이러한 연구들은 과학 협동학

습을 위해 구성된 소집단의 성과가 구성원의 집단주의 성향의 분포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집단 구성원의 집단주의 성향과 관련된 연구는 경영학, 심리학 등의 분야에서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져왔으나 소집단 학습이나 협동학습에서 학생들의 집단주의 

성향을 요인으로 다룬 연구는 부족하다. 예를 들어, 국외에서는 Oetzel(1998b)이 대

학생을 대상으로 인종에 따른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에 따라 소집단을 구성하고 

윤리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과제를 수행할 때의 의사소통 과정을 연구하였다. 국내

에서는 초등 과학 수업에서 학생들의 개인-집단주의 성향에 따른 협동학습의 효과

를 연구(고한중 등, 2013)한 것이 보고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구성원들의 집단주

의 성향에 따라 집단의 작업 효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Earley, 1989; Eby &

Dobbins, 1997; Kirkman & Shapiro, 2001), 과학 협동학습에서 소집단을 학생들의 

집단주의 성향에 따라 이질적 또는 동질적으로 구성했을 때 인지적, 정의적 측면에

서 어떤 효과와 차이점이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동학습을 더욱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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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집단주의 성향이 다른 학생들이 협동학습을 어떻게 인

식하는지를 알아볼 필요도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과학 협동학습에서 학생들의 집단주의 성향에 따

른 집단 구성이 학업 성취도, 과학 학습 동기, 과학 수업 환경에 대한 인식에 미치

는 효과를 조사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집단주의 성향에 따른 협동학습에 대한 인

식도 조사하였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업 처치가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2) 수업 처치가 과학 학습 동기에 미치는 효과

3) 수업 처치가 과학 수업 환경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효과

4) 학업 성취도, 과학 학습 동기, 과학 수업 환경에 대한 인식의 측면에서 수업 

처치와 집단주의 성향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

5) 집단주의 성향에 따른 협동학습에 대한 인식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경기도 소재 남녀공학 중학교 1학년 18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업 처치 전에 

8개 학급을 선정하여 6개 학급은 협동학습반으로, 2개 학급은 통제반으로 무선 배

치하였다. 선행 연구(노태희 등, 2000a; 한규석, 오점조, 1993; 한재영, 2003)에 기초

하여 처치 전에 실시한 집단주의 성향 검사 점수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상․하위 각 

40% 이내의 학생을 선정하였으나 집단주의 성향 검사 점수가 같은 학생을 포함하

여 최종적으로 상위 44%는 집단주의 성향 상위(HC: high collectivism) 수준 집단

으로, 하위 41%는 집단주의 성향 하위(LC: low collectivism) 수준 집단으로 구획

하였다. 나머지 15%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집단주의 성향 상위 또는 하위 중 어느 

한쪽으로 구획하기에는 집단주의 성향 검사 점수가 모호하다고 판단되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협동학습반에서 이질 집단은 HC 수준 학생 2명과 LC 수준 학생 2

명으로, 동질 집단은 HC 수준 학생 4명 또는 LC 수준 학생 4명으로 구성하였다.

이때 집단 구성원의 성별과 사전 성취도에 따른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각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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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성별로는 동성으로, 중간고사 과학 성적은 상위, 중상위, 중하위, 하위 수준인 

학생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였다. 또한, 학급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

여 이질 집단과 동질 집단을 6개의 협동학습반에 무작위로 배치하였다. 협동학습반

에서 HC 집단과 LC 집단에서 제외된 학생들도 모두 협동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별과 중간고사 과학 성적을 고려하여 조구성을 하였다. 결석이나 외부 대회 참여 

등으로 사후 검사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은 최종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수업처

치와 집단주의 성향 수준에 따른 각 집단별 학생 수는 <표 I-1>과 같다.

<표 I-1> 집단주의 성향 수준에 따른 통제/이질/동질 집단별 학생 수

통제 집단 이질 집단 동질 집단 계

집단주의 성향 상위(HC) 30 32 32 94

집단주의 성향 하위(LC) 32 30 32 94

전체 62 62 64 188

2.2 연구 설계와 연구 절차

이 연구는 통제, 이질, 동질 집단을 무선 배치하여 사전 사후 통제 집단 설계에 

따랐으며, 이 연구의 실험 설계  내용은 <그림 I-1>과 같다.

통제 집단 R O1 O2 O3 O4

이질 집단 R O1 O2 X O3 O4 O5

동질 집단 R O1 O2 X O3 O4 O5

R: 무선 배치
X: 협동학습
O1: 집단주의 성향 검사
O2: 과학 학습 동기, 과학 수업 환경에 대한 인식의 사전 검사
O3: 학업 성취도 검사
O4: 과학 학습 동기, 과학 수업 환경에 대한 인식의 사후 검사
O5: 협동학습에 대한 인식 검사와 일부 개별 면담

<그림 I-1> 연구의 실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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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실험 설계에 따른 본 연구의 절차는 <그림 I-2>와 같다. 과학 협동

학습에서 집단 구성에 대한 선행 연구와 개인주의-집단주의 이론을 고찰하고, 협동

학습 수업 지도안과 활동지, 역할표, 수업점검표 등의 학습 자료를 협동학습 관련 

선행 연구들(노태희 등, 2004; 한재영, 권은경, 노태희, 2004)에서 사용한 자료를 참

고하여 준비하였다. 이메일을 통하여 집단주의 성향 검사지 개발자와 연락하여 중

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한 검사지의 적용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집단

주의 성향 검사지를 선정하였다. 처치교사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두 차례 실시하

여 수업 진행 계획에 대하여 안내하고, 교사가 협동학습 방법에 익숙해지도록 하였

다.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집단주의 성향, 과학 학습 동기, 과학 수업 환경에 대한 

인식 검사를 사전 검사로 실시하였다. 소집단 편성 후, 협동학습반 학생들이 협동

학습에 익숙해지도록 협동학습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1차시, 지구과학 내용으로 

구성된 낱말 퍼즐 활동지를 사용하여 협동학습 연습을 1차시 실시하였다. 협동학습 

처치가 이루어진 12차시의 본 수업 기간 동안 연구자 2인이 참관하였다. 통제반 1

개 학급과 협동학습반 2개 학급은 교육경력 18년차의 물리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지도하였고, 통제반 1개 학급과 협동학습반 4개 학급은 교육경력 8년차의 화학교육

을 전공한 교사가 지도하였다. 교육 경험과 배경이 다른 두 교사가 지도하였기 때

문에 지도 교사의 지도 방식의 차이에 따른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교사에 따

른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연구자 2인이 처치 교사 2인의 오리엔테이션과 연습 

차시, 협동학습 본 수업을 참관하면서 협동학습이 협동학습 활동지와 수업 지도안

에서 계획한 내용과 시간대로 진행되는지를 점검하고 수업 후에는 처치 교사가 수

업하는 동안 어려움은 없었는지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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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지도안 / 학습 자료 준비

면담 전사, 결과 분석

오리엔테이션(1) / 연습(1)

수업 처치(12)

통제, 협동학습(이질/동질)

사후 검사, 면담

선행 연구 결과 검토

교과서 내용 분석

<검사지 개발과 선정>

 ∙ 집단주의 성향 검사지

 ∙ 학업 성취도 검사지

 ∙ 과학 학습 동기 검사지

 ∙ 과학 수업 환경에 대한 인식 

검사지

 ∙ 협동학습에 대한 인식 

검사지교사 workshop

사전 검사 / 조편성

<그림 I-2> 연구 절차

처치가 모두 끝난 후, 학업 성취도, 과학 학습 동기, 과학 수업 환경에 대한 인

식을 사후 검사로 실시하였다. 이때 협동학습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협동학습에 대

한 인식을 설문으로 조사하였으며, 협동학습 전반에 대한 인식을 심층적으로 알아

보기 위해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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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업 과정

본 수업은 중학교 1학년 ‘물질의 세 가지 상태’, ‘분자의 운동’, ‘상태 변화와 에

너지’ 단원에 대해 총 12차시 동안 진행되었다. 협동학습반에는 협동을 목표로 아

이디어와 학습 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강조되는 LT 모형(Johnson & Johnson, 1999;

Putnam, 1997)을 적용하여, 소집단별 토의 위주의 협동학습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통제반과 협동학습반의 활동지는 내용은 동일하되 형식상 차이가 있도록 구성

하였다. 통제반의 활동지(부록 Ⅰ-1)는 소제목을 생략하고 지시문은 일반적인 물음 

문제로 구성하였으며, 협동학습반의 활동지(부록 Ⅰ-2)는 간단히 토의할 수 있는 도

입 문제로 시작하여 ‘함께 실험하기’, ‘함께 정리하기’, ‘함께 적용하기’의 소제목으

로 나누어 구성하였고 지시문에 ‘함께 토의해서 기록’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학생들은 조장, 기록자, 질문자, 자료 관리자의 역할(부록 Ⅰ-3)을 매 차시마다 

바꾸어 가며 수행하였고, 토의를 통하여 활동지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았다. 학생

들은 토의하면서 해결되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은 부분을 질문 모음표(부록 Ⅰ-4)에 

적고 질문자가 교사에게 질문하였다. 토의 후에는 학생들의 발표와 교사의 정리로 

수업이 마무리되었다. 통제반의 수업은 교사 주도의 설명식 수업으로 진행되었고 

수업 시간이 남으면 학생들에게 수업에 사용된 활동지를 다시 보게 하거나 교과서

의 해당부분을 읽도록 하였다.

협동학습반과 통제반 모두 매 3차시마다 활동지와 유사한 문제로 개별 퀴즈를 

실시하였다. 협동학습반에서 조별로 학생 개인의 퀴즈 점수를 합산하여 조점수를 

부여하고 협동학습반의 조점수와 이전 퀴즈에 비하여 향상된 점수, 일등인 조이름

이 표시된 과학 신문(부록 Ⅰ-5)을 제작하여 학급별로 게시하였으며, 교사가 수업 

시작 전에 학생들에게 퀴즈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퀴즈 문제를 다시 점검하

였다. 통제반에서는 개별 퀴즈를 실시한 후 답을 불러주어 채점하게 하였을 뿐, 결

과에 대한 피드백은 주지 않았다.

2.4 검사 도구

(1) 집단주의 성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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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주의 성향 검사지는 collectivism scale(Han & Park, 1995) 15문항을 사용

하였다(부록 Ⅰ-6). 이는 Hui(1988)에 의해 정의된 친구와의 관계에서 알 수 있는 

집단주의의 특성을 모아 초등학교 고학년이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만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검사지 개발자와 의견을 교환하면서 적용 대상과 응답 방식

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5단계 리커트 척도 검사지

를 구성하였다. 물적․정신적 자원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지, 타인과 경쟁의식이 약

한지 등에 대한 질문(한규석, 오점조, 1993)을 통해 그러한 경향이 강할수록 집단주

의 성향이 큰 것으로 채점하였다. 그 결과 HC 수준 집단(M=3.73, SD=.19)과 LC

수준 집단(M=3.03, SD=.30)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S=23.03, F=365.84, p=.000). 이 연구에서 구한 내적 신뢰도(Cronbach's alpha)는 

.54였다.

(2) 학업 성취도 검사

학업 성취도 검사지는 이원 목표 분류틀에 따라 지식, 이해, 적용 영역 각각 6

문항, 7문항, 7문항씩,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문항은 5지 선다형 문항으

로 구성하였고, 특히 적용 영역은 5개의 보기 중에서 답을 고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도록 하였다. 이 검사지는 과학 교육 전문가 2인과 현직 과학 교사 2인으

로부터 안면 타당도를 검증받았으며, 검사의 Cronbach's alpha는 .90이었다.

(3) 과학 학습 동기 검사

과학 학습 동기 검사지는 주의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의 네 가지 하위 영

역으로 구성된 Course Interest Survey(Keller & Subhiyah, 1993)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단계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연

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사전 검사에서 전체와 하위 영역별로 각각 .93, .75,

.83, .66, .82이고, 사후 검사에서 각각 .94, .81, .85, .68, .8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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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학 수업 환경에 대한 인식 검사

과학 수업 환경에 대한 인식 검사는 Fraser와 Fisher(1986)에 의해 개발된 축소

형 Classroom Environment Scale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 도구는 관계 영역에서 참

여성, 친화성, 교사의 지원성, 개인 발달 영역에서 과제 지향성, 체제 지속과 체제 

변화 영역에서 질서와 조직성, 규칙의 명확성의 여섯 가지 하위 영역을 다루고 있

으며 각 하위 영역별로 4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단계 리커트 척도

를 사용하였고, 이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사전 검사에서 하위 영역별로 

각각 .61, .58, .54, .46, .71, .45이고 참여성을 제외한 전체 신뢰도는 .78이였으며, 사

후 검사에서는 각각 .54, .65, .63, .53, .66, .61이고, 참여성을 제외한 전체 신뢰도는 

.81이었다.

(5) 협동학습에 대한 인식 검사

협동학습에 대한 인식 검사지는 협동학습, 역할, 조활동 점검, 평가 방법, 토의

할 때 갈등에 대한 해결 방법, 협동이 잘 되거나 잘 안된 조원 등에 대한 질문의 

응답을 객관식 보기 중에서 고르거나 그 이유나 사례에 대하여 서술하는 형식으로 

구성하였다(부록 Ⅰ-7). 이 검사지는 과학교육 전문가 2인, 현직 과학 교사 2인, 과

학교육 전공 대학원생 6인 이상으로 구성된 소모임을 통해 수정, 보완 후 과학교육 

전문가 2인에게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2.5 면담 방법

면담은 미리 만들어진 질문지를 사용하되 질문하는 방식에 융통성을 갖는 반구

조화된 면담(이용숙, 김영천, 1998)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자 2인이 협동학습을 관찰

하면서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과학교육 전문가 2인, 현직 

과학 교사 2인, 과학교육 전공 대학원생 6인 이상으로 구성된 소모임을 통해 논의

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2회 반복하여 면담에 사용할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질문지에

는 처치 집단별로 협동학습에 대한 인식 검사의 단순 응답을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협동학습의 과정에서 고려한 조활동 목표와 개인적인 목표, 협동학습에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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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법에 대한 생각 등을 자세하게 묻는 질문도 포함시켰다. 실제 면담에서는 학

생의 답변 중에서 더 깊이 탐색하여야 할 부분에 대해 보충적인 질문을 해나가면

서 면담지를 체크리스트로 사용하여 빠진 항목들을 추가로 질문하는 방식으로 타

당도를 높이도록 했다(이용숙, 김영천, 1998).

면담 대상 학생은 집단주의 성향 검사 점수, 중간고사 과학 성적, 성별을 고려

하여 고르게 선정된 16명(A~P)이었고, 학생 개인 사정으로 면담을 충분히 하지 못

한 경우 2명(M2, H2)을 추가로 면담하여, 2인의 연구자가 각각 9명의 학생을 면담

하였다. 면담은 학생 개인 당 15~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면담 과정을 모두 녹음

했고, 면담 과정에서 나타난 외적인 상황이나 면담 대상의 특이한 행동이나 특징 

등을 관찰 노트에 기록했다.

2.6 분석 방법

학업 성취도 검사의 객관식 문항은 정답인 경우 1점으로, 객관식과 서술형 혼

합 문항(적용 영역)은 객관식 정답만 옳게 고른 경우 1점, 정답을 옳게 고르고 그렇

게 생각한 이유를 옳게 쓴 경우 2점으로 채점하였다. 서술형 내용의 채점에서는 분

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무작위로 선정된 답안지를 분석자 2인이 각각 채점하

고 비교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분석자간 일치도가 90%임을 확인한 후, 연구자 1인

이 최종적으로 모든 답안지를 채점하였다.

통계 분석은 수업 처치를 독립 변인으로 하고, 집단주의 성향 수준을 구획 변

인으로 하는 3×2 요인 방안에 의한 이원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업 성취도 

검사 점수는 중간고사 과학 성적을, 과학 학습 동기 검사와 과학 학습 환경에 대한 

인식 검사는 각각의 사전 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수업 처치의 상호작

용 효과가 있는 경우 단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집단주의 성향 수준별로 일원 공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사후검증은 LSD로 실시하였다. 과학 학습 동기 검사

에서 등회귀선 가정이 만족되지 않는 ‘과학 학습 동기 전체’, ‘관련성’, ‘만족감’ 영

역에 대해서는 이원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과학 수업 환경에 대한 인식 검사 중 

‘참여성’ 영역은 집단간 동질성 검사를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점수 차이가 나타나서(MS=16.76, F=3.792, p=.024)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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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이 동질하지 않아 통계 처리에 한계가 있어서 결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협동

학습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객관식 문항은 집단주의 성향 수준별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의 다섯 개의 보기로 되어 있는 것을 이 논문의 본문에서 해석을 제시

할 때는 긍정의 의미인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는 ‘그렇다’로 묶는 방식으로, ‘그렇

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의 세 개의 경우로 나누어 기술하였으며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서술형 문항은 학생들의 응답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유사한 

응답 예를 모아 1차 분류하고, 분류한 응답 예를 기준으로 다시 학생들의 응답을 

사례별로 분류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에는 SPSS 16.0과 SAS 9.3 통계 패키지를 사

용하였다.

면담이 끝난 후에 녹음 자료와 관찰 노트를 바탕으로 전사본을 작성했다. 전사

본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처치 집단별로 협동학습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점이 있

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학생과의 면담 사례 중에 나오는 학생들의 이름은 

가명으로 제시하였다.

3. 연구 결과와 논의

3.1 통계 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 검토

세 집단(통제, 이질, 동질)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간고사 과학 성적과 

사전 검사 점수들에 대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일원변량분석의 기본 가정인 정상성과 동변량성을 확인하였다. 일원변량분석 

결과(표 I-2), 세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서 동질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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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2> 중간고사 과학 성적, 사전 검사 점수들에 대한 통제/이질/동질 집단 

간 동질성 검사 결과

변  량  원 SS df MS F p

중간고사 과학 성적 575.256 2 287.628 .666 .515

과학 학습 동기 .161 2 .081 .247 .782

주의집중 1.773 2 .887 2.250 .108

관련성 .509 2 .254 .515 .598

자신감 .405 2 .203 .601 .549

만족감 .209 2 .104 .228 .796

과학 수업 환경에 대한 인식 .630 2 .315 1.465 .234

친화성 2.481 2 1.240 2.147 .120

교사의 지원성 2.666 2 1.333 2.911 .057

과제 지향성 .359 2 .180 .445 .641

질서와 조직성 1.781 2 .890 1.554 .214

규칙의 명확성 .136 2 .068 .167 .847

결과에 대한 통계 분석을 위해 모수 통계의 기본 가정을 검토하였다. 공변량 

분석의 기본 가정인 정상성을 확인하기 위해 각 종속 변인에 대한 Kolmogorov-

Smirnov 검증을 실시하여 각 종속 변인의 정상성을 확인하였다(p>.05). 집단 간의 

동변량성을 확인하기 위해 각 종속 변인에 대한 Bartlett-Box F 검증을 실시하여 각 

집단 간의 동변량성(표 I-3)을 확인하였다. 등회귀선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수업 처

치와 구획, 공변인 사이의 상호작용을 검증한 결과, 과학 학습 동기, 관련성, 만족

감을 제외하고 회귀 계수의 동질성(표 I-4)을 확인하였다. 과학 학습 동기, 관련성,

만족감 검사 점수는 등회귀선 가정이 만족되지 않았으나 사전 검사 점수에서 차이

가 없었기 때문에(표 I-2) 이원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 70 -

<표 I-3> 공변량 분석을 위한 사후 검사 점수들의 동변량성 검증 결과

영     역 Bartlett-Box F p

학업 성취도 F(5,42502) = .352 .881

지  식 F(5,42502) = .529 .754

이  해 F(5,42502) = .559 .731

적  용 F(5,42502) = .304 .911

과학 학습 동기 F(5,42502) = .599 .701

주의집중 F(5,42502) = 1.613 .153

관련성 F(5,42502) = .541 .745

자신감 F(5,42502) = .579 .716

만족감 F(5,42502) = .721 .607

과학 수업 환경에 대한 인식 F(5,42502) = .233 .948

친화성 F(5,42502) = .166 .975

교사의 지원성 F(5,42502) = 1.053 .385

과제 지향성 F(5,42502) = .641 .669

질서와 조직성 F(5,42502) = .830 .528

규칙의 명확성 F(5,42502) = .929 .461

<표 I-4> 공변량 분석을 위한 사후 검사 점수들의 등회귀선 검증 결과 

영    역 SS df MS F p

학업 성취도 48.20 2 24.10 .56 .572

지  식 1.81 2 .91 .34 .713

이  해 5.56 2 2.78 .68 .509

적  용 11.87 2 5.94 .47 .627

과학 학습 동기 2.41 2 1.21 3.60 .029

주의집중 1.45 2 .72 1.48 .229

관련성 3.92 2 1.96 4.24 .016

자신감 1.86 2 .93 3.01 .052

만족감 2.91 2 1.45 3.10 .048

과학 수업 환경에 대한 인식 1.07 2 .54 2.06 .131

친화성 3.79 2 1.89 2.92 .056

교사의 지원성 1.94 2 .97 2.01 .137

과제 지향성 1.00 2 .50 1.23 .294

질서와 조직성 .27 2 .13 .27 .765

규칙의 명확성 .69 2 .35 .66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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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사후 검사 점수들 사이의 상관 계수를 조사하여 공변인과 종속변인 사이

의 선형 상관이 존재하는 지를 확인하였다. <표 I-5>에 변인들 사이의 상관계수를 

제시하였다. 공변인으로 사용한 사전 검사 점수들은 모두 해당하는 종속변인과 모

두 .30 이상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표 I-5> 공변량 분석을 위한 사전․사후 검사 점수들 사이의 상관관계 

사전 검사

사후 검사

중간
고사
과학
성적

과학
학습
동기

주의
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

과학

수업

환경

친화성
교사

지원

과제

지향성
질서와 
조직성

규칙의

명확성

학업 성취도 .808** .373** .210** .362** .322** .393** .11 .021 .206** .187* -.039 .017

  지  식 .710** .331** .133 .306** .330** .375** .06 .011 .124 .123 -.046 .008

  이  해 .713** .276** .149* .278** .224** .297** .054 -.015 .188** .105 -.057 -.023

  적  용 .758** .378** .242** .368** .313** .383** .144* .042 .216** .228** -.019 .04

과학학습동기 .211** .634** .481** .594** .559** .577** .396** .294** .368** .197** .141 .334**

  주의집중 .062 .464** .511** .391** .338** .390** .358** .280** .350** .097 .152* .318**

  관련성 .222** .595** .420** .618** .532** .501** .310** .258** .235** .147* .134 .262**

  자신감 .283** .595** .330** .561** .609** .576** .350** .259** .329** .230** .069 .302**

  만족감 .193** .589** .424** .530** .516** .580** .385** .245** .392** .229** .133 .303**

과학 수업 환경 .055 .432** .399** .384** .355** .376** .416** .392** .297** .286** .186* .221**

  친화성 -.035 .353** .346** .313** .286** .297** .384** .508** .269** .170* .171* .129

  교사지원 .167* .471** .457** .408** .362** .423** .325** .241** .478** .182* .034 .163*

  과제 지향성 .185* .341** .261** .327** .305** .300** .249** .168* .100 .327** .116 .136

  질서와 조직성 -.148* .089 .084 .089 .088 .055 .248** .205** -.009 .156* .381** .059

  규칙의 명확성 .055 .291** .273** .242** .233** .272** .268** .240** .210** .207** -.038 .304**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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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학업 성취도 검사 점수의 평균, 표준 편차, 교정 평균을 <표 I-6>에 제시하였

다. 이원 공변량 분석 결과, 학업 성취도에서 수업 처치의 주효과와 수업 처치와 

집단주의 성향 수준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5)(표 

I-7, 그림 I-3). 집단주의 성향 수준별로 일원 공변량 분석을 통한 단순 효과 검증 

결과, HC 수준의 세 집단 간 점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고(MS=1.59, F=.12,

p=.884) LC 수준의 세 집단 간에 유의미한 점수 차이가 있었다(MS=100.26, F=6.47,

p=.002). 사후 검증 결과, 동질 집단의 교정 평균(18.26)이 이질 집단의 교정 평균

(14.68)보다 높았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1). 또한, 통제 집단

의 교정 평균(16.81)과 이질 집단의 교정 평균(14.68)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였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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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6> 집단주의 성향 수준에 따른 통제/이질/동질 집단의 학업 성취도 검사 

점수의 평균, 표준 편차, 교정 평균 

통제 집단(n=62) 이질 집단(n=62) 동질 집단(n=64) 전체(N=188)

M (SD) Adj. M M (SD) Adj. M M (SD) Adj. M M (SD) Adj. M

학업 성취도(27)

HC1 16.77(6.00) 17.09 16.28(5.95) 17.39 17.53(6.41) 17.53 16.86(6.08) 17.34

LC2 18.31(6.88) 16.81 14.93(7.25) 14.68 17.94(6.63) 18.26 17.11(7.01) 16.63

전체 17.57(6.47) 16.96 15.63(6.59) 16.08 17.73(6.47) 17.90 16.98(6.54) 16.99

지식(6)

HC 4.40(1.52) 4.47 4.25(1.44) 4.49 4.31(1.80) 4.31 4.32(1.58) 4.42

LC 4.69(1.71) 4.36 3.90(1.77) 3.85 4.53(1.52) 4.60 4.38(1.69) 4.28

전체 4.55(1.62) 4.42 4.08(1.60) 4.18 4.42(1.66) 4.46 4.35(1.63) 4.35

이해(7)

HC 4.50(2.00) 4.59 4.50(1.92) 4.80 4.75(2.00) 4.75 4.59(1.95) 4.72

LC 5.03(1.79) 4.62 3.97(2.39) 3.90 4.63(2.03) 4.71 4.55(2.10) 4.42

전체 4.77(1.89) 4.61 4.24(2.16) 4.36 4.69(2.00) 4.73 4.57(2.02) 4.57

적용(14)

HC 7.87(3.18) 8.03 7.53(3.47) 8.10 8.47(3.35) 8.47 7.96(3.33) 8.20

LC 8.59(3.89) 7.83 7.07(3.68) 6.94 8.78(3.63) 8.95 8.17(3.77) 7.93

전체 8.24(3.56) 7.93 7.31(3.55) 7.53 8.63(3.47) 8.71 8.06(3.55) 7.07
1 집단주의 성향 상위, 2 집단주의 성향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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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7> 집단주의 성향 수준에 따른 통제/이질/동질 집단의 학업 성취도 검사 

점수에 대한 이원 공변량 분석 결과

Source of variation SS df MS F p

학업 성취도

Treatment 108.79 2 54.39 3.85 .023

Level 26.22 1 26.22 1.86 .175

Treatment×Level 97.60 2 48.80 3.46 .034

지식

Treatment 3.02 2 1.51 1.16 .317

Level 1.14 1 1.14 .87 .352

Treatment×Level 6.92 2 3.46 2.66 .073

이해

Treatment 4.72 2 2.36 1.19 .306

Level 4.23 1 4.23 2.13 .146

Treatment×Level 8.48 2 4.24 2.14 .121

적용

Treatment 46.08 2 23.04 4.47 .013

Level 3.99 1 3.99 .77 .380

Treatment×Level 21.10 2 10.55 2.04 .132

<그림 I-3> 집단주의 성향 수준에 따른 통제/이질/동질 집단의

학업 성취도 검사 점수의 교정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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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주의 성향이 낮은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에서는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

이 불일치하여 집단의 성과가 낮다는 보고(Kirkman & Shapiro, 2001)와는 달리, 동

질 집단의 LC 수준 학생들의 경우 개인의 성취와 집단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개인

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일치했기 때문에 학업 성취도가 높게 나온 것으로 생각

된다. 또한, 개인주의 성향이 높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집단주의 성향이 높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보다 학업 면에서 더 경쟁적이라는 선행 연구(Dabul, Bernal, &

Knight, 1995; Triandis, 1995)에서와 같이, 동질 집단의 LC 수준 학생들이 개인의 

성취를 위하여 더욱 경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과 같은 동질 집단 학생들과의 

면담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다.

학생 M (동질 집단, LC 수준, 성취 수준 상위, 남학생)

면 담 자 조 전체의 목표는 뭐였어요?

학 생 M 그 1등해 보는 거.

면 담 자 협동학습하면서 개인적인 어떤 목표가 있었나요?

학 생 M 아니요. 그냥 뭐 1, 2등….

학생 E (동질 집단, HC 수준, 성취 수준 상위, 남학생)

면 담 자 조 전체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학 생 E 저는 대개 공부를 위해서라고도 생각하고요. 친구들끼리 더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계
기가 될 거라고도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토론하면서 하는 과목은 요번에 과학만 하
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거 같아요.

면 담 자 협동학습을 할 때 학생만의 개인적인 목표가 있었나요?

학 생 E 저는 그냥 작게 보면 우리 팀이 더 잘해서 조 형성 점수를 최고로 올려가지고 백점
을 맞고 그런 쪽으로도 있고요. 좀 더 못하는 애들 끌어주고 해보고 싶은데 제가 솔
직히 그럴 처지가 못 되요. 공부를 못해서.

이질 집단에서 집단주의 성향 수준별로 학업 성취도 검사 점수에 대한 일원 공

변량 분석을 한 결과, HC 수준 집단의 교정 평균(17.39)보다 LC 수준 집단의 교정 

평균(14.68)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MS=106.71, F=5.97, p=.018). 이

러한 결과는 이질 집단에서 HC 수준 학생들과 LC 수준 학생들 간의 조의 목표가 

불일치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HC 수준 학생들은 협동과 유대감을 중요

시하는 반면, LC 수준 학생들은 HC 수준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협동보다는 

경쟁과 성취를 중요시(Kirkman & Shapiro, 2001)하므로, 이들이 이질 집단 내에서 



- 76 -

서로 다른 조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학습할 때 HC 수준 학생들보다는 LC 수준 학

생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은 이질 집단 학생들

과의 면담 사례이다.

학생 J (이질 집단, LC 수준, 성취 수준 하위, 남학생)

면 담 자 협동학습하면서 우리는 이걸 목표로 하자 이런 거 있었어요?

학 생 J 그런 거 안 짰어요.

면 담 자 과학시간에 협동학습하면서 개인적인 목표는 무엇이었어요?

학 생 J 과학 점수 많이 올리겠다고.

학생 B (이질 집단, HC 수준, 성취 수준 중하위, 남학생)

면 담 자 조 전체의 목표가 무엇이었어요?

학 생 B 어, 협동심 같은 거 기르기? 그런 것 같은데.

면 담 자 그러면 과학 수업 시간에 협동학습 할 때 학생의 개인적인 목표는 뭐였죠?

학 생 B 시험 잘 보는 거요.

한편, 이질 집단의 LC 수준 학생의 교정 평균(14.68)이 통제 집단의 LC 수준 

학생의 교정 평균(16.81)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이질 집단의 LC 수

준 학생들은 서로 다른 성향의 HC 수준 학생들과 협동학습을 하면서 서로 다른 

조의 목표를 가지고 학습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비해, 교사 

주도의 설명식 수업으로 학습한 통제 집단의 LC 수준 학생들은 이러한 어려움이 

없이 개별학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로 볼 때 이질 집단의 LC 수준 

학생의 경우에는 집단주의 성향에 따라 이질적으로 조편성을 한 것이 오히려 학생

들의 학습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화성과 같은 인성이 자아 효능감이나 

구성원 간의 화합도(compatibility)와 같은 매개 변인을 통하여 수행 결과에 기여할 

수 있다(한재영, 2003; Bowers, Pharmer, & Salas, 2000)고 제안되었던 점을 고려하

여, 이질 집단의 LC 수준 학생들의 소집단 내 상호작용 과정을 분석하여 협동학습 

상황에서 집단주의 성향과 같은 심리적 속성과 이들 변인의 관계를 탐색하거나 학

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변인을 찾아 볼 필요가 있다.

또한, HC 수준 학생들의 경우 세 집단 간 학업 성취도 점수의 차이가 유의미

하지 않았는데(MS=1.59, F=.12, p=.884), 이는 집단주의 성향의 구성원들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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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이 더욱 생산적이고 집단의 성과가 높다는 연구(Eby & Dobbins, 1997;

Kirkman & Shapiro, 2001)와는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의 집단주의 성향 수준에 따라 조를 구성했을 때의 인지적 효

과가 동질 집단과 이질 집단에서 상이하였고 HC 수준의 세 집단의 경우도 선행연

구와 달랐으므로, 학습 과정에서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세밀하게 조사함으로써 

이러한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학업 성취도의 하위 범주별로 살펴본 결과, 지식과 이해 영역에서는 수업 처치

의 주효과가 없었고 수업 처치와 집단주의 성향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가 없었으며,

적용 영역에서 수업 처치의 주효과가 나타났다(p<.05). 사후 검증 결과, 동질 집단

의 교정 평균(8.71)이 이질 집단의 교정 평균(7.53)에 비해 높았으며, 그 차이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5). 적용 영역에서 수업 처치와 집단주의 성향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공동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이 서

로 도우며 학습하는 협동학습 과정에서, HC 수준 학생들이나 LC 수준 학생들 모

두 동질 집단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목표와 조의 목표에 대한 성향이 일치

되는 동질 효과(homogeneity effect; Bowers et al., 2000)에 의해 적용 영역이 높아

졌을 가능성이 있다(한재영, 2003). 또한, 처치 집단과 통제 집단에서 사용한 활동지

의 내용은 같았지만 학생들 간의 토의 활동 여부와 퀴즈에 대한 피드백의 제공 여

부가 달랐던 점이 지식과 이해 영역보다 적용 영역의 향상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

다.

3.3 과학 학습 동기에 미치는 효과

과학 학습 동기 검사 점수의 평균, 표준 편차, 교정 평균은 <표 I-8>과 같다.

이때 이원 공변량 분석을 한 영역에 대해서는 평균, 표준 편차, 교정 평균을, 등회

귀선 가정을 만족하지 않아 이원 변량 분석을 한 영역에 대해서는 평균과 표준 편

차를 제시하였다. 이원 공변량 분석 결과, 자신감 영역에서 수업 처치의 주효과가 

있었으며(p<.05), 수업 처치와 집단주의 성향 수준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표 I-9). 사후 검증 결과, 자신감 영역은 이질 집단의 교정 평균(3.70)이나 동질 집

단의 교정 평균(3.70)이 통제 집단의 교정 평균(3.52)보다 높았으며, 그 차이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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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5). 즉, 집단주의 성향 수준을 고려한 소집단 구성 방법과 

무관하게 협동학습이 학생들의 자신감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8> 집단주의 성향 수준에 따른 통제/이질/동질 집단의 과학 학습 동기 검

사 점수의 평균, 표준 편차, 교정 평균

통제 집단(n=62) 이질 집단(n=62) 동질 집단(n=64) 전체(N=188)

M (SD) Adj. M M (SD) Adj. M M (SD) Adj. M M (SD) Adj. M

과학 학습 동기 전체1

HC2 3.40(.51) - 3.79(.62) - 3.84(.64) - 3.68(.62) -

LC3 3.51(.58) - 3.50(.52) - 3.47(.53) - 3.50(.54) -

전체 3.46(.55) - 3.65(.59) - 3.66(.61) - 3.59(.59) -

주의 집중

HC 3.21(.67) 3.26 3.67(.69) 3.56 3.63(.80) 3.55 3.51(.74) 3.46

LC 3.13(.69) 3.22 3.21(.70) 3.25 3.33(.48) 3.33 3.22(.63) 3.27

전체 3.17(.68) 3.24 3.45(.73) 3.41 3.48(.67) 3.44 3.37(.70) 3.37

관련성1

HC 3.47(.67) - 3.84(.75) - 3.99(.74) - 3.77(.75) -

LC 3.67(.63) - 3.61(.60) - 3.49(.63) - 3.59(.62) -

전체 3.57(.65) - 3.73(.69) - 3.74(.73) - 3.68(.69) -

자신감

HC 3.47(.48) 3.46 3.78(.56) 3.78 3.81(.63) 3.73 3.69(.58) 3.66

LC 3.65(.59) 3.58 3.58(.52) 3.62 3.55(.55) 3.67 3.59(.55) 3.62

전체 3.56(.54) 3.52 3.68(.545) 3.70 3.68(.60) 3.70 3.64(.56) 3.64

만족감1

HC 3.44(.55) - 3.85(.76) - 3.92(.69) - 3.74(.70) -

LC 3.58(.73) - 3.57(.63) - 3.52(.68) - 3.56(.68) -

전체 3.51(.65) - 3.72(.71) - 3.72(.71) - 3.65(.69) -
1 등회귀선 가정을 만족하지 않아 이원 변량 분석하였음.
2 집단주의 성향 상위, 3 집단주의 성향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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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9> 집단주의 성향 수준에 따른 통제/이질/동질 집단의 과학 학습 동기 검

사 점수에 대한 이원 (공)변량 분석 결과

Source of variance SS df MS F P

과학 학습 동기1

Treatment 1.560 2 .780 2.39 .094

Level 1.520 1 1.520 4.67 .032

Treatment×Level 2.058 2 1.029 3.16 .045

주의집중

Treatment 1.40 2 .70 1.97 .142

Level 1.57 1 1.57 4.42 .037

Treatment×Level .57 2 .29 .81 .449

관련성1

Treatment 1.087 2 .544 1.19 .306

Level 1.442 1 1.442 3.16 .077

Treatment×Level 3.903 2 1.952 4.28 .015

자신감

Treatment 1.32 2 .66 3.41 .035

Level .04 1 .04 .23 .635

Treatment×Level .62 2 .31 1.59 .207

만족감1

Treatment 1.754 2 .877 1.90 .153

Level 1.484 1 1.484 3.21 .075

Treatment×Level 2.481 2 1.240 2.68 .071
1 이원 변량 분석

이는 유화성에 따른 집단 구성 연구(한재영, 2003)에서 통제 집단에 비해 유화

성 이질 집단과 동질 집단에서 자신감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결

과이다. 이 연구에서 협동학습을 통해 자신감이 높아진 것은, 자신의 생각을 자유

롭게 이야기하면서 과학 시간에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거나, 토의

할 때 다른 의견을 말하더라도 서로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

은 학생들과의 면담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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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C (이질 집단, HC 수준, 성취 수준 상위, 여학생)

면 담 자 협동학습에서 좋았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학 생 C 음 그냥…(잠시 망설임) 선생님한테 배우기 전에 먼저 서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그
런 과정을 거쳐서 선생님한테 배우니까, 자기 의견도 말 할 수 있는…. 좀 더 그러니
까 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학생 E (동질 집단, HC 수준, 성취 수준 상위, 남학생)

면 담 자 토의할 때 무시하거나 하는 일이 있었어요?

학 생 E 무시한다기보다 그냥 서로 얘기하는게 대립되면 내 생각은 이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바로 막 무시한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이원 변량 분석 결과, 과학 학습 동기 전체와 관련성 영역에서 상호작용 효과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표 I-9). 단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집단주의 성향 수

준별로 일원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HC 수준에서 세 집단 간 점수 차이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였다(전체: MS=1.77, F=4.79, p=.009, 관련성: MS=2.17, F=4.13,

p=.019). 사후 검증 결과, 통제 집단과 이질 집단의 점수 차이(전체: p=.013, 관련성:

p=.048), 통제 집단과 동질 집단의 점수 차이(전체: p=.005, 관련성: p=.006)가 유의

미하였다.

학생이 갖는 학습 동기는 학생이 학습 활동이나 학습 과정과 관련하여 학생 자

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와 관련된다(Ames, 1992). HC 수준 학생들은 협동학습을 

하면서 자신이 조 활동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과학 수업이 자신의 목

표나 동기와 관련이 있고 협동학습 활동이 자신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하므로 과학 

학습 동기가 향상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학생들과의 면담 사례이다.

학생 B (이질 집단, HC 수준, 성취 수준 중하위, 남학생)

면 담 자 토의를 안 했는데도 공부가 잘 되었나요?

학 생 B 그냥 선생님이 설명해주시는 거 듣고 애들한테 그냥 물어보거나 이런 거…. 토의는 
잘 안 됐는데.

면 담 자 그러면 그것을 '협동이 잘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학 생 B 어…, 그래도 모르는 거는 잘 가르쳐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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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 (동질 집단, HC 수준, 성취 수준 상위, 남학생)

면 담 자 학생은 장차 뭐가 되고 싶다거나 하는 목표가 있나요?

학 생 E 네, 그런 목표가 있기는 한데요. 그게 지금 이렇게 조. 팀 짜서 하는 게 그런 거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될 거 같고 … (중략) …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친구들끼리 생각
하면서 할 수 있어서 오히려 장래에 제가 꿈이 과학고 특목고 그런 쪽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친구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해서 오히려 더 좋은 거 같아요.

LC 수준의 경우 과학 학습 동기 전체(MS=.01, F=.04, p=.957)와 관련성(MS=.29,

F=.74, p=.480)뿐만 아니라 주의 집중(MS=.09, F=.30, p=.744), 자신감(MS=.07, F=.41,

p=.667), 만족감(MS=.03, F=.07, p=.931) 영역에서 세 집단 간의 점수 차이가 유의미

하지 않았으므로, 협동학습에서 LC 수준 학생들의 과학 학습 동기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4 과학 수업 환경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효과

과학 수업 환경에 대한 인식 검사 점수의 평균, 표준 편차, 교정 평균은 <표 

I-10>과 같다. 이원 공변량 분석 결과, 과학 수업 환경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수업 

처치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고(p<.05), 수업 처치와 집단주의 성향 수준 사이의 상

호작용 효과는 없었다(표 I-11). 사후 검증 결과, 동질 집단의 교정 평균(3.44)이 통

제 집단의 교정 평균(3.21)에 비해 높았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01). 즉, 동질 집단의 경우 과학 협동학습이 집단주의 성향 수준과는 무관하게 

학생들의 과학 수업 환경에 대한 인식에 대체로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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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10> 집단주의 성향 수준에 따른 통제/이질/동질 집단의 과학 수업 환경에 

대한 인식 검사 점수의 평균, 표준 편차, 교정 평균

통제 집단(n=62) 이질 집단(n=62) 동질 집단(n=64) 전체(N=188)

M (SD) Adj. M M (SD) Adj. M M (SD) Adj. M M (SD) Adj. M

과학 수업 환경에 대한 인식 전체

HC1 3.19(.44) 3.20 3.52(.49) 3.48 3.58(.51) 3.51 3.44(.51) 3.40

LC2 3.16(.52) 3.21 3.18(.47) 3.21 3.35(.50) 3.36 3.23(.50) 3.27

전체 3.18(.48) 3.21 3.35(.51) 3.35 3.47(.52) 3.44 3.33(.51) 3.34

친화성

HC 3.01(.74) 3.08 3.73(.71) 3.64 3.84(.78) 3.68 3.54(.82) 3.47

LC 2.99(.81) 3.04 3.13(.71) 3.25 3.39(.74) 3.41 3.17(.77) 3.24

전체 3.00(.77) 3.06 3.44(.77) 3.45 3.62(.79) 3.54 3.36(.81) 3.36

교사의 지원성

HC 3.30(.62) 3.32 3.73(.67) 3.67 3.86(.77) 3.79 3.64(.73) 3.60

LC 3.31(.70) 3.44 3.37(.52) 3.36 3.51(.71) 3.49 3.39(.65) 3.43

전체 3.30(.66) 3.38 3.55(.62) 3.52 3.68(.76) 3.64 3.52(.70) 3.52

과제 지향성

HC 3.59(.55) 3.54 3.63(.67) 3.63 3.73(.73) 3.71 3.65(.65) 3.63

LC 3.59(.59) 3.62 3.31(.64) 3.35 3.57(.61) 3.57 3.49(.62) 3.52

전체 3.59(.56) 3.58 3.48(.67) 3.50 3.65(.67) 3.64 3.57(.64) 3.58

질서와 조직성

HC 2.83(.57) 2.87 2.92(.66) 2.88 2.84(.70) 2.79 2.86(.64) 2.85

LC 2.71(.78) 2.76 2.80(.74) 2.77 2.80(.79) 2.82 2.77(.76) 2.79

전체 2.77(.68) 2.81 2.86(.70) 2.83 2.82(.74) 2.81 2.82(.70) 2.82

규칙의 명확성

HC 3.23(.73) 3.22 3.59(.78) 3.57 3.62(.67) 3.59 3.48(.74) 3.46

LC 3.21(.83) 3.20 3.28(.58) 3.32 3.48(.66) 3.51 3.32(.70) 3.34

전체 3.22(.77) 3.21 3.44(.70) 3.45 3.55(.66) 3.55 3.40(.72) 3.40
1 집단주의 성향 상위, 2 집단주의 성향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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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11> 집단주의 성향 수준에 따른 통제/이질/동질 집단의 과학 수업 환경에 

대한 인식 검사 점수에 대한 이원 공변량 분석 결과

Source of variance SS df MS F P

과학 수업 환경에 대한 인식 전체

Treatment 1.70 2 .85 4.08 .018

Level 83 1 .83 4.02 .047

Treatment×Level 60 2 .30 1.45 .237

친화성

Treatment 8.10 2 4.05 9.09 .000

Level 2.47 1 2.47 5.55 .020

Treatment×Level .93 2 .47 1.05 .352

교사의 지원성

Treatment 2.08 2 1.04 2.90 .057

Level 1.24 1 1.24 3.45 .065

Treatment×Level 1.92 2 .96 2.67 .072

과제 지향성

Treatment .70 2 .35 .96 .385

Level .55 1 .55 1.50 .222

Treatment×Level .97 2 .49 1.33 .267

질서와 조직성

Treatment .01 2 .01 .02 .984

Level .16 1 .16 .36 .549

Treatment×Level 21 2 .10 .24 .788

규칙의 명확성

Treatment 3.86 2 1.93 4.17 .017

Level .63 1 .63 1.35 .246

Treatment×Level .45 2 .23 .49 .613

하위 범주별로 조사한 결과, 친화성 영역에서 수업 처치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p＜.01). 사후 검증 결과, 이질 집단의 교정 평균(3.45)과 동질 집단의 교정 평균

(3.54)이 통제 집단의 교정 평균(3.06)에 비해 높았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였다(p＜.01). 즉, 학생들은 과학 협동학습을 통하여 조원들과 사이가 좋아졌고 

서로 더 잘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과의 면담에서 조원들과 친근하다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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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질 집단에서 HC 수준 학생의 경우에는 학습관련 대

화 이외에도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친근감이 커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

고, 동질 집단에서 LC 수준 학생의 경우에는 활동지 작성을 위하여 맡은 역할에 

충실하면서 학습 위주의 대화가 많이 이루어졌을 때 서로 친해졌다고 생각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H (동질 집단, HC 수준, 성취 수준 중하위, 여학생)

면 담 자 조원 4명의 마음이 잘 맞았어요?

학 생 H 네, 잘 맞았어요.

면 담 자 평소에 친했던 친구들이었나요?

학 생 H 다희는 친하지 않았는데요, 나인이랑 가운이랑 친했어요.

면 담 자 조 활동을 하면서 모두 친해진 것이로군요?

학 생 H 네, 다희랑은 말 자체를 많이 안하고 인사정도만 하는 사이였는데, 조 활동을 하면서 
말을 조금씩 하게 되었어요.

학생 O (동질 집단, LC 수준, 성취 수준 상위, 여학생)

면 담 자 조원 4명의 마음이 잘 맞았어요?

학 생 O 그런 것 같아요, 좀….

면 담 자 마음이 잘 맞게 될 때까지 어떤 노력을 했어요?

학 생 O 처음에는 다 이렇게 친하지 않아가지고요. 의견도 잘 안 맞고 그냥 의견 별로 안 얘
기하고 하면서 했는데, 뒤로 갈수록 점점 막 자기 의견 제대로 얘기하고, 기록자는 그
거에 따라서 분석해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잘 된 거 같아요.

면 담 자 협동학습 하기 전 조활동과 이번에 했던 조활동과는 어떤 점이 달랐나요?

학 생 O 예전에 조활동은 잠시잠시 하는 거여가지고 애들끼리 친근감을 하나도 못 느꼈는데 
요번에는 친근감도 느끼고…, 계속 똑같은 조니까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 알게 
되서 더 좋은 거 같아요, 이게.

또한, 규칙의 명확성 영역에서 수업 처치의 주효과가 나타났다(p＜.05). 사후 검

증 결과, 동질 집단의 교정 평균(3.55)이 통제 집단의 교정 평균(3.21)보다 높았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1). 즉, 동질 집단 학생들은 과학 수업 시

간의 규칙이 명확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뜻한다. 집단주의자들은 규범을, 개인주

의자들은 규범보다 개인의 사고방식이나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Triandis, 1995). 이처럼, 동질 집단에서 HC 수준 학생의 경우는 학습에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규칙이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반면, 동질 

집단에서 LC 수준 학생의 경우는 협동학습에서의 조 활동 규칙을 책임감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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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야 할 것(Chen et al., 1998)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학생들과의 

면담 사례이다.

학생 H2 (동질 집단, HC 수준, 성취 수준 하위, 여학생)

면 담 자 협동학습 하기 전 과학 수업에서 조 활동할 때 조 활동 규칙 같은 것이 있었나요?

학생H 2 그런 거 없고. 그냥 실험 시간에 이런 거 있으면 뜨거우니까. 그냥 조심하라고 그런 
말 밖에 안 해요.

면 담 자 지금처럼 조 활동 규칙이 있는 것은 도움이 되었나요?

학생H 2 네. 자료 찾고 아이들하고 얘기하면 모르는 것도 알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또, … 조
원끼리 서로 모르는 것에 대해 질문도 하고….

학생 O (동질 집단, LC 수준, 성취 수준 상위, 여학생)

면 담 자 조활동 규칙이 필요했나요?

학 생 O 네, 웬만하면 애들이 이거(조활동 점검표) 제대로 체크할려고라도 해서 조활동 규칙 
웬만하면 잘 지키려고 했어요.

한편, 이질 집단의 경우 HC 수준보다 LC 수준의 학업 성취도 점수가 낮았던 

것은 이질 집단에서 집단주의 성향 수준에 따른 과제 지향성 영역 점수에 대한 일

원 변량 분석 결과, LC 수준의 점수(교정 평균, 3.35)가 HC 수준의 점수(교정 평균,

3.63)보다 낮은 경향성(p=.101)이 있는 것과 대체로 일치한다. 이는 이질 집단에서 

LC 수준 학생들이 HC 수준 학생들보다 협동학습 활동지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 관

련 대화를 더 적게 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친화성 영역에서 이질 집단에서 

HC 수준 학생의 교정 평균(3.64)보다 LC 수준 학생의 교정 평균(3.25)이 낮았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므로(MS=5.59, F=11.11, p=.001), 이질 집단에서 LC

수준 학생들은 조원들 간의 친근감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상호작용보다는 부정

적인 상호작용이 많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서는 협동학습을 하는 동안 학생들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3.5 협동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두 처치 집단의 협동학습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표 I-12>에 제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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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협동학습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집단주의 성향 수준에 관계없

이 거의 비슷했다. 협동학습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과

학, 수학, 사회 등의 수업에서 조활동을 했었다고 답했으나 이 연구와 같은 협동학

습을 경험한 학생은 극소수였다.

협동학습을 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보다 협동학습을 하고 난 후 협동학습

이 ‘좋아졌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집단주의 성향 수준과 무관하게 모두 증가

(HC: 53.1%→70.4%, LC: 38.7%→53.3%)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협동학습이 ‘싫어

졌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23.9%)도 증가했는데, 특히 이질 집단에서 LC 수준 학

생의 경우에 ‘싫어졌다’는 응답 비율(43.3%)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질 집단에서 

LC 수준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HC 수준 학생의 학업 성취도보다 낮게 나온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협동학습이 처음보다 ‘좋아졌다’고 응답한 경우, 학생들은 스스

로 평가를 하거나 규칙을 정하여 활동한 점 등이 좋았다고 했고, 이에 비해 협동학

습이 처음보다 ‘싫어졌다’고 응답한 경우는 말하기가 힘들고 귀찮아졌다거나 계속

하니까 지루함을 느낀 점 등의 이유를 들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역할은 자료관리자(36.5%), 기록자(31.7%), 조장(23.8%), 질문

자(7.9%)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관리자’가 좋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실험기구를 먼

저 만질 수 있고 조원의 참여도를 평가하여 스티커를 주는 일이 좋았다고 했으며,

‘기록자’가 좋다고 한 경우는 기록을 하면 공부가 잘 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조장’이 좋다고 응답한 경우는 집단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이질 집단에서 HC

수준 학생의 경우 조장 역할을 통해 리더십을 기를 수 있다는 응답이 많았던 반면,

이질 집단에서 LC 수준 학생의 경우 조장이 편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집단주의 성

향 수준과는 무관하게 ‘질문자’ 역할이 좋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가장 낮았는

데, 학생 면담 결과 학생들은 질문을 만드는 것을 어려워하고 수업 중에 선생님께 

공개적으로 질문하는 행동 자체를 쑥스러워함을 알 수 있었다.

매 시간 역할 점검이나 조 활동 점검을 한 결과를 보고 다음 수업을 할 때 더 

잘하기 위해 노력했는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동질 

집단의 HC 수준에서 약간 높게 나타났다(65.6%). 협동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성향이 

강한 학생들로 구성된 동질 집단의 HC 수준 학생들은 역할 점검이나 조 활동 점

검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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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12> 집단주의 성향 수준에 따른 이질/동질 집단의 협동학습에 대한 인식 검

사 문항별 응답 빈도(%)

문항 보기
집단주의 성향 상위(HC) 집단주의 성향 하위(LC)

이질
(n=32)

동질
(n=32)

계
(n=64)

이질
(n=30)

동질
(n=32)

계
(n=62)

협동학습 경험
있다 11(34.4) 6(18.8) 17(26.6) 9(30.0) 8(25.0) 17(27.4)

없다 21(65.6) 26(81.2) 47(73.4) 21(70.0) 24(75.0) 45(72.6)

협동학습을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매우 좋았다 6(18.8) 5(15.6) 11(17.2) 4(13.3) 3( 9.4) 7(11.3)

좋았다 13(40.6) 10(31.2) 23(35.9) 7(23.3) 10(31.2) 17(27.4)

그저 그랬다 13(40.6) 13(40.6) 26(40.6) 16(53.3) 12(37.5) 28(45.2)

안 좋았다 - 3( 9.4) 3( 4.7) 3(10.0) 5(15.6) 8(12.9)

매우 안 좋았다 - 1( 3.1) 1( 1.6) - 2( 6.2) 2( 3.2)

협동학습 후

매우 좋아졌다 17(53.1) 11(34.4) 28(43.8) 5(16.7) 8(25.0) 13(21.0)

약간 좋아졌다 6(18.8) 11(34.4) 17(26.6) 10(33.3) 10(31.2) 20(32.3)

처음과 비슷했다 4(12.5) 7(21.9) 11(17.2) 2( 6.7) 6(18.8) 8(12.9)

약간 싫어졌다 5(15.6) 3( 9.4) 8(12.5) 12(40.0) 6(18.8) 18(29.0)

매우 싫어졌다 - - - 1( 3.3) 2( 6.2) 3( 4.8)

좋아하는 역할

조장 10(31.2) 7(21.9) 17(26.6) 6(20.0) 7(21.9) 13(21.0)

기록자 8(25.0) 11(34.4) 19(29.7) 10(33.3) 11(34.4) 21(33.9)

자료 관리자 12(37.5) 11(34.4) 23(35.9) 10(33.3) 13(40.6) 23(37.1)

질문자 2( 6.2) 3( 9.4) 5( 7.8) 4(13.3) 1( 3.1) 5( 8.1)

역할 점검, 조 활동
점검 후 노력했다

매우 그렇다 6(18.8) 6(18.8) 12(18.8) 4(13.3) 7(21.9) 11(17.7)

그렇다 10(31.2) 15(46.9) 25(39.1) 13(43.3) 11(34.4) 24(38.7)

보통이다 13(40.6) 11(34.4) 24(37.5) 9(30.0) 11(34.4) 20(32.3)

그렇지 않다 2( 6.2) - 2( 3.1) 1( 3.3) 3( 9.4) 4( 6.5)

매우 그렇지 않다 1( 3.1) - 1( 1.6) 3(10.0) - 3( 4.8)

조점수로 개인을
평가하는 방법

매우 좋다 7(21.9) 6(18.8) 13(20.3) 1( 3.3) 8(25.0) 9(14.5)

좋다 11(34.4) 9(28.1) 20(31.2) 8(26.7) 5(15.6) 13(21.0)

그저 그렇다 7(21.9) 9(28.1) 16(25.0) 12(40.0) 12(37.5) 24(38.7)

싫다 3( 9.4) 5(15.6) 8(12.5) 4(13.3) 5(15.6) 9(14.5)

매우 싫다 4(12.5) 3( 9.4) 7(10.9) 5(16.7) 2( 6.2) 7(11.3)

토의에 대해 만족

매우 그렇다 6(18.8) 6(18.8) 12(18.8) 6(20.0) 9(28.1) 15(24.2)

그렇다 12(37.5) 6(18.8) 18(28.1) 10(33.3) 12(37.5) 22(35.5)

보통이다 10(31.2) 15(46.9) 25(39.1) 6(20.0) 5(15.6) 11(17.7)

그렇지 않다 3( 9.4) 2( 6.2) 5( 7.8) 7(23.3) 6(18.8) 13(21.0)

매우 그렇지 않다 1( 3.1) 3( 9.4) 4( 6.2) 1( 3.3) - 1( 1.6)

토의할 때 갈등이나
의견 대립

매우 많았다 1( 3.1) 6(18.8) 7(10.9) 2( 6.7) 2( 6.2) 4( 6.5)

많았다 8(25.0) 4(12.5) 12(18.8) 2( 6.7) 3( 9.4) 5( 8.1)

보통이다 3( 9.4) 5(15.6) 8(12.5) 11(36.7) 7(21.9) 18(29.0)

없는 편 이었다 14(43.8) 8(25.0) 22(34.4) 12(40.0) 16(50.0) 28(45.2)

전혀 없었다 6(18.8) 9(28.1) 15(23.4) 3(10.0) 4(12.5) 7(11.3)

협동이 잘 된 조원
있다 19(59.4) 25(78.1) 44(68.8) 16(53.3) 18(56.2) 34(54.8)

없다 11(34.4) 6(18.8) 17(26.6) 14(46.7) 14(43.8) 28(45.2)

무응답 2( 6.2) 1( 3.1) 3( 4.7) - - -

협동이 잘 안 된 조원

있다 10(31.2) 11(34.4) 21(32.8) 11(36.7) 11(34.4) 22(35.5)

없다 22(68.8) 19(59.4) 41(64.1) 19(63.3) 21(65.6) 40(64.5)

무응답 - 2( 6.2) 2( 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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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점수로 개인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하여 긍정적인 응답은 HC 수준 학생의 

경우(51.6%)보다 LC 수준 학생의 경우(35.5%)에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만족

감 영역 점수에 대하여 집단주의 성향 수준에 따라 이원 변량 분석을 한 결과, LC

수준 학생의 평균(3.56)이 HC 수준 학생의 평균(3.74)보다 낮은 경향성(p=.075)과 일

치하는 결과이다.

학생 M(동질 집단, LC 수준, 성취 수준 상위, 남학생)

면 담 자 조점수를 수행평가에 넣는다고 할 때 마음이 어땠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
어요?

학 생 M 조금 안 좋았어요.

면 담 자 음…. 어떤 식으로 안 좋았어요?

학 생 M 혼자 잘해도 딴 애들이 안하면 끝이니까.

학생 E (동질 집단, HC 수준, 성취 수준 상위, 남학생)

면 담 자 수행평가에 개인퀴즈점수로 하는 것과 조점수로 하는 것은 내신 성적에 영향이 있지 
않나요?

학 생 E 물론 영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게 우리들은 어차피 팀활동 점수로 하게 되어있고 
여기서 불만을 표현한다거나 그런 것 까지는 없고요. 그냥 내신점수에 반영이 되더라
도 이게 우리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조도 그런 거고, 우리조가 그만큼 다른 애들
을 챙겨주지 못하고 자기이익만 생각한다는 거고, 내신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런 것도 포함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의 면담 사례로 보아 동질 집단의 LC 수준 학생들은 협동학습에서의 평가 

방법에 대한 불만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질 집단의 LC 수준에서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은 성취도가 낮은 조원 때문에 자신의 성적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 불

만이 컸으며, 조점수를 공개하는 것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비

해 동질 집단의 HC 수준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교사의 평가 방법에 대하여 긍정적

으로 생각하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까지도 포함하는 것을 좋다고 생각하는 학생

도 있었다.

토의에 대해 만족하는지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HC 수준 학생의 경우(46.9%)

보다 LC 수준 학생의 경우(59.7%)에 더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의 설문 응답 사례를 

보면, HC 수준 학생들의 경우에는 친구의 의견을 존중했을 때, 역할 분담이 잘 되

었을 때, 이해가 느린 친구도 배려하면서 토의를 진행했을 때 토의가 잘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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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고 있는 반면, LC 수준 학생들은 빠르게 답을 찾았을 때나 토의 결과가 정

답이었을 때 토의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의할 때 갈등이나 의견대립이 ‘매우 많았다’와 ‘많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LC

수준의 학생(14.6%)보다 HC 수준의 학생의 경우(29.7%)에 더 높았다. 학생들이 생

각하는 갈등이나 의견대립은 주로 활동지의 문제를 해결할 때와 토의에 집중을 하

지 않고 떠들 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HC 수준 학생들보다 LC 수준 

학생들의 경우에 개인 의견을 앞세우는 것을 갈등의 원인으로 제시한 사례가 더 

많았다. 학생들은 갈등이나 의견대립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생님께 질문

하거나 교과서를 찾아보는 것 이외에 한번씩 더 생각해 보거나 이유를 물어보고 

친구의 의견을 존중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이나 의견대

립이 없었던 경우는 그냥 서로 양보를 하거나 한명의 의견이 맞는 거 같으면 그걸

로 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예도 있었다.

조에서 자신과 마음이 잘 맞거나 협동이 잘 된 조원이 있었는가에 대하여 ‘있

다’고 응답한 비율은 동질 집단의 HC 수준 학생의 경우에 가장 높았다(78.1%). 학

생들은 협동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조원의 예로 자신의 의견에 대하여 맞장구를 

쳐주거나 존중하고 배려해 주는 친구를 꼽았다. 한편, 조에서 자신과 마음이 잘 맞

지 않거나 협동이 잘 안된 조원이 있었는가에 대하여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집단

별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학생들은 협동이 잘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 조원의 

예로 너무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거나 잘난 척 하는 친구, 쓸데없이 엎드리고 투덜

거려서 조원들 모두를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친구가 이에 해당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다음 면담 사례에서처럼 혼자서만 하려는 학생에 대해서도 다소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 N(동질 집단, LC 수준, 성취 수준 하위, 남학생)

면 담 자 협동학습 할 때 문제점이 있었나요?

학 생 N 음… 여기서요 얘들이 있었어요. 근데 재신이는 거의 다 혼자하는 걸 좋아했어요.

면 담 자 자세히 말해주세요.

학 생 N 좀 걸렸어요. 근데 나중에 가면서 괜찮아졌어요.

면 담 자 토의가 잘 안되거나 하는 게 있었나요? 아니면 불만이 있었나요?

학 생 N 불만은 없었죠, 애들이. 그러고 혼자하는 걸 좋아하니까 좀 이상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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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중학생의 집단주의 성향에 따라 동질적인 소집단과 이질적인 소집단을 구성한 

협동학습을 중학교 과학 수업에 적용하였다. 이 수업의 효과를 학업 성취도, 과학 

학습 동기, 과학 수업 환경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 조사하였으며, 집단주의 성향 수

준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와 협동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학업 성취도, 과학 학습 동기, 관련성 영역에서 수업 처치와 집단주

의 성향 수준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고, 학업 성취도, 자신감, 과학 수업 환

경에 대한 인식, 친화성, 규칙의 명확성 영역에서 수업 처치의 주효과가 있었다.

LC 수준 학생들은 이질 집단에서보다 동질 집단에서 학습하는 경우 학업 성취도가 

높았고, 이질 집단에서 학습하는 경우에는 통제 집단보다 학업 성취도가 낮게 나타

났다. 반면, HC 수준 학생들은 세 집단의 학업 성취도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과학 

협동학습을 통하여 과학 학습 동기와 관련성 영역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신감과 친화성은 통제 집단보다 협동학습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고, 과학 수업 환경

에 대한 인식과 규칙의 명확성은 통제 집단보다 동질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

한, 과제 지향성은 이질 집단에서 LC 수준 학생이 HC 수준 학생보다 낮은 경향성

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주의 성향 수준에 따라 이질적, 동질적으로 구성한 소집단 

내의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집단주의 성

향 측면에서 동질적인 소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나 과학 학습 

동기를 향상시키는 데 유리할 수 있지만, LC 수준 학생들로만 소집단을 구성했을 

때는 과학 학습 동기 측면에서 다소 불리할 수 있다. 따라서 협동학습이 인지적,

정의적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집단주의 성향 측면에서 동질적

인 소집단을 구성하되, LC 수준 학생들의 과학 학습 동기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퀴즈 실시 후 각 개인의 점수를 합산한 조점수

를 다시 학생 개인 점수로 부여하기 보다는 소집단내 개인이 성취한 퀴즈 점수를 

합산한 조점수와 개인의 퀴즈 점수를 합하여 개인 점수로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원에게 부드러운 말로 친절하게 설명해 준 학생, 토의 활

동에 집중하여 열심히 참여한 학생,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한 학생 등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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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목표를 위해 노력한 학생들을 칭찬하는 글을 과학 신문에 게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설문 조사와 면담을 통하여 집단주의 성향 수준에 따라 학생들이 가진 협동학

습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었다. HC 수준 학생들은 과학 성적 향상 못

지않게 조원들과의 협동, 배려, 조화, 여유로움 등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 LC 수준 학생들은 경쟁, 점수, 정확, 신속함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상반되는 두 성향의 학생들이 혼재하는 

이질 집단의 경우 조의 목표가 불일치하는 상황에서 협동학습을 한 후에, LC 수준 

학생들의 협동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증가했다. 따라서 HC 수준 학생

들과 LC 수준 학생들이 협동학습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협동학습에 대한 반성적 일기쓰기나 발표 등을 지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과학 협동학습을 통한 학생들의 인성 교육의 방향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결과의 근거를 찾기 위해 집단주의 성향 수준에 따라 이질적, 동질

적으로 구성한 소집단 내의 학생들 사이의 언어적 상호작용 과정을 정성적으로 알

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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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중학생의 집단주의 성향에 따른 과학 협동학습에서 

언어적 상호작용 양상의 비교(연구 Ⅱ)

1. 서론

구성주의 학습관에 따르면 학습 활동 중 언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학생들 간

의 상호작용이 지식 구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곽영순, 2001b; Vygotsky,

1978).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고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이

해하고 판단하고 정리하여 다시 언어로 표현한다. 이처럼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

서 학생들은 자기 점검 과정을 거쳐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하게 된다(강석진,

2000; 한재영, 2003). 그러므로 이러한 과정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는 소집

단 토론, 탐구 활동을 위한 모둠 활동, 협동학습과 같은 학습 환경을 조성할 필요

가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a). 특히, 협동학습에서는 구성원이 개별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소집단 활동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사용하며 집단 활동을 점검하면서 학습하므로, 학생들이 소집단에 부여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언어로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여 협동적인 학습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

소집단 학습 과정에서의 대화를 분석하여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는 비교적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이현영 등 2002; 정원영, 이

주연, 박은지, 김찬종, 이선경, 2009; Abram et al., 2002; Gillies, 2008). 리더의 성향

(박주영, 성숙경, 최병순, 2010), 유화성(한재영, 2003), 학생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

(정진우, 박미라, 2009) 등에 따라서도 소집단 내에서의 상호작용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협동학습에서 학생들의 토의 과정을 조사한 연구들(임희준, 박수연, 노태희,

1999, 임희준, 차정호, 노태희, 2001; Eichinger, Anderson, Palinscar, & David,

1991)에 따르면 학업 성취도나 성별과 같은 학습자 변인을 기초로 소집단을 구성하

는 것이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이 구성원들 사이

의 상호의존성이 중요한 소집단 협동학습에서 구성원이 가진 인지적 특성이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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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등이 대화 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성양경, 2006), 협동학습에서 학생들의 

상호작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더 필요하다.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습자 변인 중의 하나로 집단주의 성향을 생

각해 볼 수 있다. 개인 차원의 심리적 속성으로 사용되는 개인주의-집단주의는 국

가 차원의 문화적 차이에서 유래한 것으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개인의 

목표를 집단의 목표보다 우선시하고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집단의 목표를 

개인의 목표보다 우선시한다(Triandis, 1995). 이러한 개인주의-집단주의와 같은 문

화적인 성향은 개인의 대화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Oetzel, 1998a, 1998b).

즉, 개인주의-집단주의에 따라 이질적 또는 동질적으로 구성된 집단에서 대화할 때,

구성원 각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관점에서 상호작용을 생각하기 때문

에 그들 사이에 어려움과 오해가 생길 수 있다(Nadler et al., 1985). 예를 들어, 이

질 집단의 구성원들은 상대방의 대화 유형이나 대화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서로 

다른 유형이나 과정을 사용하므로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Oetzel,

1998b). 따라서 과학 협동학습에서 학생들의 집단주의 성향에 따라 소집단을 구성

하여 협동학습을 할 때 학생들의 상호작용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개인주의적인 문화에서 갈등행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 

구성원 전체를 긴장시키며, 집단 구성원들이 아이디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도록 돕

는 상호작용 과정 중의 하나이다(Ting-Toomey, 1994). 집단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

작용에서 개별 진술에 내재된 정서는 집단의 토의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

는 학생들이 협동학습 전반에 대하여 갖게 되는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

히, 학생들은 집단주의 성향에 따라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여 협력적인 행동을 나타

내기도 하고 개인의 이익을 중요시하여 경쟁적인 행동을 나타내기도 하므로

(Wagner, 1995), 한 사람의 의견과 상반되는 다른 의견이 제시되어 갈등이 일어난 

상황에서 갈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나타나는 갈등행동 양상은 학생들의 집단주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과학 협동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의 대화를 갈등

행동 수준에서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의 집단주의 성향에 따라 어떤 갈등행동이 나

타나고 이것이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심층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Ⅰ(주영 등, 2012)의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협동학습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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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알아보고자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집단주의 성향

에 따라 이질 집단과 동질 집단으로 구성하여 과학 협동학습을 실시했을 때의 언

어적 상호작용 양상을 개별 진술, 상호작용 단위, 갈등행동의 세 가지 수준에서 분

석하고 비교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언어적 상호작용과 학업 성취도의 관계, 언어적 

상호작용과 학업 성취도의 향상과의 관계도 조사하였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언어적 상호작용을 개별 진술, 상호작용 단위, 갈등행동 수준에서 분석

2) 개별 진술, 상호작용 단위 유발 빈도와 학업 성취도 검사 점수, 학업 성취도 

검사 점수 향상 사이의 상관관계

3) 집단주의 성향 이질 집단과 동질 집단의 언어적 상호작용 양상을 개별 진

술, 상호작용 단위, 갈등행동 수준에서 비교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남녀공학 중학교 1학년 32명으로 연구 Ⅰ(주영 

등, 2012)의 협동학습반의 소집단 중에서 다음과 같이 선정되었다. 6개 학급을 대상

으로 처치 전에 집단주의 성향 검사(한규석, 오점조, 1993)를 실시하여 검사 점수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상․하위 각 40% 이내의 학생을 선정하였으나 집단주의 성향 검

사 점수가 같은 학생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상위 44%와 하위 41%를 각각 집단주

의 성향 상위(HC: high collectivism) 수준과 집단주의 성향 하위(LC: low

collectivism) 수준으로 나누었다. 나머지 15%의 학생들은 집단주의 성향 검사 점수

가 모호하여 어느 쪽으로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질 집단은 HC 수준 학생 2명과 

LC 수준 학생 2명으로, 동질 집단은 HC 수준 학생 4명 또는 LC 수준 학생 4명으

로 구성하였다. 이때, 연구 대상 학생들은 각 성향별 특성이 잘 나타나도록 HC 수

준은 상위 30%, LC 수준은 하위 30% 이내에서 선정하였다. 학생들의 중간고사 과

학 성취 수준에 따라 상위, 중상위, 중하위, 하위의 학생이 고르게 포함되도록 하였

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동질적으로 하였다. 최종 연구 대상으로 집단주의 성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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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집단(A~D조)과 동질 집단(E~H조)을 각각 4개조씩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각 조

별로 학생은 A1, A2, A3, A4 등으로 표시하였다. 연구 대상 학생들에 대한 정보는 

<표 Ⅱ-1>과 같다.

<표 Ⅱ-1> 연구 대상 학생들의 집단주의 성향 수준, 중간 고사 과학 성취 수준, 성

별에 대한 정보

소집단 학생 집단주의 성향 수준 중간고사 과학 성취 수준 성별

상위(HC) 하위(LC) 상위 중상위 중하위 하위 남 여

이질 

집단

A조

A1 ○ ○ ○

A2 ○ ○ ○

A3 ○ ○ ○

A4 ○ ○ ○

B조

B1 ○ ○ ○

B2 ○ ○ ○

B3 ○ ○ ○

B4 ○ ○ ○

C조

C1 ○ ○ ○

C2 ○ ○ ○

C3 ○ ○ ○

C4 ○ ○ ○

D조

D1 ○ ○ ○

D2 ○ ○ ○

D3 ○ ○ ○

D4 ○ ○ ○

동질 

집단

E조

E1 ○ ○ ○

E2 ○ ○ ○

E3 ○ ○ ○

E4 ○ ○ ○

F조

F1 ○ ○ ○

F2 ○ ○ ○

F3 ○ ○ ○

F4 ○ ○ ○

G조

G1 ○ ○ ○

G2 ○ ○ ○

G3 ○ ○ ○

G4 ○ ○ ○

H조

H1 ○ ○ ○

H2 ○ ○ ○

H3 ○ ○ ○

H4 ○ ○ ○

○: 해당되는 것에 표시, 빈칸: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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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 상황

수업을 담당한 교사는 교육경력 18년차와 8년차의 여교사로서, 각각 교육상담

과 과학교육 분야의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다수의 연구 경험도 가지고 있

었다. 처치 교사들이 워크숍을 통하여 협동학습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협동학습 진행 계획을 공유하였다. 또한, 학생들도 협동학습에 익숙해

지도록 하기 위해 처치 이전에 협동학습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고, 본 수

업 이전 단원의 내용으로 협동학습 수업을 실시하여 연습이 되도록 하였다. 이때 

연구자들이 연습 수업을 참관하여 어려운 점이 있는지, 계획한대로 진행되는지 알

아보고 처치 교사들, 공동 연구자들과 논의를 함으로써 이를 보완하였다. 교육 경

험과 배경이 다른 두 교사가 지도하였기 때문에 지도 교사의 지도 방식의 차이에 

따른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교사에 따른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연구자 2인

이 처치 교사 2인의 오리엔테이션과 연습 차시, 협동학습 본 수업을 참관하면서 협

동학습이 협동학습 활동지와 수업 지도안에서 계획한 내용과 시간대로 진행되는지

를 점검하고 수업 후에는 처치 교사가 수업하는 동안 어려움은 없었는지 등에 대

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였다. 모든 수업은 각 학급 교실에서 이루어졌다. 실제 교

실 상황에서 녹화 기기를 설치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므로 임의로 선정한 8개의 소

집단은 비디오 녹화가 용이한 뒤쪽에 배치하였고 모든 소집단들의 책상에 녹음기

를 배치하였다. 협동학습이 진행된 교실에서 조별 녹음기, 캠코더의 배치, 관찰자의 

위치 등은 <그림Ⅱ-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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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본 연구에서 교실의 구조

2.3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그림 Ⅱ-2>와 같다. 오리엔테이션과 연습 차시 동안 녹음․녹
화, 수업 관찰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녹음이나 녹화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도록 하

였다. 연습 차시 후 수집된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연구 대상 학생들은 녹음이나 녹

화에 대해서 별다른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았고 선택한 연구 대상 소집단들이 특이

한 사례가 아님을 확인하였다. 본 수업은 ‘물질의 세 가지 상태’, ‘분자의 운동’, ‘상

태 변화와 에너지’ 단원에 대해 12차시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LT 모형을 적용하여 

개념학습을 위한 소집단별 토의 위주의 협동학습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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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관찰

선행 연구 검토

audio/video 녹화 연습
(오리엔테이션과 연습 차시 기간)

audio/video 녹화

기록 원고 작성

일부 기록 원고 분석 선행 연구 분류틀 고려

분석자간 일치도 검증

분류틀 확정

전체 기록 원고 분석
기타 자료 분석

결과 분석

수업 처치

학업 성취도 검사

분류틀 수정/반복

<그림 Ⅱ-2> 연구 절차

매 차시 녹음과 비디오 녹화를 실시하였고, 관찰자 2인이 각 소집단의 학습 활

동을 관찰하면서 학생들의 참여 행동이나 수업 진행 전반에 대한 관찰노트를 작성

하였다. 이때 관찰자는 학생들의 소집단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였으며,

학생들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수업 전후로 학생, 교

사와의 대화를 통하여 수업 과정이나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처치 후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학업 성취도 검사(Cronbach’s alpha=.90)를 실시하였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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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영 등, 2012).

협동학습 수업에서 지도 교사들이 협동학습 지도 방법에 익숙해져서 두 교사 

간의 별다른 차이 없이 수업 지도안에서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되는 정도, 학생들이 

익숙해진 정도, 역할 분담, 다른 과목의 과제, 학업 성취도 평가 시기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연구자들 간의 논의를 거쳐 ‘압력’, ‘보일 법칙’, ‘샤를 법칙’, ‘융해

열’을 학습한 6차시부터 9차시까지 4개 차시를 분석하기로 하였다. 수집된 녹음, 녹

화 자료를 바탕으로 글로 옮긴 1차 기록 원고를 작성하고, 녹음, 녹화 자료를 재생

해가며 1차 기록 원고를 반복적으로 확인하여 총 32차시(2개 집단×4개조×4차시) 분

량의 최종 기록 원고를 얻었다. 개별 진술 속의 ‘…’은 잠시 멈춤을, ‘┌’와 ‘└’는 

대화가 동시에 일어남을 표시한 것이고, ‘@@@’은 녹음이나 녹화 기록을 통해 알

아들을 수 없었던 부분을 의미한다(한재영, 2003).

2.4 분석 방법

(1) 언어적 상호작용의 분석 과정과 분석틀

협동학습 과정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언어적 상호작용 분석은 선행 연구(강석

진, 2000; 김경순, 2005; 유지연, 노태희, 2012; Oetzel, 1998b)를 참고하여 작성한 분

석틀 초안을 바탕으로 개별 진술, 상호작용 단위, 갈등행동 단위의 세 가지 수준으

로 실시하였다. 2인의 연구자가 일부 기록 원고를 각각 분석한 후 분석자간 일치도

를 구하고 그 차이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분석 기준을 보다 명확히 수정․보완하

여 최종 분석틀을 확정하였다.

개별 진술은 한 사람의 말이 시작된 후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하여 중단되거나 

다른 사람의 개입 없이 자발적으로 종료되는 경우를 각각 코딩하였고, 한 사람의 

발언 내용이 기능적으로 구별되는 2개 이상의 진술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각각 독

립적인 개별 진술로 취급하였다(강석진, 2000; 유지연, 노태희, 2012). 최종적으로 확

정된 개별 진술 분석틀(표 Ⅱ-2)은 과제 관련, 과제 무관, 교사 참여, 분류 불가의 4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제 관련은 질문하기, 설명하기, 응답하기, 평가하

기, 조절하기의 5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고, 총 20개의 하위 범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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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개별 진술 분류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코드

과제 관련

질문하기
(Q)

단순 질문 Q1

관련 질문 Q2

확장 질문 Q3

설명하기
(C)

단순 설명 C1

반복 설명 C2

정보 설명 C3

의견 설명 C4

부가 설명 C5

응답하기
(R)

수용 R1

중립 R2

단순 반론 R3

수용적 확산 R4

논리적 반론 R5

평가하기
(E)

견해 평가 E1

곤란도 평가 E2

기준 반성 E3

이해 평가 E4

조절하기
(L)

역할 관련 L1

기록 관련 L2

학습 진행 L3

과제 무관 O

교사 참여 TP

분류 불가 NA

질문하기는 활동지에 안내된 문제를 상대방에게 제시하거나 어휘의 의미를 묻

는 등 직접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단순 질문(Q1), 토의하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의견을 요구하는 관련 질문(Q2), 토의의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심

도 있는 사고를 하게 하는 확장 질문(Q3)으로 세분하였다. 질문하기의 각 유형별 

예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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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진술 분류 기호
A2 응고가 과연 뭘까? Q1
A1 굳는 거잖아 C1

C2 중간 부분을 잡으면 어떻게 되는데? Q2
C3 잡으면 손이 따뜻해서 떨어져 C4

D1 요쪽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 근데 이 이유가 뭐야? Q3
D4  @@@ 뾰족하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Q3
D3 ┌압력을  크게 C4
D2 └압력을  크게 만들, 뾰족하니까  압력이 더~ C4

설명하기의 하위 범주 중 단순 설명(C1)은 단순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재

진술하거나, 정보나 의견이 불분명한 설명을 의미하고, 반복 설명(C2)은 활동지의 

내용을 재구성하거나 자신이나 상대방의 진술 내용을 반복하는 경우이다. 또한, 정

보 설명(C3)은 교과서나 활동지에 있는 관련 정보를 제시하거나 그에 근거하여 설

명하는 것이고, 의견 설명(C4)은 활동지의 토의 문제나 실험 수행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방향 등을 제시하는 경우이며, 부가 설명(C5)은 자신이나 상대방의 진술

을 상세화하거나 정리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각 영역별 예는 아래와 같다.

학생 진술 분류 기호
D4 인력이 뭐야? Q1
D3 잡아당기는 거 C1

D2 104~105쪽 여기 보면 나와 있어 C3
D1 보일의 법칙… 이란? 혜정이가 읽어 L1
D2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이 커지면 기체의 부피는 줄어들고 압력이 작

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늘어난다. 이와 같이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기체의 부피의 압력이 반비례하는 것을 보일의 법칙이라고 한다.

C3

D1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는 것을 말
한다. 

C4

D1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Q2
D1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량의 기체 부피는……. 온도에서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는 것을 말한다.
C2

D1 그러면은 정리를 해 주시죠~~~ㅎㅎㅎ L3
D3 어……. R2
D1 자~~~~  이대로~~~~~ 여름에는 온도가 높아서 타이어가 열을 받고 

아스팔트도 열에 의해 가열되서 타이어가 더 뜨거워져서

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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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기는 질문이나 설명에 대해 단순히 동의를 표하거나 받아들이는 수용

(R1), 응답을 보류하는 중립(R2), 단순히 거부 혹은 반대하는 단순 반론(R3), 동의하

면서 자신의 의견을 첨가하는 수용적 확산(R4), 반대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

는 논리적 반론(R5)으로 세분하였다. 응답하기의 각 영역별 예는 다음과 같다.

학생 진술 분류 기호
F3 활발하지 않음? Q1
F1 응. R1

G1 지연 아니야? Q2

G3 글쎄. R2

F1 누를 때 변화 있어~ C4
F4 없어~ R3
F1 있어~  풍선이 압력 받아서 작아졌어. R5

F1 일정 안하나? Q1

F4 어 그때는 @@에서 갑자기 73 일정하지 않아. 응. R4

평가하기의 하위 범주 중 견해 평가(E1)는 자신이나 상대방의 견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이고, 곤란도 평가(E2)는 학습 내용 자체의 곤란도에 대

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기준 반성(E3)은 학습의 과정이나 결과물이 충족해야 할 외

부적 기준에 근거하여 반성하는 경우이고, 이해 평가(E4)는 학습 내용과 관련된 대

화를 통해 형성된 이해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각 유형별 예는 아래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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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진술 분류 기호

H4 아하~~!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줄어든다. C2

H2 음, 맞아 E1

H3 맞아 E1

C3 다음 거 한번 보자. … L3

C3 더 어려워 E2

D1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운동이 활발해져서 … 활발해지기 때문에 … C4

D2 답이 다 똑같아~ E3

E3 (나)와 (다)는 접촉면의 넓이가 같으, 같으므로... C2

E1 (E4에게) 이해가? E4

E3 (E4에게) 이해가? @@ E4

E4 별로 E4

조절하기는 협동학습에서의 역할 분담이나 수행과 관련된 역할 관련(L1), 활동

지 기록 등과 관련된 기록 관련(L2), 전반적인 학습 진행과 관련된 학습 진행(L3)으

로 세분하였다. 조절하기의 각 유형별 예는 다음과 같다.

학생 진술 분류 기호

C3 질문자 준비해 L1

C4 알았어 L1

F4 (하품하면서 기록자인 F3에게) 하아암~ … 빨리 써~ L2

F1 자 함께 해보자 L3

상호작용 단위는 2개 이상의 관련된 개별 진술로 구성되는데(강석진, 2000; 김

경순, 2005), 한 사람에 의해 시작된 대화가 질문하기, 설명하기, 조절하기 등의 진

술로 인하여 대화의 초점이 바뀔 경우 새로운 상호작용 단위가 시작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상호작용 단위의 분류틀(표 Ⅱ-3)은 과제 관련 상호작용과 과제 무관 상

호작용의 두 영역으로 크게 나누고, 과제 관련 상호작용은 성격에 따라 지식구성 

상호작용과 운영 상호작용으로 세분화하였다. 과제 무관 상호작용은 소집단 구성원

간의 사회-정서적 상호작용을 추출하여 친화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분류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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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상호작용 분류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코드

과제 관련

지식 구성

대칭적 

단순 SS

정교화

누적형 SE_C

교정형 SE_R

논쟁형 SE_D

비대칭적 
단순 NSS

정교화 NSE

운영

진행 관련 M_RP

역할 관련 M_RR

기록 관련 M_RW

집단 과정 M_GP

과제 무관 사회-정서적
친화적 S_EA

부정적 S_EN

지식구성 상호작용은 대화를 주고받는 형태에 따라 구성원 2명 이상이 균등하

게 상호작용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는 대칭적 상호작용과 구성원 한 명이 주도적으

로 기여하는 형태인 비대칭적 상호작용으로 구분하였고, 이를 다시 대화의 질에 따

라 단순 또는 정교화 상호작용으로 분류하였다.

대칭적 상호작용 유형 중에서 개별 진술의 수가 적고 상대방의 진술에 대해 간

단히 개념을 포함한 답변을 하거나 재질문하는 것으로 대화가 종결되는 경우는 대

칭적 단순 상호작용으로, 서로의 대화가 짧게 끝나지 않고 이어지면서 대화의 내용

이 양적 또는 질적으로 증폭되는 경우는 대칭적 정교화 상호작용으로 분류하였다.

대칭적 단순 상호작용(SS: Symmetrical Simple)

학생 진술 분류 기호

C3 네? 어디가 더 많이 들어가?ㅎㅎ Q2

C1 볼펜 뾰족한 쪽이 C4

학생 진술 분류 기호

C2 뭐 이게 피스톤이야? Q1

C3 뭔데 그러면? Q1

대칭적 정교화 상호작용은 특성에 따라 누적형, 교정형, 논쟁형으로 세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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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누적형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내용이 누적적으로 첨가되어 상호적인 이해

의 공유가 확장되는 형태, 또는 대화를 반복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진행되거나 이해

를 돕기 위해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형태의 대화이다. 교정형은 다른 구성원의 오류

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 정답과 그 이유를 말해주는 대화의 형식으로, 올바른 교정

이 아닌 경우도 이에 속한다. 논쟁형은 한 질문에 대해 제시된 의견들이 서로 대립

될 때 문제가 해결되거나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대화가 종결되는 형태의 대화이다.

대칭적 정교화 누적형 상호작용(SE_C: Symmetrical Elaboration Cummulative)

학생 진술 분류 기호

B2 아, @@@ 그 까닭은 뭐지? Q2
B4 점점 가까워지고 C4
B2 아 그니까 잠수 호흡하면서 생긴 기포의 크기는 바다 표면에 올라감

에 따라 더 커져 왜냐하면은 압력이 압력이 표면에는 더 작잖아 
C4

B1 어, 적으면 이렇게 늘어난다고 했잖아 R1
B2 그니까 올라갈수록 압력이 작아지니까 부피가 더 커져 C4
B1 올라갈수록 올라갈수록 압력이 더 작아지기 때문에 방울 크기는 더 

커진다! C2

학생 진술 분류 기호

F1 고무 손잡이를 벗겨낸 스포이트 끝에 남아 있는 액체를 마지막 한 방
울까지 빼내기 위해 스포이트의, 스포이트의 윗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막고, 다른 손으로  스포이트의 중간 부분을 감싼다. 그 까닭은 무엇인
지 함께 토의하고…

Q1

F4 그거~ 손의 온도 때문에~ 올라가져, 온도가! 그러니까, 그러면? 부피
가 커지니까 물방울이 내려오지.

C4

F3 ┌아~ R1

F1 └아! 그거야~ R1

F1 기체가 커지니까 그거를 막 물, 물이 물을 밀어내는 거야~ C4

F4 손, 손의 온도 때문에~ C2
F1 ┌기체의 부피가 커져~ C2
F4 └어, 부피가 커져~ 물을 밀어낸다. C2

F3 └손의 온도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서~ C2
F1 부피가, 기체의 부피가 커져~ C2
F3 기체의, 부피가, C2
F4 커져~ C2
F3 증가해~ 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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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칭적 정교화 교정형 상호작용(SE_R: Symmetrical Elaboration Reformative)

학생 진술 분류 기호

G1 풍선의 부피가 변하는, 변하는 과정을 기체의 압력과 관련지어 함께 
토의해서 적어보자.

Q1

G1 이거 방금 말해준 거처럼, 어, (쓰면서 한 글자씩 말함) 기. 압. 이. 적. 
으. 면., 풍. 선. 안. 의. 기. 압. 이. 부. 풀. 고.

C2

G2 기압이 부풀고는 좀 안 맞지 않나? R3

G4 기압이 부풀고, 기압이 @@@@, C2

G2 기압이 늘고라고, 높아지고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늘고나? R5
G1 (대답없이 계속 씀) 부. 풀. 고.  C2

G1 지우개, 지우개 L2

학생 진술 분류 기호

E2 압력이 높을 때 이거야~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었어. C4

E1 ┌곧 NA
E2 └분자의 운동이… 쫌 활발하지 못하다는 건가? Q2
E1 (혼잣말) 분자의 운동이… C2

E2 이게 더 줄어드는 거니까 안에 있는 분자 분자와 바깥에 있는 분자가 
다 없어지는 거잖아

C4

E1 아니야. R3
E1 압력이 높을 때 부피가 줄어들잖아? Q2
E2 어. R1

E1 분자 운동은 더 활발해질 수 밖에 없는 게 이게 C4
E2 아 부피가 줄어들수록... C2
E1 벽이, 벽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될수록 벽이 가까워지기 때

문에 
C4

E1 ┌분자들은 같은데 벽에 계속 많이 부딪히니까  C4
E2 └어.. 그럼 벽에 더 많이 박는 건가? Q1

E1 분자의 운동은 활발해지는 거 아닌가? 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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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칭적 정교화 논쟁형 상호작용(SE_D: Symmetrical Elaboration Disputative)

학생 진술 분류 기호

G1 알코올램프를 끄고 삼각 플라스크를 
┌식혔을 때, 주사기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지 함께 토의하여 적
어 보자.

Q1

G2 └여기 토의한 내용을 활동지에 기록한다. 적어! L2
G1 음…… 들어가는 건 아닌 같아~ C4

G4 @@@ NA
G2 들어갈지도  몰라~ 원래 공기가 온도가 높으면 부피가 늘어나고 온도

가 낮으면 줄어들잖아~
R5

G1 변화 없다? R5
G2 변화 없으면 이런 걸 냈을까? R5
G3 그러면은……… R2

G4 변화 있을 거 같은데? R5
G2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니야? Q2
G2 @@@에 어떻게 되? Q1
G4 실험 직접 안 해봤잖아~ R4

G2 그러니까~ R1
G4 예전에 걸 생각해 보는 건가? 음……. 있다고 생각하는데 난? R4
G1 @@@ NA
G4 어찌됬 건……. R2

G2 들어가겠지 뭐~ C2
G1 어떻게? 왜 들어가? Q3
G2 어….. 원래 기체라는 게 가열하면은 부피가 늘어나고 다시 식히면 줄

어들잖아 부피가~
C4

G1 줄어들어 진짜? 확실히? Q1
G2 확실하지 않은데~ 그렇게 알어. 나는. 식히면 줄어들고~ R4

또한, 비대칭적 상호작용 유형 중에서 한 사람이 의견이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질문을 했을 때 다른 학생이 수용이나 중립, 단순 반론과 같은 간단한 응답, 무응

답, 관련 없는 응답 등으로 대화가 종결되는 경우를 비대칭적 단순 상호작용으로,

자신이 제공한 정보나 질문에 대해 상대방의 대화 참여에 관계없이 스스로 관련된 

학습 내용을 양적 또는 질적으로 늘려가는 경우는 비대칭적 정교화 상호작용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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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적 단순 상호작용(NSS: Non-Symmetrical Simple)

학생 진술 분류 기호

D1 온도 변화가 거의 없는 동안에 아니다 아니다… 온도 변화가 거의 없
는 동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Q1

D2 @@@빡 NA

D1 어~~~ R2

D3 온도 변화가 거의 없는 동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Q1

　 … 　

D1 패스 L3

비대칭적 정교화 상호작용(NSE: Non-Symmetrical Elaboration)

학생 진술 분류 기호

E1 내 생각엔 @@ C4

E2 비례? 반비례? Q2

E1 왜 그런지 설명@@... 힘을 받는 넓이.. @@ 내가 이렇게 압력을 (물체
를 가지고 부딪치면서 설명 중) 세게 주면 세게 줄수록 이게 넓이가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작아지잖아~ 크면 클수록 작아진다. 반비례 맞
잖아. 

C4

E1 그에 반해서 압력. 이게 압력이 커지지? 이렇게 하면. 커지는데 늘어나
는 힘도 세지면 압력도 커지지?  

Q2

E1 그래서 비례한다. 커지면 커진다. 작아지면 작아진다. 늘어나면 늘어난
다. 작아지면 작아진다. 이게 비례고, 커지면 작아진다. 작으면 커진다. 
그런 게 반비례거든.

C4

E1 그래서 이건 거 같아. 여기 나와 있어 접촉면의 넓이가 작아질수록 압
력이 커지고 접촉면의 넓이가 @@ 커지면 커지고 @@

C3

운영 상호작용은 학습 진행을 조절하는 진행 관련 상호작용, 소집단 활동에서 

학생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각 역할 활동에 관해 대화를 주고받는 역할 관련 상호

작용, 활동지에 기록하는 것과 관련된 대화를 주고받는 기록 관련 상호작용, 소집

단 구성원들이 학습 활동에 대한 반성이나 평가와 관련된 대화를 주고받는 집단과

정 상호작용으로 세분하였다.

진행 관련 운영 상호작용(M_RP: Management Related Program)

학생 진술 분류 기호

A4 야, 빨리하자! L3
A1 끝! L3
A4 끝 아니지 , 빨리하자. 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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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관련 운영 상호작용(M_RR: Management Related Role)

학생 진술 분류 기호

A2 자관(자료관리자), 야, 자관, 자관님  나가세요, A3님 나가세요. L1

A4 나가세요. L1

(A3 학생이 조 활동 파일을 가지러 앞으로 나간다.)

기록 관련 운영 상호작용(M_RW: Management Related Writing)

학생 진술 분류 기호

A4 (기록자인 A3에게) 써 L2
A2 야 이거 낼 준비 해 L3
A4 (A3에게) 이거 쓰라고 L2

　 … 　
A4 뭐해? 이거 쓰는 거 아니야? L2
A2 기록자, 너 **다 그러다 형한테 한번 O
A3 기록자만 쓰냐? L2
A4 응 L2
A2 @@@@단 말이야 아 아니야 써 L2

집단 과정 운영 상호작용(M_GP: Management Group Processing)

학생 진술 분류 기호

C3 우리 너무 잘한 거 같지 않니? E3

C1 오늘 내가 제일 잘했어. E3
C2 아니야. 다 같이 잘했어. (C4를 보면서) 얘 빼고 E3

C3 그럼 가위 바위 보로 해야겠다. L3
C1 오늘 내가 여기 다 적었다. L1
C2 역시 C1. E3
C2 그러니까 가위 바위 보 하자. L3

C1 C4야. 오늘은 니 붙여. L3
C3 아 뭐야? R3
C1 아, C4 지금 2개 밖에 없어. E3
C3 얜 한 게 없잖아. 근데... 공평하게 해야 돼 C4야? E3

C4 어. R2
C3 오늘 그냥 가위 바위 보로 하자. 다같이. L3
C2 C4까지? L3

　 … 　

집단주의 성향에 따라 학생들은 집단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협력적인 행

동을 나타내기도 하고 개인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경쟁적인 행동을 나타내

기도 하므로(Wagner, 1995), 한 사람의 의견과 상반되는 다른 의견이 제시되어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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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일어난 상황에서 갈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나타나는 갈등행동 양상은 학생들

의 집단주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는 기록 원고를 작성하고 분석하는 과정

에서, 집단주의 성향에 따른 이질 집단과 동질 집단에서 학생들이 활동지의 문제를 

토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문제에 접근하는 양상이 다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선행 연구(Oetzel, 1998b)를 바탕으로 갈등행동을 분석하였다. 갈등행동은 두 

명 이상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불일치가 표현되어 갈등이 유발된 경우 이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행동유형이나 전략 등을 의미한다(Oetzel, 1998b). 즉, 갈등행동 단위

는 제시된 문제나 의견에 대하여 다른 구성원이 동의하지 않거나 반대 의견을 제

시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소집단 구성원들이 유발된 갈등을 분명하게 해결할 때까

지 상호작용이 계속되거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상호작용이 종결되는 경

우를 말한다(Oetzel, 1998b). 갈등행동 단위 분석틀(표 Ⅱ-4)은 회피, 경쟁, 협력의 

세 유형으로 크게 나누고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에 따라 총 8개의 하위 범주

로 세분화하였다. 회피는 타인과의 불일치를 피하거나 숨기는 유형이고, 경쟁은 갈

등이 유발된 문제에서 소집단 내의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들을 이기려고 하는 유형

이고, 협력은 소집단 구성원들이 갈등 문제를 도움, 대화, 경청 등의 합리적인 방법

으로 해결하려는 유형이다.

<표 Ⅱ-4> 갈등행동 분석틀

대분류(유형) 중분류(전략) 코드

회피
(Avoiding)

단순 회피 S_AV

수용적 회피 P_AV

경쟁
(Competing)

단순 경쟁 S_CM

유발 경쟁 I_CM

상호 경쟁 M_CM

협력
(Cooperating)

단순 협력 S_CP

유발 협력 I_CP

상호 협력 M_CP

회피 유형은 갈등을 유발시킨 진술에 대하여 아무런 대꾸 없이 넘어가거나 웃

음, 장난, 상관없는 이야기 등으로 문제를 피하는 단순 회피와, 갈등 상황에 대한 

하나의 주장을 다른 구성원들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여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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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용적 회피로 세부 분류하였다. 회피의 각 유형별 예는 아래와 같다.

단순 회피(S_AV: Simple Avoiding)

학생 진술 분류 기호
A3 활발해진다. C2
A4 활발해? Q1
A3 그러니까 더 많이 줄어들지. C4
A4 그래? 아니지 않아? 그 압력이 높을 때는 부피가 줄어들잖아. R5
A3 아 이상한 냄새나. O

B1 분자 운동… 이거 물어볼까? 이거 온도가 낮아지면 왜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는지

L1

B3 응? 왜 왜 어째서 물어봐? L1
…

수용적 회피(P_AV: Passive Avoiding)

학생 진술 분류 기호
A3 가로로 해야지 가로가 더 C4
A2 아 아무렇게나 하라고 죽인다. 그냥하면 반******(비속어들) R3
A1 됐다. 끝. L3

H1 부피가 다시 늘어난다. C4
H3 원상태로 오지 다시 늘어나? R5
H1 알았어, 알았어. R1

경쟁 유형의 하위 범주 중 단순 경쟁은 갈등 유발 문제에 대하여 타당한 이유 

또는 대안 없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이고, 유발 경쟁은 갈등이 유발된 후 다

른 구성원이 대안이나 의견을 가지고 갈등을 유발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설득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호 경쟁은 갈등이 시작되었을 때 갈등을 유발한 학생과 다른 구

성원들이 각자의 의견을 주장하며 서로 동의하지 않아 상반된 의견이 팽팽하게 대

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각 영역별 예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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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경쟁(S_CM: Simple Competing)

학생 진술 분류 기호
A4 이렇게 하는 거 맞지? E1
A2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 과연? R3
A4 맞아 E1
A2 뭐라고 했냐? Q1
A4 줘봐 L3
A2 @@ 너 진짜 *** 되게 맞아 볼래? O
A4 이것은 … 상태 변화를 하고 있다. C4

　 … 　
A2 많이 맞아서 입에서 시큼한 맛이 나 봐야 해. 뭐라고 했냐? O

유발 경쟁(I_CM: Induced Competing)

학생 진술 분류 기호
H4 54 C2
H1 근데 너 잠깐만 L3
H4 맞아 E1
H1 1, 2, 3, 4, 여기 아니야? R5
H4 0, 1, 2, 3, 4 니깐 12칸 그었잖아. 바보냐? R5
H1 어 그래 R3
H4 아 멍충이… 너 때문에 힘들잖아. 54 E2
H1 54… C2

상호 경쟁(M_CM: Mutual Competing)

학생 진술 분류 기호
B3 누를 때는 찌그러지고 당길 때는? Q1
B2 허 이게,야 있잖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하늘이잖아 그럼 얘가 높

이 올라갈수록 찌그러든다 이 말이잖아 그치? C4

B3 아니지 압력을 가할수록 찌그러든다, 아니야? R5
B2 그니까 얘가 지금 하늘을 올라가고 있잖아 하늘을 올라가는데, 하늘 

높이 올라갈수록 이게 찌그러드는 거야 하늘을 올라가면 기체가 되게 
커져서 터지는 거잖아

R5

B4 몰라~ ㅋㅋ 되게 멍해 E4
B2 @@ 새 풍선이@@ C1
B4 멍~~ NA
B3 근데 … 근데, 하늘 위로 올라가면 풍선이 터진다면서 왜 줄어들어? Q2
B2 그니까 그게 내말이… R3
B3 그니까 결국은 하늘은 반대네 위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적어진다는 거

네. C4

B2 아니지 위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강해진다, 이거지 R3
B4 └얘네 둘이 대립해 ㅋㅋㅋ E3

협력 유형은 갈등을 일으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과서를 찾거나 교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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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하는 등 타인의 도움을 받는 단순 협력, 자신의 의견과 주장이 포함된 ‘~아

닌가?’, ‘~맞지?’ 등의 질문으로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을 재촉하는 유발 협력, 갈등이 

유발된 후 구성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협동적으로 활발하게 제시하여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상호 협력으로 세분하였다. 협력의 각 유형별 예는 아래와 같다.

단순 협력(S_CP: Simple Cooperating)

학생 진술 분류 기호
A4 분자 사이의 거리는 같은 거야? Q2
A3 아니, 분자 사이의 거리는 다르지. R3
A2 몰라. E4
A1 야, 이 @@@야. NA
A2 미안해. O
A1 @@@ NA
A2 자, 나는 이걸 잘 모르겠어. E4
A3 질문자 적어. 모른대. L1
A2 적어, 빨리. L1
A4 뭐? Q1
A2 (A4에게) 어… 이거. C3

G3 야 그런데 이게 넓잖아  @@@ C4
G1 살금살금 걸어서 갈 거니까 힘의 크기가 작지. R5
G2 그래도 이게 서서 가는 거랑은 좀~ R5
G2 선생님한테 여쭈어 보~ L3
G3 그래 그럼 @@@@~ L3
G1 에흐. NA

유발 협력(I_CP: Induced Cooperating)

학생 진술 분류 기호
B2 1기압인 부피가 10L인 기체는 압력이 5기압으로 되면 부피가 2L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Q1

B1 1기압에서 부피가 10인 기체는 압력이 5기압으로 되면 50아니야? R3
B2 에헤이, 5기압은, 기압이 강해지면 부피가 작아지잖아~ R3
B2 기압이 5기압이라는 건… B1아 어, C1
B1 어? R2
B2 5기압이라는 건 기압이 더 강해지는 거잖아. 그런데 압력이 강해질수

록 부피가 작아지잖아.
C4

B1 아~~ 맞다, 맞다. R1
B2 압력이 강해수록 부피가 작다. C2
B1 그러면은 1에선 10이니까, 5일 땐 2? Q1
B2 어.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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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협력(M_CP: Mutual Cooperating)

학생 진술 분류 기호
F1 스키장에서 스키의 밑면을 넓게 만드는 이유가… 어… Q1
F3 눈에 안 들어… 안 파묻히려고. C4
F4 면적이 좁으면 눈에 묻혀서 나가지가 않잖아. C4
F1 ㅎㅎㅎ NA
F4 걸어 다녀야 되잖아. C1
F1 어… R1
F3 (스케이트를 가리키며) 이게 잘 미끌어지게 하는 거 아니야? Q1
F4 야 그러면 (스키를 가리키며) 이것도 잘 미끄러져 얼음 위에서는. R5
F1 ㅎㅎㅎ NA
F3 이게 그거 아니야? R3
F1 그, 그게 뭐냐? Q1
F3 면적, 그 뭣이냐. 거시기. C4
F3 면적이 넓어서 눈에 잘 들어가지 않는다? Q1
F1 면적이 넓어서 힘이 한쪽에만 이렇게 집중되지 않고

┌퍼져
C4

F4 └퍼지니까 C4
F3 오~ R1
F4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 C3
F3 어, 배운 거 같아. R1
F1 그거 그니까, 닿는 면적이 넓으면 (F2가 쓰는 걸 보면서 천천히 말한

다) … 힘이 퍼져서 … 힘이 퍼져서, 눈에 들어가지 않는다, 힘이 퍼짐 
ㅎㅎㅎ

C4

F4 ┌힘이 퍼짐 C2
F3 └힘이 퍼짐 C2
F2 힘이 퍼짐 C2

최종 분석틀을 토대로 2인의 분석자가 각각 기록 원고의 일부를 분석하여 그 

차이를 비교하여 논의하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자간 일치도

가 개별 진술 분석 89%, 상호작용 단위 결정 86%, 상호작용 단위 분석 87%, 갈등

행동 단위 결정 81%, 갈등행동 단위 분석 83%에 도달한 후, 1인의 연구자가 모든 

자료를 분석하여 코딩하였고 나머지 연구자가 이를 검토하였다. 분석틀의 각 영역

에 따른 언어적 상호작용의 빈도를 개별 진술, 상호작용 단위, 갈등행동 단위에 따

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기록 원고뿐만 아니라 관찰자의 관찰 노트, 학생들

의 활동지와 질문지, 조별 활동 파일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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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도 차이와 상관관계 분석 

같은 시간 동안에 나타난 이질 집단과 동질 집단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빈도와 

질적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집단 전체의 1차시당 평균 토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였다. 즉, 개별 진술, 상호작용 단위, 갈등행동 단위에 따른 언어적 상호작용의 

빈도 분석 결과는 1차시당 평균 협동학습 토의 활동에 소요된 시간(이질 집단:

18.34분, 동질 집단: 17.89분)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집단 전체의 평균 토의 

시간인 18.12분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언어적 상호작용의 일반적 양상 이외의 

분석 결과는 학생들 사이의 언어적 상호작용만을 분석하기 위하여 교사 참여 진

술과 분류 불가 진술을 제외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또한, 개별 진술, 상호작용 단

위, 갈등행동 단위의 빈도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집단주의 성향에 따른 이질 집단

과 동질 집단의 언어적 상호작용 양상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주의 성향

에 따라 구성한 이질 집단과 동질 집단 각각 4개조씩만을 분석하였으므로 정량적

인 통계에 의한 비교 대신에 대략적인 경향성을 비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연구 Ⅰ(주영 등, 2012)에서 나타난 인지적 측면의 결과가 협동학습 과정에서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중간고사 과학 

성적을 통제한 인지적 측면의 결과와 상호작용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협동학습에서 학생들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빈도와 학업 성취도와의 관계를 

Spearman의 순위 상관 계수를 구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언어적 상호작용의 빈도

와 학업 성취도의 향상과의 관계를 사전 성취도(중간고사 과학 성적)의 영향을 통

제한 Spearman의 부분 상관 계수를 구하여 조사하였다. 이와 같은 비모수 통계 방

법을 사용하는 탐색적 연구에서는 상관의 유의도를 .10 수준에서 검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임희준 등, 2001; Webb & Farivar, 1994), 본 연구에서도 .10 수준에서 유

의도를 검증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에는 SPSS 21.0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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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와 논의

3.1 언어적 상호작용의 일반적 양상

개별 진술, 상호작용 단위, 갈등행동 단위 수준에서 분석한 협동학습 1차시당 

언어적 상호작용의 집단별 평균 빈도와 비율을 정리한 결과는 <표 Ⅱ-5>와 같다.

개별 진술의 경우 과제 관련 진술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설명하기, 질

문하기, 조절하기, 응답하기, 평가하기의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과제 관련 

진술의 하위 영역의 분포가 이질 집단과 동질 집단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이

는 소집단 토론(강석진, 2000; 한재영, 2003)에서 언어적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와 마찬가지로 협동학습의 학생 간 토의에서 일정한 지식구성 메커니즘이 있음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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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 개별 진술, 상호작용 단위, 갈등행동 단위 수준에서 분석한 언

어적 상호작용의 1차시당1 집단별 평균 빈도(%)

이질 집단 동질 집단

개별
진술 

과제 관련

질문하기 41.4 ( 17.7) 50.7 ( 20.7)

설명하기 65.7 ( 28.1) 92.1 ( 37.7)

응답하기 13.8 (  5.9) 25.4 ( 10.4)

평가하기 11.7 (  5.0) 10.1 (  4.1)

조절하기 35.2 ( 15.1) 35.1 ( 14.3)

합계 167.9 ( 71.7) 213.4 ( 87.2)

과제 무관 42.3 ( 18.1) 13.6 (  5.6)

교사 참여 13.1 (  5.6) 6.5 (  2.6)

분류 불가 10.6 (  4.5) 11.3 (  4.6)

총계 234.0 (100.0) 244.7 (100.0)

상호
작용
단위

과제 관련 

지식 구성

대칭적 13.9 ( 48.2) 23.9 ( 46.9)

비대칭적 5.6 ( 19.5) 12.9 ( 25.3)

소계 19.5 ( 67.7) 36.8 ( 72.2)

운영 7.7 ( 26.8) 11.8 ( 23.1)

합계 27.2 ( 94.4) 48.6 ( 95.3)

과제 무관 사회-정서적 1.6 (  5.6) 2.4 (  4.7)

총계 28.8 (100.0) 51.0 (100.0)

갈등
행동
단위

회피 3.1 ( 32.5) 3.0 ( 26.8)

경쟁 3.8 ( 39.6) 4.6 ( 40.2)

협력 2.7 ( 27.9) 3.7 ( 33.0)

총계 9.5 (100.0) 11.3 (100.0)

1 협동학습 평균 토의 시간인 18.12분.

상호작용 단위의 경우 지식구성 상호작용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지식구성 상

호작용의 하위 영역 중 대칭적 상호작용의 비율이 높았으며 비대칭적 상호작용의 

비율도 적지 않았다. 학생들은 교사의 도움을 거의 받지 않은 채 활동지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집단 내에서 질문과 설명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함께 토의

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구성원의 주도로 토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토의를 진행하거나 기록자나 자료관리자가 해야 하는 역할을 알려주고 

조 활동을 평가하는 조절하기 진술이나 운영 상호작용의 비율도 적지 않게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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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아 학생들이 협동학습 오리엔테이션에서 안내된 조 활동 기술을 사용하

여 협동학습 방법을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갈등행동 단위를 분석한 결과, 갈등이 유발된 경우 회피, 경쟁, 협력의 

방법을 사용하는 비율은 비슷했으나, 빈도는 다른 수준의 분석 결과에 비해 상대

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협동학습에서 활동지의 답을 찾기 위한 토의가 단순

히 협동하는 것 이외에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며, 협동을 목표

로 아이디어와 학습 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강조되는 LT 모형(Putnam, 1997)을 사

용하여 협동학습 토의에서 교과서를 참조하거나 교사에게 질문할 수 있었기 때문

에 갈등의 빈도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결과이다. 학업 성취도에서 집단

주의 성향 하위 수준의 초등학생들에게 STAD 협동학습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던 선행연구(고한중 등, 2013)와 같이 집단 사이의 경쟁이 부각되는 

STAD 협동학습을 적용한 경우에는 갈등행동의 빈도나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3.2 언어적 상호작용의 빈도와 학업 성취도 검사 사이의 관계

학생들 사이의 개별 진술의 빈도와 학업 성취도 검사 사이의 Spearman의 순

위 상관 계수를 조사한 결과(표 Ⅱ-6), 학업 성취도 검사 점수가 학생들 사이의 개

별 진술의 총계(.322), 과제 관련 진술의 합계(.440)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과

제 관련 진술의 하위 영역 중에서 질문하기(.308)와 설명하기(.503)가, 세부적으로

는 단순 질문(.304), 단순 설명(.324), 반복 설명(.479), 정보 설명(.433), 의견 설명

(.449), 학습 진행(.336)이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 즉, 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질

문하고 설명할수록 학업 성취도 점수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하는 도움주기와 활동지에 제시된 문제를 읽는 행동이 학업 성취도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던 선행 연구(임희준 등, 1999)의 결과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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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6> 개별 진술의 빈도와 학업 성취도 검사 사이의 상관계수  

순위 상관 부분 상관

과제
관련

질문하기

단순 질문  .304*  .208

관련 질문  .196  .133

확장 질문  .055 -.022

소계  .308*  .201

설명하기

단순 설명  .324*  .304*

반복 설명  .479***  .349*

정보 설명  .433**  .136

의견 설명  .449**  .224

부가 설명  .216  .004

소계  .503***  .312*

응답하기

수용  .136  .306*

중립  .198  .260

단순 반론  .192  .016

수용적 확산  .135 -.047

논리적 반론  .228  .060

소계  .294  .183

평가하기

견해 평가  .126  .075

곤란도 평가  .221 -.002

기준 반성 -.051  .118

이해 평가  .161  .269

소계  .108  .262

조절하기

역할 관련  .170  .174

기록 관련  .138  .059

학습 진행  .336*  .275

소계  .292  .236

합계  .440**  .310*

과제 무관 -.165 -.087

총계  .322*  .272

*** p<.01, ** p<.05, * p<.10

또한, 개별 진술의 빈도와 학업 성취도 점수의 향상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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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학생들의 사전 성취도의 영향을 통제한 부분 상관 계수를 조사한 결과에

서도 과제 관련 진술의 합계는 학업 성취도 검사 점수의 향상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r=.310). 과제 관련 진술의 하위 영역 중에서 설명하기(.312)가, 세부적으로

는 단순설명(.304), 반복설명(.349), 수용(.306)이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 협동학

습에서는 주어진 활동지의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며 함께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 학생들은 상대방의 질문에 동

의하거나 설명과 반복 설명을 받아들이는 수용의 과정을 통하여 협동적으로 학습

함으로써 성취도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설명하기 영역이 학업 성취

도, 학업 성취도의 향상과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낸 것은, 학업 성취도와 관련이 

높은 소집단 협동학습 과정에서의 언어적 행동유형은 학습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행동이라고 보고했던 선행 연구(임희준 등, 1999)와 유사한 

결과이다.

상호작용 단위의 빈도와 학업 성취도 검사 사이의 상관 계수를 조사한 결과

(표 Ⅱ-7), 상호작용 단위의 총계(.424), 과제 관련 상호작용의 합계(.457), 지식구성 

상호작용의 소계(.458), 운영 상호작용의 소계(.369)는 학업 성취도 검사 점수와 유

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또한, 교정형, 논쟁형 대칭적 정교화 상호작용을 제외한 

지식구성 상호작용의 하위 영역은 모두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 즉, 과제 관련 

상호작용이나 이해의 공유가 확장되도록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누적형 대칭적 정

교화 상호작용 등이 성취도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호작용 단위의 빈

도와 학업 성취도 점수의 향상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생들의 사전 성

취도의 영향을 통제한 부분 상관 계수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비대칭적 상호작용 

소계(.325), 비대칭적 정교화 상호작용(.341), 운영 상호작용 소계(.307), 진행관련 

상호작용(.330), 집단과정 상호작용(.313)이 학업 성취도 점수의 향상과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 즉, 조원의 질문에 대해 다른 학생이 자세히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고 조원의 이해 정도를 파악하여 협동학습 토의를 적절하게 진행시키고 학습 

활동에 대한 반성과 평가를 통해 다음 협동학습 토의를 준비하는 상호작용이 성

취도 점수의 향상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갈등행동 단위의 빈도는 학업 성취도 검사나 학업 성취도 점수의 향상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갈등행동 단위의 빈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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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진술이나 상호작용 단위의 빈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고 갈등행동 단위의 

하위 영역별 빈도도 낮았기 때문에 갈등행동 단위의 빈도로 학업 성취도 검사 점

수와의 상관관계를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LT 모형을 사용한 

협동학습을 진행하였으므로 집단 사이의 경쟁이 강조되는 STAD 모형 등 다른 협

동학습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 갈등행동 단위의 빈도와 학업 성취도 검사 점수와

의 상관관계를 조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Ⅱ-7> 상호작용 단위의 빈도와 학업 성취도 검사 사이의 상관계수  

순위 상관 부분 상관

과제
관련

지식 구성

대칭적

단순  .351**  .181

정교화  .496***  .168

  누적형  .550***  .159

  교정형  .134  .162

  논쟁형  .204  .087

계  .460***  .185

비대칭적

단순  .332*  .230

정교화  .419**  .341*

계  .395**  .325*

소계  .458***  .245

운영

진행 관련  .400**  .330*

역할 관련  .219  .005

기록 관련  .199  .071

집단 과정  .303*  .313*

소계  .369**  .307*

합계  .457**  .281

과제
무관

사회-정서적

친화적  .021  .113

부정적  .032 -.063

합계  .090 -.026

총계  .424**  .266

*** p<.01, ** p<.05, *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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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집단 구성 방법에 따른 언어적 상호작용 양상 비교

(1) 개별 진술 수준의 비교 

집단주의 성향에 따라 구성한 이질 집단과 동질 집단에서 1차시당 개별 진술

의 개인별 평균 빈도를 분석한 결과, 개별 진술의 총계는 이질 집단(52.6회)이나 

동질 집단(56.8회)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과제 관련 진술의 합계는 동질 집

단(53.4회)의 빈도가 이질 집단(42.0회)보다 높았으며, 과제 무관 진술은 동질 집단

(3.4회)보다 이질 집단(10.6회)에서 3배 정도 높게 나타나 동질 집단 학생들이 학

습을 위한 대화를 더 활발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과제 관련 진술의 하위 영역 중 응답하기(이질: 3.5회, 동질: 6.4회)와 설명하

기(이질: 16.5회, 동질: 23회) 영역에서 동질 집단의 빈도가 이질 집단보다 높았다.

특히, 단순 설명(이질: 1.2회, 동질: 3.2회), 반복 설명(이질: 4.4회, 동질: 8.3회), 정

보 설명(이질: 1.5회, 동질: 3.1회), 수용(이질: 1.4회, 동질: 2.6회), 논리적 반론(이

질: 0.5회, 동질: 1.7회)에서 동질 집단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연구 Ⅰ(주영 등,

2012)에서 집단주의 성향에 따라 조구성을 하여 과학 협동학습을 한 결과, 동질 

집단의 학업 성취도 검사의 교정 평균(17.90)이 이질 집단(16.08)보다 높았던 것은 

이와 같은 동질 집단의 활발한 과제관련 진술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설명하기나 설명이 덧붙여지는 응답하기가 성취도와 정적인 상관이 있다고 

보고된 것(Webb, 1985)과 일맥상통한다.

이질 집단의 경우 개별 진술의 총계(HC: 64.0회, LC: 41.1회)와 과제 관련 진술

의 합계(HC: 54.3회, LC: 29.7회)에서 HC 수준 학생의 빈도가 LC 수준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Ⅱ-8). 특히, 설명하기(HC: 21.1회, LC: 11.8회)와 응답하기(HC:

4.2회, LC: 2.7회) 영역에서 HC 수준 학생의 빈도가 LC 수준 학생보다 높았다. 집

단주의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집단의 목표를 중요시하며 협동적으로 활동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개인주의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개인적인 목표를 추구하며 협동적

인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Wagner, 1995), 이질 집단에서 

HC 수준 학생이 LC 수준 학생보다 협동학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집단 대화에 

더 많이 협동적으로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연구 Ⅰ(주영 등, 201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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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이질 집단에서 HC 수준 학생의 학업 성취도의 교정 평균(17.39)이 LC 수준 

학생(14.68)보다 높게 나타났을 것이다.

<표 Ⅱ-8> 집단주의 성향 수준에 따른 이질/동질 집단에서 개별 진술의 1차시당1

개인별 평균 빈도(%)

이질 집단 동질 집단

HC
2

LC
3

HC
2

LC
3

과제
관련

질문하기

단순 질문 9.0( 8.5) 4.8( 4.5) 12.5(11.0) 8.0( 7.1)

관련 질문 4.8( 4.6) 1.7( 1.6) 2.0( 1.8) 2.3( 2.1)

확장 질문 0.3( 0.3) 0.2( 0.1) 0.1( 0.1) 0.4( 0.4)

소계 14.1(13.4) 6.6( 6.3) 14.6(12.8) 10.8( 9.5)

설명하기

단순 설명 1.3( 1.2) 1.2( 1.1) 4.3( 3.8) 2.0( 1.7)

반복 설명 5.6( 5.3) 3.1( 3.0) 10.2( 9.0) 6.4( 5.6)

정보 설명 1.9( 1.8) 1.1( 1.0) 2.3( 2.1) 3.8( 3.4)

의견 설명 11.5(11.0) 6.2( 5.9) 9.5( 8.3) 7.0( 6.2)

부가 설명 0.8( 0.8) 0.2( 0.2) 0.4( 0.4) 0.2( 0.2)

소계 21.1(20.1) 11.8(11.2) 26.7(23.6) 19.3(17.0)

응답하기

수용 1.6( 1.6) 1.2( 1.1) 3.0( 2.6) 2.1( 1.8)

중립 0.4( 0.4) 0.3( 0.3) 0.8( 0.7) 0.7( 0.6)

단순 반론 1.1( 1.1) 0.8( 0.8) 0.8( 0.7) 1.1( 0.9)

수용적 확산 0.3( 0.3) 0.2( 0.1) 0.3( 0.2) 0.7( 0.6)

논리적 반론 0.8( 0.8) 0.2( 0.2) 0.4( 0.4) 3.0( 2.6)

소계 4.2( 4.0) 2.7( 2.6) 5.3( 4.6) 7.5( 6.6)

평가하기

견해 평가 1.1( 1.1) 0.6( 0.6) 0.2( 0.2) 0.7( 0.6)

곤란도 평가 0.3( 0.3) 0.2( 0.2) 0.3( 0.3) 0.4( 0.3)

기준 반성 1.7( 1.6) 0.9( 0.8) 0.4( 0.3) 0.3( 0.2)

이해 평가 0.7( 0.7) 0.3( 0.3) 2.4( 2.1) 0.4( 0.3)

소계 3.8( 3.6) 2.1( 2.0) 3.3( 2.9) 1.7( 1.5)

조절하기

역할 관련 2.7( 2.6) 1.3( 1.2) 1.2( 1.0) 1.2( 1.1)

기록 관련 2.1( 2.0) 1.6( 1.5) 1.6( 1.4) 2.9( 2.5)

학습 진행 6.3( 6.0) 3.6( 3.4) 4.6( 4.0) 6.1( 5.4)

소계 11.1(10.6) 6.5( 6.2) 7.4( 6.5) 10.2( 8.9)

합계 54.3(51.6) 29.7(28.2) 57.2(50.4) 49.5(43.6)

과제 무관 9.7( 9.2) 11.5(10.9) 3.0( 2.7) 3.8( 3.3)

총계 64.0(60.9) 41.1(39.1) 60.3(53.1) 53.2(46.9)

1 협동학습 평균 토의 시간인 18.12분, 2 집단주의 성향 상위, 3 집단주의 성향 하위.



- 124 -

동질 집단의 경우에는 과제 관련 진술의 합계가 HC 수준 학생(57.2회)이나 LC

수준 학생(49.5회)에서 큰 차이 없이 나타난 것에 비해, 논리적 반론(HC: 0.4회, LC:

3.0회), 견해 평가(HC: 0.2회, LC: 0.7회), 기록 관련(HC: 1.6회, LC: 2.9회), 학습 진

행(HC: 4.6회, LC: 6.1회) 등의 하위 범주에서 각각의 빈도는 낮았지만 LC 수준 학

생의 빈도가 HC 수준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질 집단에서 LC 수준 학생

의 과제 관련 진술의 하위 범주의 빈도가 HC 수준 학생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았

던 것과는 다른 결과로, LC 수준 학생이 이질 집단(14.68)에서보다는 동질 집단

(18.26)에서 학습할 때 학업 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던 연구 Ⅰ(주영 등, 2012)의 결과

를 뒷받침한다. 즉, 논리적 반론과 같은 개별 진술은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자신이 

가진 개념을 정교화시켜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타당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어서[예시 1], 올바른 과학적 개념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학업 

성취도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빈도는 낮았지만, 견해 평가와 같은 개별 

진술 역시 상대방의 설명을 한 번 더 생각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나타

났는데[예시 2], 이는 반성적 사고를 촉진하여 효과적인 지식 구성 활동으로 이어졌

을 것이다(강석진, 2000). 기록 관련 개별 진술은 활동지의 문제에 대한 토의가 마

무리 단계에 이르렀을 때 토의 내용을 활동지에 기록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역할

을 하여, 기록자 뿐만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활동지 문제의 답을 반복하여 정리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예시1] 동질 집단에서 LC 수준 (여)
92 H1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해 봐. L3
93 H3 그래. R1
94 H4 피스톤에 압력을 가하면… C2
95 H3 어어, 기체지~ R5
96 H1 아니, 압력 맞아. R5
97 H3 기체에 압력을 가해야지. R5
98 H1 압력을 가하면 기체가 줄어들었다가 기체 부피가… 기체의 부피가… C4

[예시2] 동질 집단에서 LC 수준 (남)
78 G4 온도 변화가 거의 없는 구간은… C3
79 G2 양초가, 양초가 융해 된다. 아닐까? Q2
80 G3 그럴싸한데. R1
81 G2 그럴까? 쓸까? L2
82 G3 G2 말에 동의함~ R1
83 G1 그래~ 융해되는~ R4
84 G3 G2 말이 맞는 거 같다. 분자식 반응으로… 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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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질 집단과 동질 집단에서 과제 관련 대화 참여율[(해당 학생의 과제 관

련 개별 진술의 합/조원의 과제 관련 개별 진술의 합)×100]과 과제 무관 대화 참여

율[(해당 학생의 과제 무관 개별 진술의 합/조원의 과제 무관 개별 진술의 

합)×100]을 각각 조사하였다(그림 Ⅱ-3, 그림 Ⅱ-4). 그 결과, 과제 관련 대화 참여율

과 과제 무관 대화 참여율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두 집

단 모두 두세 사람의 과제 관련 대화 참여율이 높은 편이었다. 이질 집단과 동질 

집단에서 과제 관련 대화 참여율이 고르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 동질 집단의 1인당 

평균 개별 진술의 빈도는 높았지만 대화 참여율이 고르지 않았으므로 보상을 활용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이 토의에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

다.

A1~A4: A조 학생들, HC: 집단주의 성향 상위, LC: 집단주의 성향 하위,

1~4: 사전 성취 수준(1: 상위, 2: 중상위, 3: 중하위, 4: 하위).

<그림 Ⅱ-3> 이질 집단 학생들의 과제 관련 토의 참여율과

과제 무관 진술 점유율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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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E4: E조 학생들, HC: 집단주의 성향 상위, LC: 집단주의 성향 하위,

1~4: 사전 성취 수준(1: 상위, 2: 중상위, 3: 중하위, 4: 하위).

<그림 Ⅱ-4> 동질 집단 학생들의 과제 관련 토의 참여율과

과제 무관 진술 점유율의 관계

(2) 상호작용 단위 수준의 비교

1차시당 상호작용 단위의 개인별 평균 유발 빈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상호작

용 단위의 유발 빈도(이질: 7.2회, 동질: 12.8회)와 지식구성 상호작용의 유발 빈도

(이질: 4.9회, 동질: 9.2회)는 이질 집단보다 동질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식구

성 상호작용의 하위 유형 중 대칭적 상호작용 유발 빈도의 합(이질: 3.5회, 동질:

6.0회), 비대칭적 상호작용 유발 빈도의 합(이질: 1.4회, 동질: 3.3회)이 각각 이질 

집단보다 동질 집단에서 더 높았다. 이로 볼 때 동질 집단보다 이질 집단 학생들

이 활동지의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작용을 할 때 어려움을 겪었고 그에 따라 지

식구성 상호작용의 유발 빈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HC 수준 학생

과 LC 수준 학생으로 구성된 이질 집단의 학생들은 협동학습에서 개인의 목표와 

집단의 목표가 달라서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했던 연구 Ⅰ(주

영 등, 2012)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또한, 대칭적 정교화 상호작용(이질: 2.0회, 동질: 3.8회), 비대칭적 정교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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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이질: 0.4회, 동질: 1.1회)의 유발 빈도가 각각 이질 집단보다 동질 집단에

서 더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에서 HC 수준 학생과 LC 수준 학생 각각의 정교화 

상호작용 유발 빈도의 전체 합은 3.8, 0.9, 5.1, 4.5회였다(표 Ⅱ-9). 이는 연구 Ⅰ

(주영 등, 2012)에서 이질 집단 내에서 학생들이 학습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측했던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교화 상호작용은 이전 진술에 근거

한 새로운 기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학생들이 학습 내용에 대해 더욱 깊이 있

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의 사회적 구성에 필수적인 상호작용의 형태로 볼 

수 있으므로(강석진, 2000; 김경순, 2005; Tao & Gunstone, 1999), 정교화 상호작

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동학습 오리엔테이션에서 그 사례나 방법을 학생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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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9> 집단주의 성향 수준에 따른 이질/동질 집단에서 상호작용 단위의 1차

시당1 개인별 평균 유발 빈도(%)

이질 집단 동질 집단

HC2 LC3 HC2 LC3

과제
관련

지식 구성

대칭적

단순 2.1(14.3) 1.0( 7.3) 2.4( 9.4) 2.0( 7.8)

정교화 3.1(21.2) 0.8( 5.4) 3.9(15.4) 3.6(14.3)

누적형 2.3(15.8) 0.4( 2.8) 3.2(12.4) 1.9( 7.6)

교정형 0.3( 2.1) 0.2( 1.1) 0.6( 2.4) 0.3( 1.1)

논쟁형 0.5( 3.2) 0.2( 1.5) 0.2( 0.6) 1.4( 5.6)

계 5.1(35.5) 1.8(12.6) 6.3(24.8) 5.6(22.1)

비대칭적

단순 1.2( 8.4) 0.8( 5.4) 2.1( 8.1) 2.2( 8.8)

정교화 0.7( 5.1) 0.1( 0.6) 1.2( 4.8) 0.9( 3.6)

계 1.9(13.5) 0.9( 6.0) 3.3(12.9) 3.2(12.4)

소계 7.1(49.0) 2.7(18.6) 9.6(37.7) 8.8(34.5)

운영

진행 관련 1.1( 7.5) 0.6( 4.1) 1.1( 4.2) 1.7( 6.8)

역할 관련 0.5( 3.4) 0.3( 2.4) 0.3( 1.0) 0.2( 0.7)

기록 관련 0.5( 3.6) 0.5( 3.2) 0.5( 2.1) 1.1( 4.2)

집단 과정 0.3( 1.9) 0.1( 0.6) 0.8( 3.2) 0.2( 0.7)

소계 2.4(16.5) 1.5(10.3) 2.7(10.5) 3.2(12.5)

합계 9.4(65.5) 4.2(28.9) 12.3(48.3) 12.0(47.0)

과제
무관 사회-정서적

친화적 0.1( 0.9) 0.0( 0.0) 0.0( 0.1) 0.1( 0.5)

부정적 0.5( 3.2) 0.2( 1.5) 0.2( 0.7) 0.9( 3.3)

소계 0.6( 4.1) 0.2( 1.5) 0.2( 0.9) 1.0( 3.8)

총계 10.0(69.6) 4.4(30.4) 12.5(49.1) 13.0(50.9)
1 협동학습 평균 토의 시간인 18.12분, 2 집단주의 성향 상위, 3 집단주의 성향 하위.

이질 집단에서 전체 상호작용 단위 유발 빈도(HC: 10.0회, LC: 4.4회)와 지식

구성 상호작용의 유발 빈도(HC: 7.1회, LC: 2.7회)는 HC 수준 학생이 LC 수준 학

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동질 집단에서 전체 상호작용 단위 유발 빈도

(HC: 12.5회, LC: 13.0회)와 지식구성 상호작용의 유발 빈도(HC: 9.6회, LC: 8.8회)

는 HC 수준 학생이 LC 수준 학생과 거의 유사했다. 이와 같이 이질 집단에서 

LC 수준 학생의 전체 상호작용 단위 유발 빈도와 지식구성 상호작용 단위 유발 

빈도가 낮은 것은 개별 진술 수준의 분석 결과와 유사하다. 개인주의적인 구성원

은 대화의 기술이나 협동성, 자기조절 등이 부족하여 팀 활동에서 팀 성과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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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Gundlach et al., 2006)과 다르게, 이 연구에서는 

LC 수준 학생들로만 구성된 동질 집단에서 전체 상호작용이나 지식구성 상호작용

을 적지 않게 하여 협동학습의 결과가 좋게 나타났다.

협동과 유대를 강조하는 HC 수준 학생들과 경쟁과 성취를 중요시하는 LC

수준 학생들의 지식구성 상호작용은 질적인 면에서도 집단별로 차이가 있었다.

이질 집단에서 HC 수준 학생(A2)과 LC 수준 학생(A4)은 과제 관련 대화를 주고

받지 못하고 마치 상대방의 말을 듣지 못하는 것처럼 각자 다른 말을 하는 경우

가 있었다[예시 3]. HC 수준 학생들로만 구성된 동질 집단에서 성취도 상위 학생

(E1)은 조원이 틀린 답을 말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 순서대로 하나씩 설명해 

주면서 교정해 주었다[예시 4]. 이러한 상호작용 양상은 이질 집단에서 HC 수준 

학생(C2)에게 LC 수준 학생(C3)이 자세한 설명 없이 틀린 부분만 지적해주는 것

[예시 5]과는 대조적이었다. 동질 집단에서 LC 수준 학생들은 각자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며 대립하는 토의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예시 6]. 이로 볼 때 도움

을 주고받거나 대립적인 토의를 통해 학습할 수 있었던 동질 집단에 비해, 이질 

집단에서는 LC 수준 학생과 HC 수준 학생 간의 대화가 원활하지 않고 친밀도도 

낮은 것으로 보여 학습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시3] 이질 집단 (남)

172 A2 부피가 작다는 건 분자 운동이 약하다는 거지? Q3
173 A4 이것만 계속 써… L2
174 A2 맞잖아? E1
175 A4 ┌두구 두구 두구… NA
176 A2 └분자 운동이 빠르다면 부피가 커지잖아 C4 
177 A4 이것만 계속 써 L2
178 A2 움직이니까 막 @@고 C4
179 A4 @@@ NA
180 A2 ┌분. 자. 운. 동. 이 ~@@@ C2
181 A4 └How old are you?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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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4] 동질 집단에서 HC 수준 (남)
101 E2 풍선의 부피가 변하는 과정을 기체의 압력과 관련지어… 에헤헤… Q1
102 E2 기체의 압력이 뭐지? Q1
103 E3 아… 비례 C1
104 E2 비례? 압력이 이게 작아지는 거지? Q2
105 E1 야!… 압력이 강해지는 게. 압력이 강해진다는 거는 이걸 말하는 거

잖아. 
C4

106 E3 ┌어~ R1
107 E1 └근데 풍선이 줄어들었잖아. C4
108 E3 어~ R1
109 E2 어, 그럼 반비례 R4
110 E1 풍선이 커질수록 아. 압력이 강해질수록 풍선은 줄어든다. 반비례… C5
111 E1 들었니? L3

[예시5] 이질 집단 (남)
117 C3 융해는 분자 사이의 거리가 어떨까? Q2
118 C4 그러게 말이야 R1
119 C2 멀어? 가깝지. C4
120 C3 멀어, 활발하잖아 C4
121 C1 @@@이 멀다 C2
123 C1 멀다 가깝다 멀다가 일분 C4

[예시6] 동질 집단에서 LC 수준 (여)

212 H4 봐봐 L3
213 H4 어느 온도에 이르러 고체를 이루는 구조의 @@ 분자 사이의 

인력이 약해져 분자 배열이 @@ 액체로 변하게 된다 이거지

C5

214 H1 이거 아니야? Q2
215 H4 변화가 없는 동안이잖아. 이거는 고체를 또 이거 하잖아. 아 @@에 

쓰인다잖아. 아 @@ 쓰이는 게 아니고 

R5

216 H1 근데 이걸 액체로 변하게 한다는 거잖아 R5
217 H3 뭔 말이야? Q2
218 H2 온도가 일정한 이유 Q1
219 H4 여기 있잖아. 고체 어딨어? 고체를 이루는 분자 간 인력이 C3
220 H2 아, 이거 아니야? … 온도가 일정한 이유 Q2
221 H1 이때, 이때, 이때 아니야? Q2
222 H2 아. 맞아 맞아 R1

운영 상호작용의 유발 빈도는 이질 집단(2.0회)보다 동질 집단(3.0회)에서 약간 

높았다. 이질 집단에서 진행관련 상호작용의 유발 빈도는 LC 수준 학생(0.6회)보

다 HC 수준 학생(1.1회)의 경우에 약간 높게 나타나, 집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

력하는 성향의 HC 수준 학생이 집단 활동에 소극적이며 개인주의적인 성향의 

LC 수준 학생보다 토의 진행을 위한 능동적인 참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동질 집

단에서 진행관련 상호작용(HC: 1.1회, LC: 1.7회)과 기록 관련 상호작용(HC: 0.5

회, LC: 1.1회)의 유발 빈도가 HC 수준 학생보다 LC 수준 학생의 경우 높게 나



- 131 -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LC 수준 학생의 경우 집단 활동에 대한 성향이 다른 학생

들과 함께 배치된 이질 집단보다 집단 활동에 대한 성향과 개인적인 목표가 일치

하는 학생들과 함께 배치된 동질 집단에서 학습할 때 더 적극적으로 활동했음을 

나타낸다.

사회-정서적 상호작용의 유발 빈도는 이질 집단(0.4회)이나 동질 집단(0.6회)에

서 거의 비슷했다. 이 연구에서 조원들을 격려하거나 칭찬하는 친화적 상호작용

이 두 집단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협동학습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이 부

족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김경순, 2005). 한편, 예시 7, 8과 같은 부정적 상호작용

은 동질 집단의 LC 수준 학생이 유발한 빈도가 0.9회로 가장 많았다. LC 수준 학

생들은 일반적으로 새롭게 만난 사람을 스스럼없이 대하는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

고 있지만 상대방에 대한 경쟁 심리를 부정적 정서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예시7] 이질 집단 (남)

202 A1 아 머야 이게 O
203 A3 지잉 찍 @@ O
204 A2 너 가만히 놔둬 여기다. ~@@ 얘네가 자꾸 이걸 장난쳐 가지고 참 

…
O

205 A2 조장 자식이 진짜. O

[예시8] 동질 집단에서 LC 수준 (남)
149 G1 뭐야 눈이 동태눈이야 O
150 G3 으하하하 NA
151 G4 응보 NA
152 G2 일단은 이거를 C3
153 G4 눈을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동태눈 O

(3) 갈등행동 단위 수준의 비교

집단주의 성향에 따라 구성한 이질 집단과 동질 집단에서 1차시당 갈등행동 

단위의 개인별 평균 유발 빈도를 분석한 결과(표 Ⅱ-10), 전체 갈등행동 단위(이

질: 2.4회, 동질: 2.9회), 회피 소계(이질: 0.8회, 동질: 0.8회), 경쟁 소계(이질: 1.0회,

동질: 1.1회), 협력 소계(이질: 0.7회, 동질: 0.9회)의 유발 빈도는 다른 수준의 분석 

결과에 비해 낮은 빈도이기는 하지만 이질 집단과 동질 집단에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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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질 집단에서 전체 갈등행동 단위의 유발 빈도(HC: 2.7회, LC: 2.1회)와 세부 

유형별 유발 빈도는 HC 수준 학생과 LC 수준 학생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표

Ⅱ-10). 반면, 동질 집단에서 갈등행동 총계(HC: 2.3회, LC: 3.4회)와 경쟁 소계(HC:

0.5회, LC: 1.7회)는 HC 수준 학생보다 LC 수준 학생이 약간 높았고 협력 소계

(HC: 1.2회, LC: 0.6회)는 LC 수준 학생보다 HC 수준 학생이 조금 높았다. 이는 

갈등의 사례와 경쟁은 동질 집단의 HC 수준 학생보다 동질 집단의 LC 수준 학생

의 경우에 더 많이 나타나고 협력은 동질 집단의 LC 수준 학생보다 동질 집단의 

HC 수준 학생이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는 주장(Oetzel, 1998b)과 유사하다. 다만,

동질 집단의 LC 수준 학생들이 갈등 문제에 대해 협력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빈도

가 낮은 것은 협동학습의 목표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

각된다. 특히, 개인주의 성향의 사람들은 개별적 책무성 때문에 협동을 하려는 경

향이 있으므로(Earley, 1989), 협동학습에서 LC 수준 학생들에게 활동지의 문제에 

대해 토의한 내용을 소집단 구성원들에게 반복해서 설명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적

절한 개별적인 협동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Ⅱ-10> 집단주의 성향 수준에 따른 이질/동질 집단에서 갈등행동의 1차시

당1 개인별 평균 유발 빈도(%)

이질 집단 동질 집단

HC
2

LC
3

HC
2

LC
3

회피

단순 회피 0.7 (14.9) 0.4 ( 7.8) 0.3 ( 5.0) 0.8 (13.4)

수용적 회피 0.2 ( 3.9) 0.3 ( 5.8) 0.2 ( 3.9) 0.3 ( 4.5)

소계 0.9 (18.8) 0.6 (13.6) 0.5 ( 8.9) 1.0 (17.9)

경쟁

단순 경쟁 0.3 ( 5.8) 0.3 ( 5.8) 0.2 ( 2.8) 0.5 ( 9.5)

유발 경쟁 0.3 ( 5.8) 0.2 ( 5.2) 0.3 ( 5.0) 0.3 ( 6.1)

상호 경쟁 0.5 ( 9.7) 0.3 ( 7.1) 0.1 ( 1.7) 0.9 (15.1)

소계 1.0 (21.4) 0.9 (18.2) 0.5 ( 9.5) 1.7 (30.7)

협력

단순 협력 0.4 ( 9.1) 0.2 ( 3.9) 0.2 ( 3.4) 0.2 ( 3.4)

유발 협력 0.2 ( 5.2) 0.3 ( 7.1) 0.9 (15.6) 0.4 ( 7.3)

상호 협력 0.1 ( 1.3) 0.1 ( 1.3) 0.2 ( 2.8) 0.0 ( 0.6)

소계 0.7 (15.6) 0.6 (12.3) 1.2 (21.8) 0.6 (11.2)

총계 2.7 (55.8) 2.1 (44.2) 2.3 (40.2) 3.4 (59.8)

1 협동학습 평균 토의 시간인 18.12분, 2 집단주의 성향 상위, 3 집단주의 성향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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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질 집단에서 HC 수준 학생과 LC 수준 학생의 갈등행동의 질적인 차이는 뚜

렷했다. 동질 집단에서 HC 수준 학생들은 협력적으로 대화에 참여함으로써 갈등 

문제를 풀어나갔다. 이에 비해 동질 집단에서 LC 수준 학생들은 갈등이 유발된 문

제에 대하여 서로의 의견을 내세우면서 상호 경쟁적으로 토의를 하고 경우에 따라

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면서 대화가 종료되기

도 하였다[예시 9]. 이러한 경우에 동질 집단에서 LC 수준 학생들은 잠시 시간이 

지난 후 교과서를 찾아보거나 선생님께 질문하였다. 동질 집단에서 LC 수준 학생

들은 갈등 문제에 대한 의견의 일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경쟁적인 토의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상대방의 의견도 충분히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교과서를 

참조하거나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자신과 상대방의 의견의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

단하여 학습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예시9] 동질 집단에서 LC 수준 (여)                                             상호 경쟁
270 H3 그래 살금살금 기어간다고 R4
271 H1 야 면적은 똑같잖아~ 면적이 좁으면은… R5
272 H4 살금살금 기어가는 게 아니라 엎드려서 기어가야 되는 거 아냐? R5
273 H3 칫, 엎드려서 기어가면 면적이 넓잖아 R5
274 H1 면적이 넓어야 안 깨지지 않아? Q3
275 H4 그게 아니라 이게 얘네가~ R5
276 H3 야, 엎드려서 기어가는 게 뭔데~ 엎드려서 가면 쫙 엎드려서 간다

는 소리잖아.
R5

277 H1 차라리 엎드려서 가면… C4
278 H2 접촉면의 면적이… C2
279 H3 엎드려 가는 게 제일 면적이 넓다고 C4
280 H1 면적이 넓어야 안깨지는 거 아냐? Q3
281 H3 그거는 스키장이고 R5
282 H4 왜왜, 왜 이게~ R5
283 H1 깨지진 않을꺼 아냐 R5
284 H3 그래, 그래. 너네 마음대로 해라~ R2
285 H1 아니… R3
286 H3 난 빠질게 R2

한편, 동질 집단에서 회피 소계(HC: 0.5회, LC: 1.0회)는 동질 집단에서 HC 수

준 학생보다 LC 수준 학생의 경우에 조금 높게 나타났는데, 동질 집단에서 LC 수

준 학생보다 HC 수준 학생의 경우에 회피를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는 선행 연구

(Oetzel, 1998b)의 제안과는 차이가 있었다. 갈등 문제를 회피하는 행동은 협동학습

에서 토의하는 동안 자신이 학습하고 있는 것을 점검하고 다른 조원들이 학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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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Oliveira & Sadler, 2008). 즉,

예시 10에서와 같이 생산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갈등 문제를 회피함으로써 구

성원의 의견을 듣고 반성적 사고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하여 다른 구성

원의 학습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 협동학습의 책무성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회피는 갈등 문제를 풀어나가는 일반적인 전략일 수 있지만 협동학습에서는 지식

의 사회적 구성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갈등은 집단 의사결정의 

획일성을 막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끌어내어 결과물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Schulz-Hardt, Jochims, & Frey, 2002), 갈등에 직

면했을 때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예시10] 이질 집단 (남)                                                      수용적 회피

102 C2 분자 사이의 거리도 원래 맞지? Q2
103 C2 원래 맞잖아. 원래 원랜 맞아. E1
104 C3 분자 운동으로 설명하라 했잖아. C4
105 C2 알았어.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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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집단주의 성향에 따라 이질 집단과 동질 집단으로 집단

구성을 하여 실시한 과학 협동학습에서 언어적 상호작용을 개별 진술, 상호작용 단

위, 갈등행동 단위 수준에서 분석하고, 이 분석 결과와 학업 성취도, 학업 성취도의 

향상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으며, 집단 구성 방법에 따른 언어적 상호작용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개별 진술 수준의 분석에서 이질 집단과 동질 집

단 모두 과제 관련 진술의 하위 영역의 분포가 비슷했고 설명하기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상호작용 단위의 유발 빈도는 이질 집단보다 동질 집단에서 높게 나타나 

동질 집단 학생들의 토의가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질 집단에서 HC 수준 

학생의 개별 진술의 빈도와 상호작용 단위의 유발 빈도가 LC 수준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동질 집단에서는 개별 진술의 빈도가 HC 수준 학생의 경우에 LC 수준 

학생보다 근소한 차이로 높았으며 상호작용 단위의 유발 빈도는 거의 비슷하게 나

타났다. 갈등행동 단위의 유발 빈도는 전체적으로 낮았고 집단별로 비율이 비슷했

으며, 동질 집단에서 LC 수준 학생은 회피와 경쟁, HC 수준 학생은 협력의 유발 

빈도가 높았다. 정성적으로 볼 때 상호작용 단위 수준과 갈등행동 단위 수준에서 

이질 집단과 동질 집단 간의 차이가 있었다. 학업 성취도, 학업 성취도의 향상은 

과제 관련 진술의 합계, 설명하기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로 볼 때, 집단주의 성향과 같은 개별 구성원의 특성은 협동학습

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집단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협동학습에서 LC 수준 학생을 이질 집단으로 편성하는 것을 피하거나, LC

수준 학생들을 HC 수준 학생들과 함께 이질 집단으로 구성한 경우에는 토의 활동

에 대한 동기 부여와 칭찬 등으로 생산적인 상호작용을 유도함으로써 집단주의 성

향이 다른 학생들 사이의 목표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의 모색도 

필요하다. 특히, 지식 구성 상호작용의 질적인 측면에서 이질 집단 내 HC 수준 학

생과 LC 수준 학생 사이에서 나타난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각자 자기 말만 하

거나 자세한 설명 없이 틀린 부분만 지적해주는 식의 상호작용을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응답하고, 상대방의 응답에서 틀린 부분은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 교정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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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수준의 상호작용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교사의 개별 지도가 필요하다.

설명하기 진술이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토의를 통한 지

식의 사회적 구성이라는 점에서 학습에 도움이 되고 협동학습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상세하고 정교한 설명을 포함하는 정교화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토의에 참여한 정도를 직접적으로 보상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협동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행동과 상호작용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갈

등 상황에서 의견의 차이는 명확하게 하되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협력적인 토의 

기술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며, 토의 과정에서 과제관련 갈등이 개인적인 감정적 갈

등이나 과도한 경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교사가 순회지도하면서 관찰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부정적 사회-정서

적 상호작용이 과학 학습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여 부드러운 말씨를 사용하여 친화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협

동학습 수업 방법을 안내할 때 친화적 상호작용 기술을 지도하고 연습시킬 필요

가 있다.

한편,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학생들이 주고받는 개별 진술로 이루어지므로 

지식구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개별 진술을 찾아내어 학생들에게 지도한다면 인

지적 측면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협동학습에서 학생들 

사이의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토의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

키기 위해서는 협동학습에서 각 개별 진술들이 학습에 기여하는 일정한 역할을 파

악하여 지식구성 메커니즘을 조사하고, 집단주의 성향과 같은 학습자 변인 이외에 

지식구성 활동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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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과 제언

1. 연구의 요약과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 사이의 활발한 대화를 통하여 의미 있는 학습이 이루어

진다고 하는 사회적 구성주의를 토대로, 과학과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협력적인 학

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협동학습을 실시하였다. 이 때 효과적인 협동학습을 위

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문화적 차원으로서 심리적 속성인 집단주의 성향의 측면에

서 소집단을 구성하여 중학교 과학 학습에 협동학습을 적용했을 때의 교수 효과를 

조사하고 협동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도 알아보았다. 또한, 협동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연구 Ⅰ에서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협동학습 전략을 12차시에 걸쳐 적용

하여 학생들의 집단주의 성향을 고려한 이질적 소집단과 동질적 소집단 구성의 효

과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학업 성취도에서 수업 처치의 주효과가 나타났고 수

업 처치와 집단주의 성향 수준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HC 수준 학생들

의 학업 성취도는 세 집단의 차이가 거의 없었던 것에 비해 LC 수준 학생들의 학

업 성취도는 동질 집단의 경우가 이질 집단보다 더 높았고, 이질 집단은 통제 집단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로 볼 때 인지적 측면에서 좀 더 효과적인 협동학습이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학업 성취도 측면에서는 이질적이 되도록 하고, 성별로는 동질적

이 되도록 하면서, 동시에 집단주의 성향 측면에서는 이질적인 집단보다 동질적인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의적 측면에서의 분석 결과, 자신감, 과학 수업 환경에 대한 인식, 친화성, 규

칙의 명확성 영역에서 수업 처치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자신감과 친화성 영역에서 

처치 집단의 점수가 통제 집단보다 높았고, 과학 수업 환경에 대한 인식, 규칙의 

명확성 영역에서 동질 집단의 점수가 통제 집단보다 높았다. 과학 학습 동기, 관련

성 영역에서 수업 처치와 집단주의 성향 수준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고,

HC 수준 학생들의 경우 동질 집단과 이질 집단의 점수가 통제 집단보다 높았다.

교사 주도의 강의식 수업에서 교사의 친절하고 반복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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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의 이해가 어려워 과학학습에 자신감이 다소 부족했던 학생들이 소집단 내에

서 대화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협동학습을 통하여 자신감도 키우고 구성원들과 더 

친해질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HC 수준 학생들은 규범을 중요시하고 LC 수준 

학생들은 개인의 사고방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Triandis, 1995), 이질 집

단 학생들은 조 활동 규칙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인해 조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 또한 집단주의 성향 측면에서 이질적인 집단 구성을 

가급적 피할 것을 시사한다. 한편, LC 수준 학생들은 과학 협동학습이 자신의 목표

나 동기와 관련이 있고 유용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낮았으므로 점수, 경쟁, 성취

에 민감한 LC 수준 학생들의 과학 학습 동기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인 활동에 대한 

보상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협동학습에 대한 인식을 설문과 면담으로 조사한 결과, 협동학습이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HC와 LC 수준 학생들 모두 증가했지만 협동학습이 싫어졌다는 응

답 비율은 이질 집단의 LC 수준 학생의 경우에 높게 나타났다. 또한, 조점수로 개

인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HC 수준 학생들보다 LC 수

준 학생들의 경우에 낮게 나타났다. HC 수준 학생들이 토의가 잘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성취도가 낮은 친구도 배려할 때로, 답을 빨리 

찾았을 때나 토의 결과가 정답이었을 때 토의가 잘 되었다고 응답한 LC 수준 학생

들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이 집단주의 성향에 따른 협동학습에 대한 인식에서

의 차이는 존중, 배려, 여유를 중요시하는 지 또는, 신속함, 정확성, 점수를 중요시

하는 지로 요약할 수 있었다. 이는 협동학습 과정에서의 질적인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이질 집단에서 LC 수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낮았

기 때문에 이질 집단에서의 대화 양상을 심도 있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연구 Ⅱ에서는 과학 협동학습 과정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위하여 연구 Ⅰ의 연

구 대상 소집단 중 8개의 소집단을 대상으로 4차시 동안 학생들 사이의 언어적 상

호작용을 개별 진술, 상호작용 단위, 갈등행동 단위 수준에서 분석하고 집단주의 

성향에 따른 이질 집단과 동질 집단에서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비교하였다. 개별 진

술 수준의 분석 결과, 이질 집단과 동질 집단 모두 과제 관련 진술의 하위 영역의 

분포가 비슷하게 나타났고 설명하기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학업 성취도, 학업 성

취도의 향상과 언어적 상호작용 사이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학업 성취도, 학업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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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도의 향상은 과제 관련 진술의 합계와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 토론학습이나 

협동학습과 같은 소집단 학습에서는 학생들이 지식 구성 관련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질 집단에서 

HC 수준 학생의 개별 진술 빈도와 과제 관련 진술의 빈도가 LC 수준 학생보다 높

게 나타났다. 이는 연구 Ⅰ에서 이질 집단에서 HC 수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점

수가 LC 수준 학생들보다 높았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로, 이질 집단에서 HC 수준 

학생들이 협동학습 활동에 더욱 적극적이었고 LC 수준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참여

하지 않은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연구 Ⅰ의 협동학습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와 

같이 협동학습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배려와 협력인지, 성취와 경쟁인지와 

같이 집단주의 성향 수준별로 서로 달랐던 점이 협동학습에서의 어려움으로 작용

하여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상호작용 단위 수준의 분석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상호작용 단위의 유발 빈도는 이질 집단보다 동질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고, 이질 

집단에서 HC 수준 학생의 상호작용 단위의 유발 빈도가 LC 수준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질 집단과 동질 집단 간에는 상호작용 단위 수준에서의 질적인 

차이가 있었다. 이질 집단에서는 과제 관련 대화가 대칭적, 점진적으로 확장되지 

못하여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답을 말해주는 식으로 진행되었

고, 서로 다른 주제의 대화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이에 비해 동질 집단에서는 모르

는 친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거나, 서로 상반된 의견

에 대해 열띤 토의를 통해 상대방을 이해시키기 위한 대립적인 대화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질적인 차이가 학업 성취도의 차이와 협동학습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과제 관련 상호작용이나 누적형 대칭적 정교화 상호

작용의 빈도는 학업 성취도 검사 점수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갈등행동 단위 수준의 분석 결과, 갈등행동 단위의 유발 빈도는 전체적으로 낮

은 편이었으나 집단별로 비율이 비슷했다. 특히, 동질 집단에서 LC 수준 학생은 회

피와 경쟁, HC 수준 학생은 협력의 유발 빈도가 조금 높았다. 동질 집단에서 HC

수준 학생과 LC 수준 학생 사이에는 갈등행동 단위 수준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었

다. 갈등 문제에 대해 경쟁 전략으로 접근할 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적인 감정만을 표출하기 보다는, 경쟁적으로 의견을 내어 대화를 하면서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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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교사에게 질문하거나 교과서를 찾거나 다른 조의 발표 의견

을 듣는 것과 같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갈등 문제에 대해 회피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고 조원의 학습을 도와야하는 협동학습의 책무성을 저버리는 행동임

을 설명해주어 갈등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협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학생이 가진 집단주의 성향 측면만큼이나 중요한 학습 주제, 교사의 수업 

방식, 개성, 성향 등과 같은 수업의 구성 요소 측면에서 이 연구의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습 내용인 화학 부분을 간단한 기구를 활용한 실험, 시범실험, 동영

상, 자료해석하기 등 다양한 학습 자료를 제공하여 실시하였고, 처치에 참여한 두 

교사의 전공 과목이나 수업 지도 성향이 다른 데에서 오는 한계가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교사 스스로 노력하였고, 두 교사 모두 학생들을 이해하고 보살펴

주며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적극적인 성향이었으며, 학교의 관리자도 협

동학습에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위와 같은 연구 결과가 도출되는 

데에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과학 협동학습에서 학생들의 집단주의 성향은 학업 성취도, 과학 

학습 동기, 과학 수업 환경에 대한 인식, 협동학습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소집단 구성원 사이의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쳤다. 집단주의 성향에 따라 이질적

으로 구성한 소집단에서 LC 수준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통제 집단보다도 낮았으며 

LC 수준 학생의 과학 학습 동기가 낮게 나타났고 HC 수준 학생과 LC 수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지 않았다. 반면에 집단주의 성향을 고려하여 동질적으로 

구성한 소집단의 경우에는 학업 성취도나 학업 성취도의 향상과 유의미한 상관관

계를 나타내는 상호작용의 빈도가 비교적 높았으며 학생들의 과학 수업 환경에 대

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과학 협동학습에서 집단주의 성향에 따른 집단 

구성이 학습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과학 협동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집단을 구성할 때 이 연구에서와 같이 학생들의 성적에 따

른 이질적인 집단 구성과 성별에 따른 동질적인 집단 구성 이외에 학생들의 집단

주의 성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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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과 추후 연구 과제

이상의 연구 결과들로부터 중학교 과학 수업에서 효과적인 협동학습을 위한 시

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협동학습을 위한 소집단 구성을 위해 사전 과학 성적에 따라 이질적, 성

별에 따라 동질적으로 소집단을 구성하면서 동시에 학생들의 집단주의 성향에 따

라서는 동질적인 집단 구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집단주의 성향이 비슷한 학생들

끼리 소집단 활동을 할 때 소집단 활동에 대한 목표와 개인의 목표가 일치하여 성

취도가 향상될 수 있다. 이에 비해 집단주의 성향이 낮은 학생들만으로 구성된 동

질적 소집단이나 이질적 소집단의 경우에는 구성원들의 과학 학습 동기를 향상시

켜 활발한 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기적인 교육 성과로

는 집단주의 성향이 동질적인 학생들이 모여 협동학습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장기

적으로는 집단주의 성향이 이질적인 학생들이 모인 집단의 어려움도 발전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측면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들이 협동학습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언어적 상호작용의 빈

도, 선호하는 갈등행동 전략 등 집단주의 성향이라는 창을 통해 알게 된 협동학습

의 메커니즘을 과학학습 지도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HC 수준 학생들은 협동, 조

화, 존중, 배려, 여유를 중요시하고, LC 수준 학생들은 경쟁, 신속함, 정확성, 점수

를 중요시한다. 이러한 가치의 차이로 인해 동질 집단에서 HC 수준 학생들은 서로 

질문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만족스러운 협동학습을 하였으나 동질 집

단에서 LC 수준 학생들은 상호작용 유발 빈도가 낮았고 갈등상황에서도 협력보다

는 회피와 경쟁 전략을 사용하였으며, 이질 집단에서는 협동학습이 원활하게 진행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집단 구성원 간의 활발한 대화와 상호신뢰를 바탕으

로 협동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LC 수준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쟁이나 점수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줄 수 있다면 LC 수준 학생들도 좀 

더 여유 있는 자세로 협력 전략을 사용하며 협동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생들을 집단주의 성향 검사에 의해 집단주의 성향 상위 수준과 집단주

의 성향 하위 수준으로 구획하였지만 학생들 내면에는 집단주의 성향 상위와 하위 

수준이 모두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학생 개인의 집단주의 성향 수준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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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거나 발전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학생들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협동학습 

과정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상호작용 사례는 집단별로 특징적이고 특이한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그 학생에 대한 전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닌 것이다. 또한, 집단주의 성향 상위 수준이 좋거나 옳고, 집단주의 성향 

하위 수준이 나쁘거나 그르다는 가치 판단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런 

측면에서도 지도 교사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넷째, 학생들이 학습을 위한 대화를 할 때의 다양한 기술들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와 같이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개별 진술들이 

모여 과학적인 개념을 상세화하거나 확장시킬 수 있는 정교화 상호작용이 많이 나

타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학생 상호간의 의견이 대립하여 갈등이 유발되었을 때 

감정적 대응보다는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갈등 상황은 부정적인 사회-정서적 상호작용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었고 

이는 과학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부드러운 말씨로 친화적인 상

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교사의 사전 지도와 세심한 순회 지도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연구 과제를 아

래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에서 화학 내용으로 

협동학습의 교수 효과를 연구하였으나, 협동학습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연

구 대상, 학습 과제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협동학습 상황

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집단 구성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구성원의 집단주의 성향이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매개하는 목표 구

조나 동기와 같은 변인에 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인지적 측면에서는 집단주의 성향 측면에서 동질 집단으로 구성하는 것

이 좋으나, 정의적인 측면이나 언어적 상호작용 연구 결과에서는 혼재되어 있다.

즉, 이질 집단 학생들의 경우에 협동학습을 통하여 자신감과 친화성은 향상되었으

나 이질 집단 구성원 중 LC 수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통제 집단보다 낮게 나

타났다. 따라서 집단주의 성향 측면에서 동질 집단으로 구성하는 것 이외에 이질 

집단 학생들이 협동학습을 통해 성취도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협동학습이 진행되는 동안 이질 집단 



- 143 -

내 LC 수준 학생의 학습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면담하는 방법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집단주의 성향이 낮고 개인주의 성향이 높은 학생들은 자신들의 리더십 

능력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평균보다 높다고 믿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Triandis,

1995), 학생들의 협동학습 토의 과정에서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는지, 이러한 특성이 

인지적, 정의적 학습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연구도 필요하다.

또한, 집단주의 성향에 따른 이질 집단과 동질 집단에서 이 학생들이 조장 역할을 

할 때와 기록자, 자료관리자, 질문자의 역할을 할 때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조사하

고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로부터 이질 집단에서 LC 수준 학생들의 학습 동

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기대할 수 있다.

넷째, 지식 구성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학적, 문화적 측면에서의 새

로운 학습자 변인을 찾고 이러한 변인이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학습 내용, 토

론학습 등의 수업 방법을 대상으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협동학습과 

같이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의존성이 중요한 소집단 활동에서 구성원이 가진 인지

적, 심리적, 문화적 특성은 갈등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성양경,

2006), 협동학습에서 갈등행동을 유발하는 변인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더 진행

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이 연구는 협동을 목표로 학습 자료 등을 공유하는 LT 모형을 사용한 

협동학습에서 집단주의 성향에 따른 집단 구성의 교수 효과와 언어적 상호작용을 

조사하였으므로, 집단 사이의 경쟁이 강조되는 STAD 모형 등 다른 협동학습 모형

을 적용한 과학 수업에서 집단주의 성향에 따른 집단 구성의 교수 효과와 상호작

용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갈등행동의 빈도가 낮게 나타났으므로 갈등행동이 

더욱 유발될 수 있는 과학탐구과정이나 사회적 합의 형성을 강조한 개념 학습에서 

집단주의 성향에 따른 집단 구성을 이질적, 동질적으로 했을 때 학생들 사이의 언

어적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여섯째, 전달된 메시지 안에 의미가 포함된 분명하고 직접적인 메시지를 사용

하는 저맥락 대화 유형은 개인주의적인 문화에서, 사람이나 사회문화적인 맥락에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암시적이고 간접적인 메시지를 사용하는 고맥락 대화 유형

은 집단주의적인 문화에서 사용되므로(Gudykunst et al., 1988), 과학 협동학습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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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학생들의 대화 유형을 이에 따라 분석하고 어떤 경우에 오개념이 낮고 과학 

학습에 효과적인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본 연구에서는 Oetzel(1998b)의 갈등행동 분석틀을 수정하여 과학 협동

학습에서 학생들 사이의 갈등행동을 분석하였으나 다른 이론적 관점에서의 갈등행

동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Holt와 DeVore(2005)는 순조로움, 기권, 타협,

문제해결, 강제의 다섯 가지 갈등관리 유형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갈등관리 유형이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문화 간, 남성과 여성 간, 조직 내 역할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하였으므로 과학학습을 위한 더 나은 지도 방향을 얻기 위하여 이

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협동학습에서의 갈등행동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집단주의 성향과 동기, 개성, 정서지능, 장의존-장독립과 같은 심리적인 

변인들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들이 과학 협동학습과 같은 과학학습에

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

히 정서 지능과 같은 변인은 소집단의 응집성과 수행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Rapisarda, 2002), 집단주의 성향과 정서 지능과의 관계와 

더불어 협동학습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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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Ⅰ-1> 통제 집단 활동지 예시

4. 물질의 세 가지 상태 ①                                                  과학 학습지

  1학년  (      )반  (      )번  이름(                 )

학습주제 우리 주변 물질의 세 가지 상태 과학책 78-79쪽

학습목표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물질을 고체, 액체, 기체의 세 가지 상태로 분류할 수 있다.

  고체, 액체, 기체 각각의 성질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은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가?

 실험

양초와 책상을 관찰하고 아래 표를 완성해 보자.

                        물체
 물체의 성질 양초 책상

색깔

무겁거나 가벼운 정도

딱딱하거나 부드러운 정도

모양을 쉽게 바꿀 수 있는지

부피를 쉽게 바꿀 수 있는지

◆ 양초와 책상은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가?

 [실험1] 비커에 그려진 눈금선 하나를 정해서 비커에 물을 그 눈금선까지 넣은 다음, 삼각플

라스크에 옮겨서 물의 모양을 살펴본다. 다시 삼각플라스크의 물을 원래의 비커에 
붓고 처음 물의 양과 비교해 본다.

◆ 비커의 물을 삼각플라스크에 옮겼을 때의 물의 모양과 부피 변화는 어떠한가?

모양 :
부피 :

 [실험2] 주사기의 끝을 왼쪽 손가락으로 막고 오른손으로 피스톤을 누르면서 변화를 관찰해 본다.

◆ 주사기 속에 들어 있는 공기의 모양과 부피의 변화는 어떠한가?

모양 :

부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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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앞에서 배운 내용을 참고로 하여 물질의 상태에 따른 성질을 정리해보자.

            상태
성질 고체 액체 기체

모양
부피

흐르는 성질
물질의 예

◆ 다음 <보기> 중에서 ( )안에 알맞은 말을 골라 적어보자.

<보기>  물질,  물체,  상태,  상태 변화

①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 )라고 하고, 철이나 구리와 같이 물

체를 이루는 성분을 ( )이라고 한다.

② 물이 온도에 따라 얼음이나 수증기로 되는 것처럼 물질은 그 ( )가 한 가

지로 정해져 있지 않고 다른 ( )로 변할 수 있다.

 적용 문제

◆ 아래에서 고체, 액체 및 기체인 것을 찾아보고 각각의 공통 성질을 적어보자.

얼음 바위 못 바닷물

공기 기름
음료수 속의 
이산화탄소

카레 가루

고체

예:

공통성질:

액체

예:

공통성질:

기체

예:

공통성질:

♠ 수 고 하 셨 습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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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Ⅰ-2> 협동학습 집단 활동지 예시

4. 물질의 세 가지 상태 ①                                              과학 협동학습지

  1학년  (      )반  조이름: (                 )

역할담당자: 조장(         ), 기록자(         ), 자료관리자(        ), 질문자(         )

학습주제 우리 주변 물질의 세 가지 상태 과학책 78-79쪽

학습목표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물질을 고체, 액체, 기체의 세 가지 상태로 분류할 수 있다.

  고체, 액체, 기체 각각의 성질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의 예를 4가지 이상 찾고, 이들 물질은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 함

께 토의해서 적어보자.

 함께 실험하기 : 고체, 액체, 기체의 차이점

양초와 책상을 관찰하고 아래 표를 함께 완성해 보자.

                        물체
 물체의 성질 양초 책상

색깔

무겁거나 가벼운 정도

딱딱하거나 부드러운 정도

모양을 쉽게 바꿀 수 있는지

부피를 쉽게 바꿀 수 있는지

◆ 양초와 책상은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지 함께 찾아서 기록해 보자.

 [실험1] 비커에 그려진 눈금선 하나를 정해서 비커에 물을 그 눈금선까지 넣은 다음, 삼각플

라스크에 옮겨서 물의 모양을 살펴본다. 다시 삼각플라스크의 물을 원래의 비커에 
붓고 처음 물의 양과 비교해 본다.

◆ 비커의 물을 삼각플라스크에 옮겼을 때의 물의 모양과 부피 변화에 대하여 토의해서 기록해 보자.

모양 :

부피 :

 [실험2] 주사기의 끝을 왼쪽 손가락으로 막고 오른손으로 피스톤을 누르면서 변화를 관찰해 본다.

◆ 주사기 속에 들어 있는 공기의 모양과 부피의 변화에 대하여 토의해보자.

모양 :

부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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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정리하기

◆ 앞에서 배운 내용을 참고로 하여 물질의 상태에 따른 성질을 함께 토의해서 정리해보자.

            상태
성질 고체 액체 기체

모양
부피

흐르는 성질
물질의 예

◆ 다음 <보기> 중에서 ( )안에 알맞은 말을 함께 토의하여 골라 적어보자.

<보기>  물질,  물체,  상태,  상태 변화

①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 )라고 하고, 철이나 구리와 같이 물

체를 이루는 성분을 ( )이라고 한다.

② 물이 온도에 따라 얼음이나 수증기로 되는 것처럼 물질은 그 ( )가 한 가

지로 정해져 있지 않고 다른 ( )로 변할 수 있다.

 함께 적용하기

◆ 아래에서 고체, 액체 및 기체인 것을 찾아보고 각각의 공통 성질을 함께 토의해서 적어보자.

얼음 바위 못 바닷물

공기 기름
음료수 속의 
이산화탄소

카레 가루

고체

예:

공통성질:

액체

예:

공통성질:

기체

예:

공통성질:

♠ 수 고 하 셨 습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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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자의 운동 ④                                                           과학 협동학습지

  1학년  (     )반  조이름: (                  )

역할담당자: 조장(         ), 기록자(          ), 자료관리자(          ), 질문자(         )

학습주제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 과학책 106-107쪽

학습목표
  온도에 따라 기체의 부피가 변함을 알고, 분자 운동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온도에 따른 기체 분자 운동의 변화로 부피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 찌그러진 탁구공을 원래 상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원들과 함께 토의하여 

적어보자.

 함께 실험하기 : 손대지 않고 주사기 밀어올리기

<시범 실험>

 빈 삼각 플라스크에 입구에 공기를 뺀 주사기를 끼운다. 

 이 때 공기가 새지 않도록 삼각 플라스크와 주사기를 연결하는데 주의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 플라스크를 알코올램프(또는 핫플레이트)로 가열한다. 

   이 때 주사기에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한다.

 알코올램프(또는 핫플레이트)를 끈 다음, 주사기에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한다.

◆ 삼각 플라스크를 가열할 때 주사기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함께 토의하여 적어보자.

◆ 알코올램프를 끄고 삼각플라스크를 식혔을 때, 주사기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함께 

토의하여 적어보자.

◆ 온도를 변화시켰을 때, 주사기에 변화가 생긴 이유를 함께 토의하여 적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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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정리하기

◆ 온도와 기체의 부피 사이의 관계를 분자운동과 관련지어 함께 토의해서 적어보자.

(1)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증가,  감소)한다. 

  ➜ 이것을 분자 운동으로 설명하면 :

(2)온도가 낮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증가,  감소)한다. 

  ➜ 이것을 분자 운동으로 설명하면 :

◆ 용기에 들어있는 기체를 가열하여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의 개수, 분자의 크기, 분자의 운

동 속도, 분자가 용기 벽에 충돌하는 힘, 분자 사이의 거리, 용기 속 기체의 부피는 어떻

게 변하는지 함께 토의하여 표에 적어보자.

토의 내용

분자의 개수

분자의 크기

분자의 운동 속도

분자가 용기 벽에 충돌하는 힘

분자 사이의 거리   

기체의 부피

 함께 적용하기

◆ 고무 손잡이를 벗겨낸 스포이트 끝에 남아 있는 액체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빼내기 위해 

스포이트의 윗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막고, 다른 손으로 스포이트의 중간 부분을 감싼다. 

그 까닭은 무엇인지 함께 토의하여 적어보자.

◆ 자동차 정비사가 찌그러진 자동차 타이어에 공기를 넣을 때 겨울보다 여름에 약간 적게 

넣는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토의해서 적어보자.

♠수 고 하 셨 습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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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Ⅰ-3> 협동학습 집단 역할표 예시

조  장

 ♠ 조원 모두가 제자리에 앉게 한다.

 ♠ 조원들이 다른 일을 하지 않게 한다.

 ♠ 모두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도록 한다.

 ♠ 조원들에게 골고루 말할 기회를 준다.

“자리에 앉아”

“다른 일을 하지 말자!” 

“넌 어떻게 생각해?”

기 록 자

 ♠ 토의한 내용을 활동지에 기록한다.

 ♠ 조원 모두의 의견을 모아서 기록한다.

 ♠ 기록한 내용을 조원들에게 확인받는다.

 ♠ 실제 실험 수행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기록에 충실한다.

“우리의 의견을 정리하면…”

“우리 생각은 이거지?”

자료 관리자

 ♠ 자료와 실험 기구를 받아온다.

 ♠ 토의를 열심히 한 조원에게 스티커를 준다.

 ♠ 자료와 실험 기구를 제출한다.

 ♠ 실험 후 뒷정리를 한다.

“내가 받아올게”

“의견 발표를 열심히 했구나!”

“함께 정리하자”

질 문 자

   ♠ 질문 모음표를 작성한다.

   ♠ 선생님께 질문을 드린다.

   ♠ 조원들에게 이해했는지 물어본다.

   ♠ 조 활동 점검표를 함께 작성한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이거니?”

“선생님께 이걸 여쭤 볼게”

“우리 조의 활동을 솔직하게 

평가하자”



- 172 -

<부록 Ⅰ-4> 협동학습 집단 질문 모음표 예시

< 질문 모음표 >

(  )월 (   )일               (   )학년 (    )반   조이름:(                     )

조원들끼리 토의하면서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 등을 적어서, 

질문자가 선생님께 질문합시다.

질문 내용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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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Ⅰ-5> 협동학습 집단 과학신문 예시

과학 마당 

○○중학교 1학년 ◇반                                                                     제 3 호

무엇이든 똑 소리 나게 잘 하는 ◇반^^, 토의하는 태도가 좋습니다. ◇반 화이팅!!!

과학 수업 시간에 화학 내용을 배우는 것도 중반에 접어들었네요. 분자의 운동에서 중요한 보일 법칙,

샤를 법칙에 대하여 함께 공부해 봅시다.

적극적인 분위기로 협동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 모두에게 세 번째 퀴즈 결과를 알립니다.

이번 퀴즈 결과에서는 조점수와 조향상 점수를 발표하겠습니다.

조별 점수를 보면 ( 반삭고릴라 )조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조원 모두가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됩니
다. 앞으로도 계속 조장을 중심으로 1위를 고수하기 위해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 아구몬 )조, ( 슈팅
스타 )조가 공동 2위, ( 보라돌이 )조가 4위, ( 빅변 )조가 5위, ( 엄마는 외계인 )조, ( A )조, ( 윤황김
이 )조가 공동 6위, ( 소프트 )조가 9위를 차지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바랍니다.

( 푸우 )조는 결석한 학생이 있어서였을까요? 안타깝게도 순위가 밀렸어요. 무엇보다도 조활동에 참여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책에서 자료를 찾고, 모르는 것은 질문 모음표에 기록했다가 선생님께 질
문하고, 조원들에게 물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수업시간에 모르는 것은 꼭 알고 넘어가도
록 해 보아요. 조원들과 활동지의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한 토의에 열심히 참여하면 다음 퀴즈에서는 좋
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꼭^^ 다음 시험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퀴즈 결과에는 조향상 점수가 순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금 낮은 점수를 받았더라도 조원
끼리 활동지의 문제해결을 위해 열심히 토의를 한다면 다음 퀴즈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조원 모두가 협동해서 잘 모르는 것은 질문하고 서로 가르쳐줘야 합니다. 공동 운명체라는 생각을 가
지고 다음 퀴즈에 대비해서 열심히 합시다.

순위 조이름 이름 조 점수 조향상점수 순위 조이름 이름 조 점수 조향상점수

1
반삭
고릴라

박□□

85 20 6
엄마는
외계인

박☆☆

60 0
안□□ 박☆☆

이□□ 이☆☆

박□□ 장☆☆

2 아구몬

양△△

85 0 6 A

강▽▽

60 0
엄△△ 권▽▽

조△△ 김▽▽

김△△ 조▽▽

2
슈팅
스타

김◎◎

65 20 6 윤황김이

김□□

60 0
민◎◎ 윤□□

이◎◎ 이□□

전◎◎ 황□□

4
보라
돌이

박▽▽

73 0 9 소프트

고△△

55 0
최△△박▽▽
한△△

이▽▽
한△△

5 빅변

권☆☆

55 10 10 푸우

남◎◎

50 0
백◎◎당☆☆
우◎◎박☆☆
이◎◎백☆☆

조 1 위를 차지한 ( 반삭고릴라 )조 친구들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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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Ⅰ-6> 집단주의 성향 검사지

이 질문지는 평소 자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질문들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잘 읽어보고,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대답하면 됩니다. 각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개의 보기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 보기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해당되는 번호에 ○표를 하면 됩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친구들과 같이 노는 것보다 혼자 노는 것이 더 좋다. 1 2 3 4 5

2. 친구가 내 책이나 장난감을 빌려 달라고 하면 잘 빌려준다. 1 2 3 4 5

3. 친구가 선행상을 받으면 나도 덩달아 좋아한다. 1 2 3 4 5

4. 나보다 잘하는 것이 없는 아이를 친구로 사귀고 싶지는 않다. 1 2 3 4 5

5.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친구가 하자고 조르면 따라서 한다. 1 2 3 4 5

6. 친구가 기분 나빠 할까봐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때가 많다. 1 2 3 4 5

7. 친구를 대신해서 야단을 맞으면 억울하다. 1 2 3 4 5

8. 운동회에서 우리 반이 이기도록 응원을 열심히 한다. 1 2 3 4 5

9. 내 운동화나 옷을 살 때는 친구들과 비슷한 것을 산다. 1 2 3 4 5

10. 친구가 다른 아이에게 맞으면 몹시 분하다. 1 2 3 4 5

11. 친구들이 나를 따돌려도 크게 신경을 안 쓴다. 1 2 3 4 5

12. 우리 반이 체육대회에서 우승을 했을 때는 나도 기분이 아주 좋다. 1 2 3 4 5

13. 나는 친구의 장난감이나 책 같은 것을 자주 빌리는 편이다. 1 2 3 4 5

14. 공놀이를 하다 친구가 남의 유리창을 깼을 때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 1 2 3 4 5

15. 공부를 하건 놀이를 하건 남보다 떨어지는 것은 매우 싫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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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Ⅰ-7> 협동학습에 대한 인식 검사지

과학 수업에 대한 평가
이 질문지는 지난 한 달 동안의 과학 수업에서 했던 협동학습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잘 읽어보고,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대답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더 좋은 과학 수업을 만드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_________학년   _________반   _________번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  성별 ( 남,   여 )

1. 이번에 협동 학습을 하기 전, 협동 학습에 대해 들어봤거나 경험해본 적이 있었습니

까?      ①있다.  ②없다.

   있었다면, 협동 학습에 대해 들어봤거나 경험했던 것을 자세히 적어 봅시다.

 

2. 처음에 과학 선생님께서 협동 학습을 한다고 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①매우 좋았다.   ②좋았다.   ③그저 그랬다.   ④안 좋았다.   ⑤매우 안 좋았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자세히 적어 봅시다.

 

3. 과학 수업에서 지난 한 달 동안 협동 학습을 하면서 이러한 수업 방식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①매우 좋아졌다.②약간 좋아졌다.③처음과 비슷했다.④약간 싫어졌다.⑤매우 싫어졌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자세히 적어 봅시다.

 

4. 협동 학습을 할 때, 제일 좋아하는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①조장  ②기록자 ③자료 관리자 ④질문자,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자세히 적어 봅시다.

 

5. 매시간 토의를 열심히 한 조원에게 스티커를 주는 역할 점검이나 수업 후의 조 활

동 점검을 한 결과를 보고,  다음 수업을 할 때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세히 적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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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퀴즈를 개별 점수로 평가하지 않고 각 조원의 퀴즈 점수를 평균한 조 점수를 개인

의 점수로 하는 평가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매우 좋다.    ②좋다.    ③그저 그렇다.    ④ 다.     ⑤매우 싫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세히 적어 봅시다.

 

7. 활동지의 문제를 풀 때, 우리 조의 토의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자세히 적어 봅시다.

 

8. 활동지의 문제를 풀기 위해 토의를 하는 동안 조원들 사이에 갈등이나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까?

 ①매우 많았다.  ②많았다.  ③보통이다. ④없는 편이었다.   ⑤전혀 없었다.

있었다면, 어떤 경우인지 자세히 적어 봅시다.

 

   갈등이나 의견 대립이 생긴 경우,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적어 봅시다.

 

9. 우리 조에서 나와 특별히 마음이 잘 맞거나 협동이 잘 된 조원이 있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있었다면, 어떤 점에서 그랬는지 자세히 적어 봅시다.

 

10. 우리 조에서 나와 마음이 맞지 않거나 협동이 잘 안된 조원이 있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있었다면, 어떤 점에서 그랬는지 자세히 적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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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structional Effect of the Grouping by Students'

Collectivism and Their Verbal Interactions

in Science Cooperative Learning

Young Joo

Chemistry Major

Department of Scienc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eaningful science learning could be accomplished when students’

participation in verbal interaction is high under collaborative learning

environments, which was emphasized in social constructivism. In this study,

heterogeneous and homogeneous small groups were constructed by students’

collectivism, which is a psychological property of cultural dimension. The

instructional effects on their academic achievement, science learning motivation,

and perceptions of science learning environment (Study Ⅰ) and their verbal

interactions (Study Ⅱ) in science cooperative learning processes were

investigated.

In Study Ⅰ, the effects of grouping by students' collectivism in cooperative

learning strategy applied to middle school science classes on their academic

achievement, science learning motivation, and perceptions of science learning

environment were investigated. Students' perceptions of cooperative learning

were also studied with survey and interview to investigate their thoughts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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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goals, roles, and assessment, during science cooperative leaning. The

students were assigned to the control, heterogeneous, and homogeneous groups,

and were taught about ‘three states of matter’, ‘motion of molecules’ and

‘change of state and thermal energy’ for 12 class hours. The analyses of the

results revealed that main effect (MS=54.39, F=3.85, p=.023) and interactive effect

between the instruction and the level of collectivism (MS=48.80, F=3.46, p=.034)

were found in the test scores of achievement. There were main effects in the

test scores of confidence (MS=.66, F=3.41, p=.035), perceptions of science learning

environment (MS=.85, F=4.08, p=.018), and rule clarity (MS=1.93, F=4.17, p=.017),

and interactive effects between the instruction and the level of collectivism were

not found. The achievement test scores of the students of low collectivism in

the homogeneous group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in the

heterogeneous group (p<.01). In addition, the test scores of confidence in the

treatment group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in the control group

(p<.05). The test scores of perceptions of science learning environment and rule

clarity in the homogeneous group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in the

control group (p<.01). The students of high collectivism were concerned with

cooperation, consideration, harmony, and unhurriedness, and those of low

collectivism were concerned with competition, score, correctness, and a prompt

action.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s of science cooperative learning

in terms of students' collectivism. The results of Study Ⅰ implied that there

might be differences between the students’ discourse patterns of heterogeneous

and homogeneous groups by students’ collectivism.

In Study Ⅱ, we analyzed verbal interactions of 32 students in 7th graders’

science cooperative learning at the levels of turns, interaction units, and conflict

behavior units, and compared their verbal interaction patterns between the

heterogeneous and homogeneous groups by students’ collectivism. The

relationships of verbal interactions with the achievement test scores and the

increase of the achievement test scores were also investigated. Th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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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bal interactions within 8 treatment groups of Study Ⅰ during cooperative

learning processes about ‘pressure of gas’, ‘Boyle’s law’, ‘ and ‘Charles’s law’,

and ‘heat of fusion’ for 4 class hours were video- and audio-taped, transcribed,

and analyzed. In the analyses of turns, the distributions of the subcategories of

the statements related to the task were found to be similar in both groups, and

the frequency of ‘explain’ was highest. The frequencies of interaction units were

higher in the homogeneous groups (25.5) than the heterogeneous groups (14.4),

and the frequency of ‘symmetric interaction’ was highest. In the heterogeneous

groups, the frequencies of turns and interaction units for the students of high

collectivism (64.0, 10.0) were higher than those of low collectivism (41.1, 4.4).

The frequencies of conflict behavior units were generally low, but the rates were

similar in both groups. In the case of the homogeneous groups, especially, the

frequencies of ‘avoiding’ and ‘competing’ for the students of low collectivism

were high, and the frequency of ‘cooperating’ for those of high collectivism was

high. In addition, the qualitativ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were found

in the interaction units, and the qualitative differences between the students of

high collectivism and low collectivism in the homogeneous groups were found

in conflict behavior units. The achievement test scores and the increase of the

achievement test scores were positively related with the sum of the frequencies

of the statements related to the task.

In summary, the test scores of confidence were improved in science

cooperative learning regardless of students' collectivism. In the heterogeneous

groups by their collectivism, the test scores of science learning motivation for

the students of low collectivism were low, their participation in verbal

interaction between those of high collectivism and low collectivism was low,

and the test scores of achievement of those of low collectivism were low. In the

homogeneous groups by students' collectivism, on the other hand, the test

scores of perceptions of science learning environment were high, and the

frequencies of interaction units which were positively related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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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ment test scores and the increase of the achievement test scores were

relatively high.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tudents’ collectivism when

assigning them into small groups for the effective science cooperative learning.

Education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keywords : science cooperative learning, collectivism, grouping method,

verbal interaction, conflict behavior

Student Number : 2006-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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