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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학습이란 학급 전체 학생들을 소집단으로 구성하고 함께 상호작용 하여 공
동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도록 고안된 실제적인 학교학습 유형의 하나이다. 일반적
으로 학교학습이 학습자들간의 경쟁을 강조하는 것과는 달리 협동학습은 몇 개의
이질 집단에 속한 학생들이 학습에 대해 공동의 책임감을 갖고 학습활동에 참여하
도록 하는 수업전략이다. 이 때에 학습자들은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돕는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학습자들 각각의 장점을 파악하도록 노력한다.
몇몇 연구자들은 협동학습의 전략이 학업성취 수준, 집단간 관계, 자존감을 고취
시킬 뿐 아니라 주류화 학급에도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본고는 경쟁적인 학습의 대안적인 방법으로 소개되고 있는 협동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협동학습의 전략을 살펴보고, 교사들이 어떻게 수업계획에 이같은 전
략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협동학습의 이론적
기초를 명확히 하고, 협동학습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한 기술적인 측면과 함께 실천
적 방안에 관해 시사하고자 한다.

Ⅰ. 머리말- 경쟁적 학습: 협동적 학습

Deuts ch(1949)는 학교에서의 학습 상황을 경쟁적 상황, 개별적 상황, 그리고 협동적 상황
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들 상황이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작용하는 가에 대해 언급하
였다. 경쟁적 상황에서 학습자들은 서로에 대항하여 학습활동을 하며 학습결과를 비교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어떤 학생들은 자존감을 상실한다거나 또는 높은 성취를 보인 동료 학습자
들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짐으로서 실패감을 느끼게 된다. 개별학습 상황에서 학생들은
교사에 의해 설정된 학습목표를 자신의 속도와 방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학습한다. 그리고
교사는 각 학생에 대해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한다. 협력적 학습 상황에서는 이질적 특성을
지닌 학습자들이 집단을 구성하여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함께 학습활동에 참여한다. 학습자들
은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을 질 뿐 아니라 다른 학습자들을 도와 줄 책임도 진다. 그리고
그 집단의 성공은 곧 그 집단에 속한 학습자 모두가 성공한 것으로 인정 받게된다. 이 과정

에서 학생들 각자의 장점을 활용하게 되고 상부상조의 중요성과 함께 서로를 존중하게 된
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학습 현장은 어떤 모습인가? 학생들에게 협동적 행동이나 가치
관을 길러 주자는 것은 구호에 지나지 않으며 오히려 경쟁적 분위기가 만연하다. 교사는 누
가 시험 점수가 높은 지에만 관심을 갖는다. 교사의 이같은 태도는 학생들간에 서로를 경쟁
자로만 의식하며 적대시하게 만든다. 수업방법에 있어서도 교사의 강의를 중심으로한 설명
식 수업 일색의 틀에서 아직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이처럼 개별적 경쟁적 교사 중심적으
로 답습하는 소극적인 입장의 수업방법은 국제화 세계화에 어울리는 인재 배출 및 관리 면
에서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에 비추어 경쟁만을 강조하는 전통적 수업방법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으로 다수의 협력자를 중심으로 문제해결과 정보의 수집과 분석 및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동학습에 관한 주제들이 논의되어 왔다.
협동학습에 관한 주제는 오래 전 1929년에 Maller로부터 연구되기 시작하였고, 이미
1970년대 초기부터 학교현장에 적용되어 왔으나 소극적인 활용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최
근에 이르러 학습자 중심의 소집단 협동학습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재인식하면서 각급 학교
의 수업 시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교육행정·교육과정 전문
가들은 대규모의 강의식 수업에 대한 대안으로서 협동학습 방법의 사용을 권하거나 의무사
항으로 규정하는 경향이다(김수동, 1996).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에 협동학습이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로서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연구의 양과 질에 있어서도 아직 초보적인 수준으로 매우 미
흡한 형편이다. 경우에 따라서 협동학습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한 교사들에 의해 수업시
간에 일부 적용되기도 하나 주로 단순한 형태의 실험집단이나 구안집단, 그리고 토의 집단
의 형태로써 협동학습을 경험시키고 있을 뿐 이제 까지의 선진된 형태의 연구들을 통해 밝
혀진 협동학습의 의의를 포함하는 이론적인 배경 및 구체적인 실행 방법 등에 관한 명확한
인식과 이에 따른 실제적 적용이 미약하다.
이에 본고는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사는 학생들이 정보의 구성자
로서 또는 성숙한 사회인으로서의 능력을 갖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경쟁적인 학습의 대안
적인 방법으로 소개되고 있는 협동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협동학습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와 실천적 방법 등을 알아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협동학습의 개념, 목표, 기
본적인 요소들에 대해 명확히 하고, 선행된 연구를 중심으로 협동학습에 미치는 영향과 협
동학습의 유형을 고찰하며, 협동학습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한 기술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이
를 종합하여 앞으로의 협동학습의 실천적 방안에 관해 안내하고자 한다.

Ⅱ. 협동학습의 이해

1. 협동학습이란

AS CD Res earch Inform ation S ervice는 협동학습이란 고도의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전통
적 학급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소외감이나 적대심을 해소시키고, 학급 전체 학생들이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함께 상호작용하고 협력하는 태도와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 하였다
(S lavin, 1995). 즉 성취 수준에서 차이가 나는 학생들이 하나의 소집단을 구성하고, 상부상
조의 협동적 노력을 통하여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활동을 하는 수업방법을 말한
다.
협동학습의 개념은 인간이 협동적으로 사는 것을 학교를 통하여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한 Dew ey의 철학적 입장에 기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학급에서의 작은 공동사
회 생활이 민주화 과정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학생들이 학교의 수업을 통하여 학
습과제를 어떻게 선택하고 달성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고, 또한 서로가 어떻게 관련지어
이들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지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의 감정을 함께 이해하고,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함
께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습득하게 된다고 하였다. Dew ey의 이같은 접근
방법은 이후에 Lew in, Lippott, 그리고 Deuts ch등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이들은 집단의 다양
성과 협동학습에 관해 실제적이며 과학적인 사례들을 제안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들은 과학,
사회적 재구성, 개입, 그리고 도덕들을 협동학습의 개념에 관련시켰다. 그 이후 S lavin을 중
심으로 협동학습에 관한 개념, 그리고 실천적 연구들이 행해지기 시작했다. P epitone은 아동
들에게 있어 자율적 학습과 협동학습의 기원 등을 설명하였으며, S pencer와 Kagan은
S lavin이 요약한 개념을 협동학습의 방법론적인 측면에 적용하기 시작하였다(S lavin, 1990).
협동학습을 위해 교사는 학생들을 성별 또는 학업성취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개의 경우
4～6명을 한 집단으로 구성한다. 학생들은 어떠한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 공동의 목표를 향
하여 함께 학습활동에 참여한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장점을 이끌어 내고, 서로 규제 지원
피드백 격려등을 통하여 서로를 도와준다. 이는 곧 집단적 수행에 대한 책임감, 학습자들간
의 긍정적인 상부상조의 관계, 개방적이며 정직한 의사 교환의 능력,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
한 접근방법, 그리고 광범위한 아이디어의 제시와 함께 창의적인 사고력을 고취시키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박성익, 1994; 전성연, 1989). 이같은 동료들간의 학업에 대한 도움과 인간관
계는 경쟁적 학습이나 개별화 학습상황에서는 활용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Johns on and
Johnson, 1987) 할 수 있다.

2. 협동학습의 기본적 요소
협동학습이 단순히 집단을 구성하여 한 자리 모여 앉아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협동학습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내어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Johnson and Johnson(1987)은 협동학습의 기본적 요인 다섯 가지를 지적한
바 있다. (1) 긍정적 상호의존성(pos itive interdependence), (2) 면대면의 증진적 상호작
용(face- to- face prom otive interaction), (3) 개별적 책무감(individual accountability),
(4)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 (5) 집단의 과정화(g roup proces sing )이다. 이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긍 정 적 상 호 의 존 성
긍정적 상호의존성은 학습자들이 상호의존감을 가지고 집단의 과제를 수행할 때 이루어
진다. 학습자들은 그들의 수행이 다른 구성원에게 도움이 되며, 또한 다른 구성원의 수행이
그들 자신의 수행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해 그들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예로 집단의
과제가 어떤 내용에 대한 조사 연구를 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라면, 그 과제를 평가한
등급이 곧 그 집단에 속한 학생들의 등급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집단의 낮은 성취
수준의 학생들은 전체 집단의 좋은 등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높은 성취 수준의
학생들은 자신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집단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동료 학습자들
을 도와준다. Johnson등(1984)은 긍정적인 상호의존감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통해 얻어진다
고 주장하고 있다. 상호적 의존적 목표(목표 상호 의존성); 학습활동의 분담(과제 상호 의존
성), 집단 내 구성원간의 학습자료, 자원의 출처, 정보의 교류(참조 체제의 상호 독립성); 학
습자들에게 다른 역할의 지정 등이 포함된다.

2) 면 대 면 증 진 적 상 호 작 용
증진적 상호작용이란 집단 구성원 서로들의 성공을 촉진시켜 주거나 격려시켜 주는 것과
관련된 모든 관계를 의미한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관심을 가져주고, 개방적이며 허용
적인 태도를 보여 주는 것과 같은 심리적인 적응 또는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다. 이같은 상
호작용을 통하여 학습자들간의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도움을 주게되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들을 교환하게 되어 과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완성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준
다. 또한 서로를 믿고 격려하는 가운데 학습동기에 대한 적절한 각성과 함께 긴장과 불안을
감소시키는 작용도 한다.

3) 개 별 적 책 무 감
집단 구성원 각자의 수행이 집단 전체의 수행 결과에 직접 영향을 주며 또한 집단 전체
의 수행은 구성원 각자의 수행에 다시 영향을 준다는 개념으로 전통적 학습과 결정적인 차
이가 있는 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학습성취 수준이 높은 학생은 수준이 낮은 학생을 자발적
으로 도울 수밖에 없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개별적 책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단 구성
원의 수를 많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개인별로 시험점수를 산출하고, 개인별 점수를 집단
점수로 환산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4) 사 회 적 기 술
협동학습은 집단 구성원간에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지적인 면에서 뿐 아니라
정의적인 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경쟁적 학습이나 개별 학습과 구분된
다. 공동의 목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은 서로를 신뢰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하며, 서로를 인정하고 도움을 주고 받으며,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건설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Johns on and Johnson, 1994).

5) 집 단 의 과 정 화
이는 집단적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각각의 구성원들의 역할이 도움이 되고 있는지 아

닌지, 그리고 지금 행하는 학습활동이 집단과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에 여부에 따라 그 같
은 수행을 계속할지 아니면 수정하여 실시해야 할 지를 결정하는 일과 관련된다. 이를 위해
서는 집단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학습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며, 협동학습에서 요구되는
원칙과 기술을 익혀야 하고, 모든 구성원들에게 진행되고 있는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
하여야 하며, 효과적인 문제해결 방법들에 관한 초인지전략을 사용하도록 안내하며, 학습자
들의 수행이 성공적으로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공을 격려해 줄 만한 보상체제를 사용하여
야 한다.

3. 협동학습의 효과에 관한 선행 연구
협동학습이 실제 수업현장에 적용되고 그 효과에 관해 체계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 또는 1980년대에 이르러서이다. 이제 까지 선행된 협동학습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학업성취 수준, 집단간 관계, 주류화 학급, 그리고 학생들의 자존감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1) 학 업 성 취 에 미 치 는 영 향
S lavin(1986)은 협동학습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미국의 대도시. 중
도시. 시골등 전역, 그리고 미국외 다른 3개국에 걸쳐 다양한 교과 시간과 학년 수준을 대상
으로 행한 35개의 연구를 분석 종합한 결과 협동학습이 학업 성취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압
도적으로 정적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들 연구는 최근 95년 까지 최소한 2주 이상이
고 대부분의 경우 8주에서 16주 동안에 협동학습을 실시한 실험연구들로 통제집단과 비교하
였다. 그 중에서 32개의 연구가 학습자들의 학업성취수준을 비교하였는데 그 중에서 21개가
통제집단보다 월등한 학습효과가 있었고, 11개가 아무런 차이가 없었으며, 단 1개만이 통제
집단이 약간 우수한 효과를 나타냈음 보고하였다. Johnson and Johnson(1987)도 협동학습의
결과 학업성취 수준이 의미 있게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그들은 12년간에 걸쳐 43개의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들은 다양한 교과목을 초 중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는 학생들을 대상
으로 통제군을 사용한 실험연구 뿐 아니라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모든 교과와
연령

수준에서

학업성취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Madden과

S lavin(1980)은

Baltimore 초등학교에서 6개 학급을 임의로 지정하여 3, 4, 6학년 교사들이 7주동안 S T AD
또는 통제집단으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S T AD에 있는 학생들이 통제집단의 학생들보다 높
은 향상을 보였다. Lucker와 Rosenfield(1976)는 초등학교 5, 6학년에게 사회과목에서
Jigs aw 로 2주간 하였는데 전통적 방법을 사용한 통제집단보다 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보
고하였다. 또한 Edw ards, DeVries와 S nyder(1972)는 Baltimore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
로 T GT 방법을 수학시간에 사용하고 2개의 통제학급과 비교하였다. 같은 교사가 모두 4개
학급을 가르쳤다. 사전검사로 S tanford Achievemint T est와 Divergent S olutions를 실시하
였는데 이들 검사를 통해 주로 방정식 풀이에 관한 그들의 능력을 측정하였다. 9주후에 실
시한 사후검사에서 실험집단이 두 검사 모두에서 사전검사와 비교했을 때 학습의 향상이 의
미있게 나타났다.

2) 집 단 간 관 계
협동학습과 집단간의 인간관계를 알아보고자 했던 연구들은 학습성취도에서와 마찬가지
로 협동학습이 집단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학생연령. 성별 등과 같은 요
인에 적용시켰을 뿐 아니라 인종간의 관계에 적용시켰다. S lavin(1980)은 협동학습에 있어
인간관계에 관한 상호작용을 비교한 결과 학생들이 협동학습에 참여할 때 급우들을 더욱 좋
아하게 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협동학습의 시작과 끝나는 시점에서 학생들에게 좋
아하는 급우들의 이름을 적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신들과 다른 인종을 얼마나 좋아하고 있
는 지에 숫자를 집단 간의 관계로 측정하였다. S lavin과 Oickle(1981)과 T ackaberry와
S lavin(1981)은 S T A D의 방법을 사용하여 가장 좋아하는 친구의 이름을 적으라고 하고 비
교한 결과 정적인 효과를 얻었다. 특히 S T AD를 사용했던 S lavin(1979)과 Jig saw II를 사용
했던 Zieg ler(1981)의 연구는 협동학습이 끝난 후 수 개월이 지나 추후검사를 하였을 때도
통제집단의 학생들보다 자기와 다른 인종의 친구들을 가장 친한 친구로 꼽고 있었다.

3) 주 류 화 학 습 에 미 치 는 영 향
협동학습과 주류화(mainstream ing)된 학생들의 통합학습에 관한 연구는 학업에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때에 통합학습이란 학습지체 학생과 정상적인 학생을
한

교실에서

학습시키는

주류화

형태를

의미한다.

Ballard,

Corman,

Gottlieb,

Kaufm an(1977)은 협동학습을 활용하여 정상적인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지체된 학생들을 학
급의 동료로 수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초기의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급 동료들이
학습지체 학생들을 동료로써 인정하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정신지체
학생들은 학급동료들의 도움을 받으며 학업에 뿐만 아니라 자신감에 있어서도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Janke(1978)의 연구에서도 정서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동들에게 T GT 를 실시하
고 통제학급에서 보다 과제를 더 잘 해결했으며, 더 좋은 행동을 하였으며, 출석율이 더 높
아졌음을 보고하였다. Madden과 S lavin(1980)의 연구에서는 2학년의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또래의 학생들과 사회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으로 S T AD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정상
적인 진전을 보이는 학생들이 주류화된 급우들을 거부하는 경향이 줄어들었으며, 장애 학생
들 뿐아니라 정상적인 진전을 보이는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과 자존감이 증가하였다.
S lavin(1977)의 연구에서는 정서적으로 결함이 있는 성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T GT 의 방법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우정이 증가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5개월
후의 실시한 추후검사에서도 긍정적인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4) 자 아 존 중 감 (S e lf- Es te e m)
자아존중감이 학교 교육을 통해 변화할 수 있는 것인 지의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협동학습에 관한 몇몇 연구들 보면 팀에 의한 학습방법이 자존감을 긍정적으
로 변화시킴을 보고하고 있다(양낙진, 1990; Coopersm ith, 1967; S lavin, 1983). 양낙진(1990)
은 초등학교 5학년에게 직소우와 죤슨기법을 사용하고 전통적 학습방법을 사용한 집단과 비
교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 DeVries, Edw ards, S lavin(1978)은 T GT
를 이용하여, Madden과 S lavin(1980)은 S T AD를 사용하여, 자아 존중감이 향상되었음을 보
고하였다. S lavin, Leavey, Maden(1982)은 수학과 자아개념에 관한 교사의 평정에서 T AI를
사용한 경우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로 첫째, T GT 와 S T A D학생들이
통제학급의 학생들보다 자신이 다른 학생을 더 좋아하고 있다는 느낌과 다른 학생들이 자신

을 더 좋아한다고 느낀다는 것이다(S lavin, 1981). 둘째, 학습자들은 그들이 독자적으로 학습
하는 것보다 팀에 참여하여 학습할 때 보다 성공적으로 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협동학습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또 다른 영향은 그것이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점에 있어 중요하다. Hartley(1976)의 연구에서는 낮은 사
회. 경제적 아동들이 협동학습에 참여한 7학년에서 11학년 학생의 경우 통제집단의 학생들
보다 출석률이 높으며, 경찰서에 고소 당한 경험이 적으며, 선생님으로부터 더 좋은 평정을
받았음 보고 하였다.
협동학습이 학업성적, 정적인 집단관계, 주류화에 대한 수용, 자아존중감에 대한 영향외
에도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 의미있는 변화가 있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학교출석률의 증가,
학업에 있어 뛰어난 급우를 좋아하는 경향, 학교생활에 대한 개별적 통제력, 협동심과 이타
정신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S lavin, 1982). DeVries 와 S lavin(1978)은 T GT 에서
Janke(1978)은 S T AD에서 교육자들이 학교의 생산성과 관련지어 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과제를 제 시간에 해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4. 협동학습 전략의 유형
1) 팀 성 취 분 배 기 법 (S TAD: S tude nt Te a m Achie ve me nt Divis ions )
S T AD는 S lavin에 의해 고안되었다. S T AD에서 교사는 전체 학급을 사전 학습 성취 수
준에 따라 높은 수준 중간 수준 낮은 수준으로 구분하여 고루 배정하고, 이와 함께 성별 그
리고 인종등을 고려하여 4～5명씩 한 조를 이루게 나눈다. 교사는 매 주마다 학습할 내용에
관한 새로운 학습지를 나누어 주고, 팀 중심의 협동학습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설명한다.
각 학생들은 주어진 학습지를 살펴본 후 그 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마스터할 수 있는데,
짝을 이루어 학습하거나 서로 돌아가며 퀴즈로 물어 보거나, 팀으로 토의할 수도 있다. 그리
고 난 다음 각 학생들은 학습지에 대한 답지를 받아서 자신들이 한 내용과 맞추어 가며 개
념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노력한다. 이 때에 팀의 구성원들끼리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주
말 단위로 대개 경우 퀴즈를 실시하여 개인별 점수를 기록해 놓는다. 또한 각 개인별로 과
거의 점수와 비교하여 향상 정도를 기록하여 놓는다. 기본(과거) 점수를 기준으로 계산된 개
인별 증가 점수만이 팀 성적에 반영된다. 모든 학습지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은 향상 점수로
10점을 받게 된다. 일정한 수준 이상의 점수를 기록한 팀이나 과거에 비해 가장 큰 향상을
보인 팀, 그리고 집단 모두가 만점을 받은 팀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학급 전체에 인
지시킨다. 이 방법은 팀의 점수없이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으며(S lavin, 1980),
더욱 중요한 것은 낮은 성취수준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낮은 점수 때문에 팀의 구성원으로써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을 가능성을 배제시킬 수 있다.

2) 팀 토 너 멘 트 식 게 임 법 (TGT: Te ams - Game s - To urname nts )
T GT 는 Dav id De Vries와 Keith Edw ards에 의해 처음 고안되었다(S lavin, 1980b). 팀의
구성, 수업 안내의 절차, 학습지를 이용한 학습, 개별 평가, 성공의 기회, 그리고 팀의 인정
방법은 S T AD와 동일하나 개인별 퀴즈를 사용하여 향상 점수를 사용하는 것 대신에 토너멘
트식 퀴즈 게임을 사용한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De Vries and S lavin, 1978). 일주일 단위로
개인별 학습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개인별로 토너멘트식 퀴즈 대회에 참여한다. 교사는 과거

점수를 기초로 팀을 구성하고 팀의 이름을 정한다. 교사는 강의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준다. 그리고 난 다음 학생들에게 제시된 학습내용에 기초해서 교사가 마련해
놓은 학습지를 독자적으로, 그리고 난 다음 학습자들 끼리 도와주며 완성을 하도록 한다. 일
주일에 한 번씩 교사는 각 팀별로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을 모아 토너멘트를 벌인다. S T AD
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인별 향상 수가 팀 점수로 환산된다. 이같은 방법은 모든 수준의 학생
들이 각자 최선을 다하여 팀의 점수를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토너멘트에서 각 개인이 얻은 점수의 합이 팀 점수가 된다. 또한 개인별 점수는 다음 토너
멘트에서 자신이 속하게 될 위치를 결정한다.

3) 직 소 우 학 습 법 Ⅰ (Jig s aw Ⅰ )
직소우 학습법 Ⅰ은 협동학습 방법으로 가장 일찍이 소개된 방법의 하나로 T ex as 대학의
A rons on등에 의해 1978년에 제안되었다. 그는 다 민족으로 구성된 미국 학교에서 민족간의
갈등의 심각성으로 인한 학교교육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직소우 학습을
연구하고 시행함으로써 경쟁적 학습 분위기를 협동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으며, 인종간의
인간적 관계를 지속시킴으로서 인종문제 해결에도 이바지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직소우 학습법 Ⅰ이란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소집단으로 구성된 학생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상호의존적

학습형태이다.

이

학습은

일반적인

협동학습

방식과

동교교수법

(peer- teaching)을 조합한 것으로, 각 개인이 정보원 즉 학습의 주체가 되어서 공동의 목표
를 위해 함께 생각하고 배우며 또한 가르치는 입장에도 서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로
학습에 임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직소우 학습법 Ⅰ에서는 학생들을 5～6명의 이질집단으로 구성하고 모든 집단에게 하나
의 동일한 주제에 관한 동일한 내용을 집단 구성원의 수에 맞추어 한 부분씩 할당하도록 지
시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에 관한 주제를 어린 시절, 시대적 배경, 주요한 업
적, 장군의 최후, 역사에 미친 영향등의 내용으로 구분한다. 각 팀의 학생들은 다른 학생과
중복되지 않은 분할된 과제를 각자 선택하여 개별적으로 학습한다. 같은 부분을 맡은 각 집
단의 학생들은 별도로 전문가 집단(ex pert g roups)으로 만나 토의를 한다. 그리고 원래의 팀
으로 돌아가 전문가 집단에서 토의하면서 학습했던 내용을 속한 집단의 학생들에게 가르친
다. 단원 학습이 끝나면 시험을 보게되고 각 개인별 성적을 받는다. 시험 점수는 개인 등급
으로만 고려되고 집단점수로는 환산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직소우 Ⅰ 기법은 과제해결력
의 상호의존성은 높으나 구성원 간의 보상의존성은 낮다. 그러나 기타의 분단학습에서 처럼
적극적인 몇몇 학생만 학습하고 나머지는 방관자의 입장이 되는 경우를 피할 수 있다.

4) 직 소 우 학 습 법 Ⅱ (Jig s aw Ⅱ )
직소우 학습법 Ⅱ는 S lavin이 직소우 학습법 Ⅰ에 다른 학습자 중심의 팀 학습법을 통합
하여 제안한 방법이다. 직소우 Ⅱ에서도 직소우 Ⅰ에서와 마찬가지로 5.6명의 학생들을 한
팀으로 구성하고, 임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기 위해 각 팀에서 고유번호를 정하고 담당할
내용을 분담한다. 직소우 Ⅰ과 같은 과정을 마친 후 모든 주제에 관한 내용을 대상으로 개
인별로 시험을 치른다. 그리고 난 후 가장 평균이 높은 집단에는 팀에 속한 학생들 전원에
게 팀의 점수의 몫으로 일정 점수를 가산하여 준다. 이같은 팀 구성원들과의 상호의존성이
직소우 Ⅰ과 다른 직소우 Ⅱ의 핵심이다.

5) 네 명 의 집 단
Burns(1981)는 모든 학년, 모든 교과시간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네명의 집단이라고 하
는 모델을 소개하였다. 이 모델은 그 집단이 성취해야 할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아니
고 그 집단에 속한 각 개인이 각자에게 주어진 어느 특정한 과제를 달성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네명의 학생들이 같은 과제를 함께 수행하는 것이다. 즉 네명의 학생을 임의로 선택하
여 함께 앉게하고 똑같은 과제를 제시해 준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그들이 각자 집에서
해온 숙제를 검토하고, 서로 차이가 나는 점이 어떤 것이였는지에 대해 논의를 하고, 정확한
답을 결정하여 각 집단의 이름으로 하나의 과제물로 제출하는 것이다. 이같은 과정은 학생
들간에 논의를 통한 집단활동을 고취시킬 수 있으며 해답에 대한 명확한 개념의 정립을 도
모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들이 숙제를 교정에 주는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다.
이 때에 교사의 역할은 집단의 과제를 설명하여 주고 문제를 제시해 주며, 질문을 하고,
각 집단별로 주어진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여러 가지의 도움을 줄 수 있다. 각 집
단의 구성원들이 서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 교사는 조언을 해 줄 수 있다. 또한 교사는
같은 주제의 논의가 정답에 이르기 까지 계속적으로 추후지도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결
과적으로 이 같은 방법을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학습의 효과는 학습자들의 학업수준이 향
상되도록 강화를 줄 수 있다는 것과 사회적 기술을 연습하고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이다.

6) Co - Op Co- Op
Co- Op Co- Op은 Kagan(1985)에 의해 고안된 것으로 학생들의 자연적인 호기심, 지적
능력 표현력이 개발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여 제공해 주기 위한 절차이다. Co- Op Co- Op
은 학생들에게 서로 상호작용 하도록 요구하는 일련의 팀에 의한 학습활동이다. 맨 먼저 학
습활동의 주요한 대 주제(a m ain topic)를 선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작은 하위의 주제(a
m ini- topic)로 구분한다. 각 학생들은 작은 주제 하나를 택하여, 그것에 대해 관찰하고 연구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집단과 더불어 자신들의 학습 내용을 서로 주고 받으며 보완하거나
수정한다. 이렇게 자신의 학습내용으로 확정한 후 우선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발표하거나
제시하고 그리고 난 다음 전체 학급에서 자신의 내용을 소개한다. 평가 시에는 집단에 대한
평가에 개인별로 제출한 내용을 동시에 첨부한다.

7) 집 단 조 사 법 (Group Inve s tig atio n: GI)
이 모델은 S haran과 Hertz- Lazarow itz(1980)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다양한 측면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분석·종합하는 과정에서 집단들 간에 상호의존성을 강조한
다. 각 집단은 2～6명으로 구성한다. 교사가 학습 내용의 영역을 제시해 주면 학생들은 그
영역 내에서 자신들에게 흥미 있는 주제를 하나 선정한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들이 협력하
여 그 주제를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 집단의 학습과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다.
각 집단은 결정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교실 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교외로 부터도 다양
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책, 관련 기관의 방문, 인터뷰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수
집한다.
교사는 학급에서의 모든 집단들의 학습활동이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앉아 학습활동의 진
행과정을 돕는다. 각각의 학습자들은 먼저 개별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집단별로 주요한

발견 사항들을 요약하고 학급 전체에 발표할 내용을 선정하여 정리해 놓는다. 각각의 학생
들은 다른 친구들의 조사 내용을 들음으로서 그 주제에 대한 폭 넓은 이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평가는 개인별로 그리고 집단별로 실시한다. 이때, 학습자들이 주어진 각 주제에
대해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는지를 중심으로 평가를 한다. 특히 학생들
에게 학습주제에 관한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해 줌으로써 응용력과 종합력과 같은 높은 수
준의 인지적 기능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 방법은 이미 결정된 사실이나 기술을 학생들에게
습득시키려고 개발된 S T A D, T GT , Jig saw 방법과 차이가 난다.

8) 읽 기 와 작 문 통 합 학 습 (Co ope rative Inte g ra te d Re ading and Co mpos itio n:
CIRC)
CIRC은 S lavin이 2～6학년에서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기 위해 고안한 방법으로 일종의
교육과정을 특수하게 다룬 협동학습이다. CIRC에서의 주요한 요소는 이해력을 위한 직접
교수, 기본적 관련 활동, 통합된 쓰기/ 어학 활동이다. 읽기는 읽기 집단에서 이루어진다. 읽
고 난 후 학습장을 활용하는 것 대신에 학생들과의 팀 활동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
은 이야기의 구성이나 인물의 특징, 그리고 사건의 실마리를 명확히 하는데, 이야기의 결과
를 예측하거나 그 이야기를 다시 재구성하여 새로운 이야기로 꾸미는데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쓰기/ 어학 활동은 원래의 이야기를 요약하거나 재구성하여 편집하는데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어학의 교수는 어학 교과서를 이용하여 쓰기와 함께 병행한다. 다른 읽기 수준
에 속한 학생 두 명을 한 팀으로 구성한다. 그들은 서로 돌아가며 책을 읽고, 이해 정도를
점검하고, 새로 나온 단어 또는 어려운 단어의 철자를 익히고, 연습 삼아 자신의 글로 편집
하고, 그리고 직접 손으로 쓰거나 컴퓨터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작은 읽기 책을 꾸민다. 평가
는 팀 단위로 한다.

9) 팀 보 조 개 별 화 (Te a m As s is te d Individua liz a tio n: TAI)학 습 법
T AI는 Johns Hopkins 대학의 S tudent T eam Learning 팀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팀학습
과 개별화 수업을 결합시킨 형태이다. 특히 S lavin등(1987)에 의해 개발된 T AI는 특별히 3‘6
학년의 산수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방법으로 협동학습과 개별화 학습과를 병합한
형태이다. T AI에서도 S T AD나 T GT 에서와 마찬가지로 진단 검사를 통하여 4～5명의 이질
적 아동들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한 팀으로 구성한다. 학생들은 지시 사항을 읽고, 하나의 기
능을 하위의 기능으로 세분한 일련의 연속적인 기능 연마 학습지를 하고, 그 기능을 숙달했
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점검지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을 치른다. 팀의 구성원을 짝
을 지어 답지를 교환하고 서로 점검을 한다. 점검지에서 80%이상을 받은 학생은 최종 검사
를 치르는데 이것은 학생들의 모니터가 채점을 한다. 학생들의 시험 점수와 그들이 일주일
동안에 완성한 시험지의 숫자가 팀의 점수에 반영된다.
팀의 구성원과 학생 모니터들이 답지를 채점하므로 교사는 특별히 문제를 지닌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또는 소집단에서 학습활동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T AI는 협동학습 방법 가운데 개별학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학생이 너
무나 이질적이어서 학습 내에서 같은 내용을 같은 속도로 진행해 갈 수 없는 학생들 특히
팀에 참여하여 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이 필요한 주류화 대상의 학생들을 위해 개발된 프로
그램이다.

우선 학생들에게 사전 시험을 치르게 하고 그 점수에 따라 높은 점수의 학생, 중간 점수
의 학생, 낮은 점수의 학생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에 4～5명이 골고루 속하도록 지명을 한
다. 학습자들은 스스로 개별화된 프로그램에 의해 독자적으로 학습을 한다. 그리고 난 다음
에 팀으로 만나 서로 답지를 교환하고, 서로 틀린 것들을 체크하고, 서로 도와가며 문제를
교정하여 교사에게 제출한다. 한 단위의 학습이 끝나면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르게 한다. 그
리고 각 팀에 속한 학생들의 점수를 모두 합하여 평균을 내고 이것을 팀의 점수로 규정한
다.
T AI에서의 교사의 역할은 팀을 도와주는 것외에도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학습을 하기에
앞서 소개될 주요한 개념을 포함하는 학습내용을 직접 설명하여 이해시킨다. 때때로
<표 1> 협동학습의 유형과 특징(S lavin, 19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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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측정과 문제해결에 필요한 내용을 설명한다. 그리고 설명
한 내용을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간단한 시험을 치르게 할 수도 있다. 이
같은 방법은 학생들에게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감을 갖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 표
1> 참조).

Ⅳ. 협동학습의 실천적 방안

1. 협동학습 유형의 적합한 선택
교사는 협동학습의 다양한 유형 가운데 어떤 것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과 대상, 그리고
학습목표에 가장 적합한 지를 선택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어떤 점에서 보면, 같은 학습목표
를 도달하는데 있어 어느 특정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형태들을 병합할 때 더
욱 효과적인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유형의 협동학습이 적합한지에 관해 간략하면
다음과 같다(S lavin, 1995).
1. 집단간에 경쟁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경우: 팀 토나메트식 게임법
2. 학습자들의 자율적인 조사 활동에 필요한 적합한 자료를 많이 구비하고 있는 경우: 집
단 조사학습법활동, Co- Op Co- Op
3. 협동학습과 개별화 학습을 병합시키고자 하는 경우: 팀 보조 개별화 학습법
4. 집단의 학습 활동에 대해 객관 시험 점수를 부가하여 학습자들의 성취도를 평가하고
자 하는 경우: 직소우 Ⅰ·Ⅱ, 팀 성취 분배기법
5. 교사가 학생들에게 조사 활동시키고자 하는 내용에 있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집단 학습활동에 깊숙이 관여 할 수 있는 주제를 협동학습 시키고자 하는 경우: 집단조사
학습법
6. 학습 내용을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학습시키고자 할 경우: 직소우 Ⅰ·Ⅱ
7. 개별적으로 기본적인 읽기 교과서 읽도록 하는 것외에 팀 중심으로 활동을 통해 읽기
활동을 촉진시키고자 할 때: 읽기·쓰기 통합 학습법
8. 기능에 관한 학습보다는 개념에 관한 학습시키고자 할 경우: 직소우 Ⅰ·Ⅱ
9. 단순한 숙제 형태로 보충 심화학습을 시키고자 할 경우: 네명의 집단

2. 협동학습의 평가
집단학습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몇 가지의 절차가 필요하다. 협동학습과제를 수행하기
에 앞서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어떻게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해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성공적으로 학습과제를 완성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기준을 학습자들에게 충분히 이
해시켜야 한다. 그리고 개별점수와 집단에서 공동으로 받게되는 점수 비율도 밝힌다. 만일에
집단에 속한 학생들 전원이 어떤 특정한 수준에 도달한 경우 특별 보너스 점수의 혜택이 주
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미리 결정하여 밝혀야 한다. 즉 집단의 모든 학생들이 시험에서 일
정 점수 이상을 맞춘 경우 그 집단에 속한 모든 학생들에게 인정 점수를 더 줄 것인지 아닌
지, 그 기준을 몇 점 이상으로 할 것인지, 준다고 하면 몇 점을 더해 줄 것인지에 대해 사전
에 결정하여 학생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집단 전원에게 집단 공동 점수를 주는 방법도 다양하다. ① 주어진 과제를 완성했을 때
그 집단에 속한 학습자 모두에게 어떤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 ② 각 집단에 속한 학
생들 개인의 점수를 평균 내어 집단 점수로 정하는 방법, ③ 학점을 주기 위해 임의로 하나
의 검사를 선택하여 실시하고 그 검사에서 나온 학점을 그 집단에 속한 모든 학생들에게 주

는 방법, ④ 만일에 집단에 속한 모든 학생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받는 경우 속해
있는 집단의 모든 학생들에게 보너스 점수를 가산해 주는 방법 등이 있다.
때때로 한 집단과제에 똑같은 점수를 준다는 것에 대해 정당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불평
을 하는 학생 또는 부모들이 있기는 하지만 협동적 학습활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들이
그 집단의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어 원하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통제하에 있
음을 인식하게 된다. 그들은 집단에 속한 모두가 함께 학습활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집단평
점을 인정하게 된다. 더욱이 개인의 업적, 기말고사, 전체 집단의 성취 수준에 대한 보너스
등 개인에 관한 점수의 비율을 좁게 고려하기 때문에 집단과제의 점수에 대한 비율이 그리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된다.

3. 협동학습의 적용을 위한 유의점
협동학습이 학교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습자들의 학습성
취 수준과 정의적 발달을 향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협동학습은 집단의 목표에 대한 개인의 책무감을 유인체제로 수반할 때에만 효과
적이다(S lavin, 1990). 협동적 학습과 경쟁적 학습의 결정적인 차이는 구성원 전체의 협동적
노력과 활동에 있다. 따라서 협동적 활동을 고무시켜 주기 위해서는 모든 집단 구성원 각자
의 수행이 집단의 성공적 수행에 필수적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그리고 집단의 성공적 수행
에 대해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보상이 주어짐과 동시에 이것이 개인별 수행에 고려되어져야
만 한다.
둘째, 협동학습의 팀을 구성함에 있어 학업성취 수준.성별.인간관계 등을 고려하여야 하
나 그 가운데 학업성취 수준에 있어 비교적 높은 학생, 중간 정도의 학생, 비교적 낮은 정도
의 학생들이 고루 섞이도록 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집단 간의 균형을 유지할 때 집
단간의 경쟁의욕이 구체화되며 이로써 집단 내 결속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셋째, 협동학습의 내용과 주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 난이도의 정도 뿐 아니라 영역도
다양하게 조절하여야 한다. 각 집단은 성취 능력에 있어 높은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어진 주제나 문제가 어려운 수준으로만 제시되면 능력이 낮은 학생들의
경우 다른 급우의 도움만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게 되며 이
에 따른 자신감과 의욕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뿐 아니라 선정된 내용의 주제가 다양하
여 국어나 산수에서는 다른 급우의 도움을 받았으나 사회와 미술에서는 도움을 준다고 하는
자신감을 느낄 때 기타 모든 영역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유발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양한 주제의 영역이나 난이도 수준에 있어 도움
을 주고받는 비율에 있어 같은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넷째, 어떤 유형의 협동학습을 선택하여야 할 것인가는 학습과제의 유형 및 성격에 따라
그 적합성을 결정하여야 하며 특히 학습자들의 연령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섯째, 협동학습의 효과는 어느 특정 교과의 단 몇 번의 경험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
므로 다양한 교과에서 지속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여섯째, 학교학습에서 협동학습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
요하다. 전통적 수업에서의 교사 역할의 많은 부분이 언어적 설명이었다고 한다면 협동학습

에서의 역할은 집단의 조직을 계획하는 일에서부터 집단수행에 대한 평가하는 전 과정을 새
롭게 계획하어야 하는 수고가 뒤따른다. 즉 협동학습에 대한 교사들의 특별한 준비와 훈련
이 협동학습 실행에 요구되어진다. Jigsaw 를 처음 제안했던 Aronson(1975)은 교사가 협동학
습을 성공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지침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다.
① 과제와 목표의 구조를 포함하여 수업목표를 명확히 구체적으로 진술하라. 뿐만 아니
라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소집단으로의 각자 협력적 방법과 기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
라.
②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수자료를 계획하라. 교사는 학습자료들이
집단 구성원간에 서로 상호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학습할 내용을 조리 있게 분배
하여 제시해 주어야 한다.
③ 학생들을 상호 보완적으로 또는 상호 관련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구성하라. 예를 들
어 요약을 하도록 지정한 학생들에게는 그 집단이 해결한 주요한 결론이나 해답을 기록하여
진술 하도록 하고, 점검자는 자신의 집단에 속한 모든 학생들이 정답 또는 결론에 이르렀음
을 점검 하도록 하고, 정확한 코치는 다른 구성원들이 설명이나 요약을 하는 가운데 실수를
하는 경우 이를 교정해 줄 수 있도록 한다.
④ 학생들이 주어진 문제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또는 서로 협력적 활동을 하는데 있어 어
떤 문제가 발생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학생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만일 협동학
습 과정에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상담자와 같은 입장에서 도움을 주도록 한다. 협
동학습의 목표를 구체적인 제시를 하고, 중요한 절차를 재확인해 주고, 보다 효과적으로 협
동하고 행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절차와 행동에 대해 조언하여 준다.
⑤ 학생들의 학습 활동 및 결과를 평가하고 그것들이 바람직한 준거와 어떻게 차이 나는
지를 비교하여 설명하여 주고 그들이 협력하여 얼마나 잘 학습활동을 하였는지 그리고 협력
적 관계를 얼마나 증진시켰는지에 관해 집단간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Johns on and
Robert, 1984).
⑥ 협동학습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교사는 구성된 집단 내에서 학생들이 주의해야 할
개별적인 행동에 관하여 지켜야할 규칙에 대해 안내해 주어야 한다. 소속된 집단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집단 구성원 모두가 집단의 학습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도와 줄 것등에 관해 이해시켜 주어야 한다.
⑦ 협동학습 활동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과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
들을 예견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 요구되어 진다. 동료들의
학습능력이나 집단활동의 참여하는 태도에 불만을 가져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있
다. 이점을 고려해 협동학습을 개시하기전 ‘협동학습 방법을 위한 학습’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계획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협동학습 방법에서의 장점 단점 유의사항등을 토의시킨
다거나 협동학습의 진행과정 중 집단별로 형성적 평가를 실시할 필요도 있다.

Ⅴ. 맺

음

말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협동학습은 이질적인 학생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구성하고 공동의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돕는 과정에서 지적인 영역 뿐아니라 정의적인 영역의 발달
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제까지 소개된 협동학습을 살펴보면 적어도 네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김수동, 1996). 첫째는 협동학습을 통해 학습자들간의 학업성취에 대한
지각된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이고, 집단내의 동료 학습자들을 돕고 지원하도록 학습자들을
고무시켜 주는 것이다. 둘째는 협동학습은 상부상조의 개념으로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고,
협동을 통하여 높은 능력의 학습자와 낮은 능력의 학습자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신
념에 근거하고 있다. 셋째, 동기적 관점에서 협동학습은 능력이 낮은 학습자들의 동기를 저
하시킬 수 있는 개인경쟁 모델에 대한 대안적 학습방법이 될 수 있다. 넷째, 협동학습은 부
분적으로 학교내의 인간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본고에서는 선행된 연구를 중심으로 협동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협동학습의 개념
및 기본요소를 명백히 하였다. 또한 협동학습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협동학습이 ① 학
생들간의 협동적 학습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학습 성취도 수준, ② 집단 내에서의 정적인 상
호관계를 고취시킨다는 점에서 집단간 관계, ③ 주류와 학급에서의 통합학습, ④ 학습자들의
자존감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자아존중감에 관련된 선행 자료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협
동학습의 실천적 적용을 위해 협동학습의 유형 및 특징들을 소개하고 적용상의 유의할 점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러나 협동학습이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보다 폭넓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본문의 내용에
서 간과했던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협동학습의 부정적인 영향
에 대한 이해나 실천적 적용 면에서 행정가와 학부모의 이해와 적극적인 도움이 또한 결정
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까지 협동학습에 관한 연구들은 협동학습의 장점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
러나 몇 가지 점에 있어서 단점으로 지적되는 점도 없지 않다. 예로 협동학습 방법이 주류
화 학급의 학생들에게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주류화 학생들이 집
단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자신들의 할당된 부분에 대해 미흡한 경우 아니면 집단 활동
의 진행을 늦추게 되는 경우 그 집단에 속한 친구들로부터 배척을 받는 등의 부정적인 효과
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S lavin, 1990). 또한 협동학습의 옹호자들은 아동들이 그들의 친구
들과 상호작용 할 기회에 대해 좋아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경쟁심이 높은 아동들의 경우
는 보다 경쟁적인 학급에서 더 잘 수행하려는 동기를 갖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1) 협동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실제적인 전략에 고려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요
인, 다양한 방법, 실행을 위한 절차등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교사들에게 협동학습의 의의를 강조하여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중요성을 교사 뿐아니
라 부모에게도 충분히 이해시키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
3) 협동학습이 학급에서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자료를 포함하는 학급 환경
마련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관리해 주어야 한다.
4) 협동학습을 실행하기 위한 교사들의 닝p닝事닝사전에 준비하는 것외에도 협동학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정보를 모으고, 요구되는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5) 협동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사와 함께 계획하는 일 외에도, 실행 과정에서 혹
시 문제점이 발견되는 지를 점검함과 동시에 그 해결 방안을 위해 여러 영역의 전문가들과
도 상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정기적으로 마련한다.

또한 학부모들도 자신들의 아동들에게 협동학습의 장점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커다란 역
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학부모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의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
1) 사회생활에 있어 동료와의 협동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강조하도록 한다. 협동은 학
교에서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강조되고 실천되어야 할 덕목임을 주지시킨다. 따라서 그
들의 아동들이 학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여 주도록 한다.
2)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바른 태도에 대해 주의시킨다.
3) 집단 학습에서 다른 친구들을 적극적 도와주고 서로 긍정적으로 격려해 주도록 권한
다.
4) 만일 당신의 자녀가 높은 수준의 성취수준을 유지하는 아동인 경우 그 집단에 있는
낮은 수준의 아동으로 인해 학습에 방해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협동학습
의 장점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끝으로 Dem ing이 제시한 협동학습을 통해 질적 교육을 마련하기 위한 지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W alton, 1986).
1)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상호의존성을 명백히 하며 강조하는 일관성 있는 목표가 지속
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2) 학교는 교육자들이 모든 학생들을 성공적으로 교육시키고 사회화하여야 한다는 철학
을 받아들여야 한다.
3) 질의 교육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자들은 표준화된 다량의 검사에 의존하는 것이 아
니라 수업의 과정을 개선하여야 한다.
4) 학생들과의 긴밀한 인간관계의 수립이 요구된다.
5) 수업체제와 학교에서의 낭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예로 교육과정의 통합과 주제
별 강의는 학과목간에 중복된 부분을 피할 수 있다.
6) 협동학습의 5가지 기본적인 요소를 구조화하는데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 요소
는 각 수업에서, 각 학습집단내에서, 각 학급에서 그리고 전체 학교 내에서 구체적으로 구조
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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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Us e of Cooperativ e Learning S trateg y
in a Clas s room

Y im S unB in
(S ungs hin W omen' s Uni., Instructor)

T he term “cooperation” refers to the cooperative behavior among people, such as
w orking w ith or helping others. In a com petitiv e class room , s tudents are in neg ative
interdependence for rew ards. T hat is , for one person to be succes sful, another m us t fail.
But in a cooperativ e class room, tw o or m ore students are allow ed, encourage, and

required to w ork tog ether on som e task.
Cooperativ e learning has been studied by Maller in 1929, and has been used in
s chools by early the 1970' . Cooperative learning, unlike the traditional m ethod that
heavily depends on the teachers, is a m ore productive m ethod of learning that depends
on the cooperation am ong the s tudents and w ith the teachers.
S om e s tudies w ere conducted to find the effects of cooperative learning . Researches
indicated

that

cooperative

learning

im prov ed

academic

achievement

and

positive

interg roup relations , helped the m ains treamed students, and enhanced s elf- esteem
T he purpos e of this article is to sugg est for the effective cooperative learning in a
clas sroom w hile helping the teachers understand the im portance of the cooperative
learning. F or this purpose, I provided an overview of the conception and com mon
elem ents of the cooperative learning, and m ajor cooperative learning m ethods. I als o
s ug ges ted som e success ful im plementations of cooperative learnin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