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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대학 영어수업에서의 협동학습이 학생들의 학습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총 58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15주 동안 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 협동학습을 통해 영어 수업을 받은 실
험밤 학생은 31명이었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영어 수업을 받은 통제반 학생은 27명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EFL환경과 협동학습 특성에 부합한 학습동기 도구로 자기결
정성 이론에 입각한 도구를 사용하여, 학습자의 동기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는 협
동학습을 통해 수업을 받은 실험반 학생들이 통제반 학생들보다 영어 학습동기가 더
증진되었다. 그리고 실험반의 학습동기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과 사후 영어 학
습동기를 검사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학습동기가 향상되었다. 그리고 학습
동기의 하부요인별로 분석한 결과, 6가지 동기요인 중, 사후검사에서 확인된 동기,
외재적 동기, 내재적 동기가 유의한 차이를 보일 정도로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인터뷰결과가 뒷받침해 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 영어수업에서의 협동
학습 사용이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증진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
여준다. 이 연구는 EFL환경에서의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주제어: 영어학습동기, 협동학습, 자기결정성 이론

Ⅰ

. 서 론

영어 의사소통 능력의 중요성이 글로벌 시대 현 대학 영어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효과적인 영어 교수-학습 방안이 꾸준히 모색되어지고 있다. 영어 의사소통
능력은 넓게는 표현과 이해, 좁게는 청자와 화자, 혹은 독자와 저자 등과 같이 기본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A2A0101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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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대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런 측면에서 대인 상호작용의 구조를 띄
고 있는 협동학습이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위한 교수-학습에 도입될 필요가 있다.
협동학습은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 책무성, 동료와의 상호작용 등을 요구하는 학습
자 중심적인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학습자의 인지적인 측면 뿐 아니라, 정의
적, 사회적 영역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Johnson, Johnson, & Smith, 1998;
Johnson, Johnson & Stanne, 2000; Kagan & Kagan, 2009).
그러나 주로 전통적인 방식의 학습구조에 노출되어 있던 학습자들에게 협동학습은
익숙하지 않은 학습상황이다. 학습자 측면에서 학습상황 즉, 교수-학습 방법은 학습
자들의 학습 동기를 달라지게 할 수 있는 요인이다(Dӧrnyei, 1998; Ushioda, 1996).
그리고 학습 동기는 제 2언어 학습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이런 가운데, 협동학습은 상호작용 환경에서 개인의 책무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
는 학습구조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이러
한 학습구조에서는 자기결정성 이론(Deci & Ryan, 1985, 2000) 측면에 토대를 둔 학
습동기와 더욱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협동학습에서의 정의적 영역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협동학습이 학습자들의 태도와 만족도, 그리고 일반
적인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자기결정성 이론에 토대
를 둔 학습동기에 관한 연구는 미미하다. 따라서 대학영어에서의 협동학습 사용이 자
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한 학습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습동기의 하부요인을 분석해 봄으로 협동학습이 학습동기 중 어느 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이는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고, 궁극적으로는 영어학습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협동학습은 학습 환경과 내용에 따라 그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협동 활
동의 구조정도를 적절히 반영하는 구조화된 협동학습모형이 효과적이다
(Bjorning-Gyde, Doogan, & East, 2008; Liao, 2004; Slavin, 1995). 즉, 수업시간에
모든 활동이 협동적 활동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 환경과 내용에 따라서
전체 수업 활동과 그룹 협동활동 요소를 적절히 배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영어 수업에 학습 활동 요소를 수업 내용에 따라 적
합하게 선택하는 구조화된 협동학습 방식을 적용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EFL환경의 의사소통 중심의 대학영어에 실제 적용 가능한 구조
화된 협동학습을 활용한 수업이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한 학습동기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를 밝히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협동학습을 통한 대학 영
어 수업과 전통적 방식의 영어 수업이 학생들의 학습동기에 차이를 가져오는지에 알
아본다. 둘째, 협동학습을 통한 대학 영어 수업에서 전체적인 학습동기 변화의 추이
가 어떠한지를 알아본다. 셋째, 협동학습을 통한 대학 영어 수업에서 학습동기 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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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별로의 변화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Ⅱ

. 이론적 배경

1. 협동학습과 학습동기

협동학습은 학습자들이 다른 학습자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환경 가운데에서 이루어
지는 구조이다. 그래서 Brown과 Thomson(2000)은 협동학습의 주된 목적이 학문적
능력과 대인관계 기술을 발달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Johnson, Johnson과 Smith(1998)
는 협동학습의 긍정적인 결과를 세 가지 범주인, 성취하고자 하는 노력, 긍정적인 대
인관계, 심리적 건강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이와 유사하게, Slavin(1995)
은 협동학습이 학업 성취도를 높일 뿐 아니라, 교실에서 친사회적 기술을 형성하게
한다며, 정의적, 대인관계적 결과의 중요한 이점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협동학습의 기본 요소는 긍정적 상호의존, 개별적 책무성, 대면적 상호작용, 대인
관계기술, 협동기술 등이 있다(Doolittle, 1995; Johnson & Johnson, 1992). 그리고 이
요소들은 동시적인 상호작용 촉진, 동등한 참여, 동등한 성공 기회, 사회적 기술, 그
룹 과정 등을 요구한다. 이 중에서, 교수-학습적 측면에서 협동학습의 두 가지 핵심
요소는 긍정적인 상호의존성과 개별 책무성이다. 이 두 요소는 그룹과제를 완성하고
학문적인 성취를 얻는데 중요하기 때문이다(Brown & Thomson, 2000; Cohen, 1994;
Dishon & O‘Leary, 1998; Johnson, Johnson, & Smith, 1998; Kagan, 1994; Slavin,
1995). 이러한 협동학습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과 학습내용에 따
라 활동의 절차와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즉, 협동학습의 모형을 교수-학습 환경에
적합하게 선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박일수, 방미란, 권낙원, 2008; Slavin, 1995).
협동학습은 하나의 교수-학습전략이다(Johnson & Johnson 2005). 그리고 Dӧ
rnyei(1998)와 Ushioda(1996)는 교수-학습 전략을 포함한 학습 상황에 따라 학습에
대한 태도와 학습동기가 변화되고 발전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김태영, 김은주와
김혜영(2011)의 연구에서는 학습 환경, 사회적 맥락, 시간의 흐름이 학습자의 영어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Pae와 Shin(2011)과 Kim(2000)의 연구에
서는 영어 교수-학습 방법에 따라 학생들의 동기 유형이 달라지는 결과를 보여주었
다. 그러므로 교수-학습전략인 협동학습 상황은 학습자들의 학습태도를 포함하고 있
는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Gardner(1985)에 의하면 학습 동기란 언어 학습
에 대한 태도이며, 언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열망이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
력이다. 이와 같은 학습 동기는 학습 성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
수-학습을 설계할 때에 학습동기를 높이기 위해 노력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
런 가운데, Keller(1987)는 학습자의 동기화를 촉진하는 수업방법 중 하나로 협동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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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였다. Dishon과 O‘Leary(1998)도 학습자들이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
동해야 하는 외부적인 요인이 내적인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협동학습은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Gardner(1999)는 협
동학습을 통해 학습자들은 다른 학습자들과의 관점의 차이와 다양성의 가치를 깨닫
게 되므로, 결국 학습을 대하는 태도뿐 아니라 학습자 내적인 요인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Dӧrnyei(1994)도 또한 교실에서의 협력적인 목표
구조는 학습자들의 학습에 대한 태도와 다른 학습자들과 교수자와의 관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학습자들의 내적 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유
사하게, Jacobs과 Goh(2007)도 협동학습을 통해 학습자는 그룹의 구성원이 되어 다른
학습자를 도와줌으로써 만족감을 느끼게 되며, 자신의 학습에 대해 책임감을 갖게 되
는 것과 같은 특징을 갖추고 있으므로, 학습자들의 내적동기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구
조라고 하였다. 또한, Kagan(1994)은 그룹 활동을 통해 함께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학습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줄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게
언어를 산출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협동학
습은 그룹 내에서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자신의 학습에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구성원의 학습 증진에도 동기화시키는 방법으로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다(Cohen, 1994; Olsen & Kagan, 1992).
협동학습은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많다. 협동학
습은 사회적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사회 맥락적 사건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이것은 개인의 심리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를 촉
진하거나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Deci와 Ryan(2000)는 학습동기에서 자기결정성 이론
(self-determination theory)이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에 관해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
다고 한다. 특히, 자기결정성 이론은 학습자가 과제를 수행할 때, 얼마나 자신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조절 및 통제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율성이 보장되는지에 따라 동기가 결
정된다는 것이다(Dӧrnyei, 2001). 협동학습은 학습과제를 선택하고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
에서 학습자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학습자가 자기 학습에 대해 조절할 수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된다. 그러므로 협동학습과 자기결정성 동기와의 관계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자기결정성 이론에 기반을 둔 내재적 동기와 외적 동기모델은 우리
나라 상황에 더 유용하다고 Kang(2001)은 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협동학습이
자기결정성 이론에 입각한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하여 협동학습이 영어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해 보고자 한다.
2 협동학습이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

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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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학습은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협력적 학습방식이므로 학습자의 정의적
인 영역과 사회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Moskowitz et al.(1983)는 협동학
습이 학습자의 정의적인 영역 발달에 도움을 주는 구조라고 밝힌 바 있으며,
Johnson, Johnson, 그리고 Stanne(2000)은 구성원들 서로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
어지는 협력적 학습활동은 학습태도, 사회성, 자아존중감 등의 정의적인 영역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와 같은 협동학습은 기존의 학습과는 다른 방식이므로 학습자의 동기적 측면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구조이다. Slavin(2000)은 협동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부
적인 동기가 지속될 경우 내적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자존감과, 동료와의 관계, 학교와 수업을 좋아하는 것과 같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
는다고 하였다. Webb(1989)은 협동학습에서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관찰하였을 때, 동
료의 학습을 도와주는 학생이 도움을 요청한 학생보다 더 많은 학습 효과가 있었다
고 한다. 그리고 집단 구성원 모두의 성취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경우, 학습자간의 협
력적인 학습구조가 지속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Mello(1993)와 Brooks와
Ammons(2003)는 협동학습이 때때로 학습자들에게 무임승차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
게 할 수 있어서 자칫 학습 분위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으므로 교수자는 이
러한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협동학습을 통한 수업과 전통적인 방식의 수업을 비교한 연구에서 Brown과
Thomson(2000)은 협동학습이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시간에 더 적극적이게 하고, 동료
들과 서로의 학습을 장려하며 도움을 주게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런 면이 결과적
으로 학습동기의 촉진을 돕는다고 하였다. 실제, Johnson, Johnson과 Stanne(1985)은
컴퓨터 수업에서 8학년을 대상으로 협동학습과 전통적인 방식의 수업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협동학습 환경에 있는 학생들의 학습과제 성과가 더 높았을 뿐 아니라 응용
문제도 더 잘 해결하는 등의 학업성취도가 높았다고 한다. 이것은 협동적 활동이 학
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더 지속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Johnson,
Johnson과 Stanne은 덧붙였다.
EFL환경에서 협동학습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로 Waugh, Bowering
와 Chayarathee(2005)는 태국에서 96명의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6주간의 수업을
통해 협동학습과 전통적인 교수방법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협동학습을 통한 수
업에서 학습자들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향상되었으며, 학습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터키 대학의 EFL환경의 대학생 66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Gomleksiz(2007)는 4주간 협동학습과 전통적인 방식의 수업을 실험연구를 통해 비교
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협동학습을 한 학생들이 더 긍정적인 학습태도를 보여주었
다. Gomleksiz에 의하면 이러한 현상은 협동학습에서의 동료와의 활발한 상호작용에
의한 영향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협동학습에 대해 연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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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m(2009)은 협동적 영어 읽기활동은 학생들의 의미협상을 촉진함으로 인지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협동학습이 수행능력을 촉진하여 학업성취도를 높이는데 도움
을 줄 뿐 아니라, 동료와의 상호작용으로 정의적인 영역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
Ning(2010)은 EFL환경에서 협동학습이 중국 대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 중, 일부로 학습동기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18주 동안의
실험연구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는 협동학습을 통해 수업을 한 학생들의
사전-사후 학습동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즉, 협동학습을 통해 전
체적인 학습동기가 크게 높아졌다. 그리고 동기의 하부요인을 분석한 결과, 내재적
동기와 확인된 동기 항목에서 사후에 크게 향상되며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협동학습이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학습동
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Ⅲ

.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은 경기도 소재 4년제 대학에서 교양필수 영어강좌를 수
강하는 1학년생으로 총 58명이었다. 이 중, 31명으로 구성된 한 분반은 협동학습
을 통해 영어 수업을 받았다. 그리고 다른 한 분반에 해당하는 27명의 학생들은
전통적인 교수-학습 형태인 강의식 위주의 영어 수업을 받았다. 해당 대학의 교
양 영어강좌는 수준별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학기 시작 전에 학생들은 토익시험
을 치루고 그 점수를 토대로 ‘상’, ‘중’, ‘하’로 나뉘어 분반이 개설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중’(토익점수 400점~550점)에 해당하는 분반이었다. 따라서 학생
들의 영어능력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2. 연구 설계
가. 연구기간 및 분반 구성

본 연구를 위한 수업은 한 학기 15주간 실시되었다. 해당 대학의 교양필수인
영어강좌는 1학년 학생들의 공통 필수 과목이며, 의사소통 중심의 통합적 영어교
육으로 실시된다. 그리고 강의는 일주일에 3시수(150분)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
간 동안 실험반 학생들은 협동학습을 통해 영어 수업을 받았고, 통제반 학생들은
전통적인 교수-학습 형태인 강의식 위주의 영어 수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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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강좌구성 및 수업설계

본 연구를 위한 수업은 영어 의사소통 중심의 통합학습이다. 따라서 이에 적합하
게 영어의 네 가지 기능을 학습하도록 구성된 S교재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실험반과 통제반의 수업은 S교재의 구성과 순서에 따라 통합학습의 수
업절차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실험반은 구조적 협동학습에 기반을 둔 교수-학습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구조적 협동학습이란 수업이 완전히 학생참여와 주도로만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수자의 참여와 주도가 학습활동에 따라 개입되는 구조화된 방
식이다. 본 연구에서의 구조적 협동학습이란 기준은 Joyce과 Weil(1986)의 구조화 이
론에 근거하여 박일수, 방미란, 권낙원(2008)가 분류한 기준에 의한 것이다.
실험반의 협동학습을 위해,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에서 교수자는 본 수업의 수업
유형에 그룹 협동활동이 포함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협동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그룹 구성원이 과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그룹 과제 완성
과 자신과 동료의 학습을 위해 자신의 역할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그리고 그룹 활동에서 협동학습의 긍정적인 상호의존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학
습에 대해 무임승차하려는 생각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였다(Mello, 1993;
Brooks & Ammons, 2003).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토익점수를 통해 분반이 결정되었으므로 동일한 수준에 해
당하는 학생들이다. 그러나 협동학습을 위한 조 구성을 위해 본 연구자는 토익점수를
토대로 모든 조가 영어학습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이 적절히 구성
되도록 조 구성원을 배치하였다. 이는 영어능력이 낮은 학생들로만 조가 구성되었을
때, 다른 조에 비해 학습과제완성 효율성이 떨어지고 학습속도가 늦어질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리고 학습능력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의 학습을 도와줌으로 모든 조 구
성원이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협동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또
한, 각 조의 조장을 뽑아 모든 조 구성원이 적극적이고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룹 협동
분위기가 잘 유지되게 이끌도록 하였다.
다. 교수-학습

모형

본 연구에서 사용한 S교재는 영어의 네 가지 기능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위한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협동학습을 통한 수업은 이 교재의 구성에 따라 학습
유형을 조별협동활동, 전체활동, 개별활동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 학습유형에 따
라 활동절차와 내용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구조적 협동학습 수업모형은 다음 그림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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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lls

Textbook Part 학습유형

Vocabulary Vocabulary

조별협동활동
전체활동
조별협동활동
조별협동활동
개별활동

Speaking

Conversation
Smart Talk

Grammar

L a n g u a g e 조별협동활동
Practice
전체활동
개별활동

Listening
& Writing

Listening
Writing

Reading

Reading

조별협동활동
개별활동
조별협동활동
전체활동
조별협동활동

활동 내용

학습 주제와 관련된 어휘학습 및 배경지
식 활성화 활동
동영상 시청
dialogue 연습
과제를 통한 말하기 연습
관련된 문법 조사(과제)
조사해 온 문법자료 조별 공유 및 조별
학습
조별 과제 해결
정답 확인 및 전체 피드백
듣고 받아쓰기
듣고 받아쓴 단어 및 표현 공유
들은 내용 텍스트 재구성
재구성 글 수정
듣기 텍스트 원본 확인
개별 글쓰기
동료 피드백
조별 발표
텍스트 해석 및 문장구조 분석
이해도 확인

〔그림 1〕구조적 협동학습 수업모형(수업방식 및 절차)

위의 수업모형에서 협동학습을 위한 조별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조별협동활동으로 학습주제와 관련된 어휘학습을 하고, 배경지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다. 이 활동에는 사진을 통해 어휘를 유추하기, 주제에 관해 토의하
기, 어휘과제 완성하기 등의 활동들이 학습 내용에 따라 제시되었다. 두 번째, 동영상
시청 후, 관련된 대화문을 조원들과 함께 연습하고, 주어진 정보차 활동(information
gap) 과제를 통해 말하기 연습을 한다. 세 번째, 학습할 문장구조, 혹은 문법 사항을
개별과제로 조사해 온 것을 가지고 조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하며 함께 학습한다. 그
리고 교재에 제시되어 있거나 교수자가 제시한 문법과제를 조원들과 함께 풀어본다.
네 번째, 듣기와 쓰기 활동으로 녹음된 내용을 듣고 받아쓴 후, 자신이 받아쓴 단어
와 표현들을 조원들과 함께 공유한다. 그리고 받아쓴 표현들을 가지고 조원들과 함께
듣기 원본 텍스트와 유사한 내용으로 글을 재구성한다. 그리고 나서, 재구성한 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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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법이나 철자 등을 함께 수정한다. 마지막으로 듣기 텍스트 원본을 확인하며
조별로 만든 글을 비교해 본다. 다섯 번째, 교재에 제시된 질문에 대해 답을 하며 이
메일을 작성해 본다. 그리고 작성한 글을 조원들과 함께 공유하며 서로 피드백을 해
준다. 여섯 번째, 교재에 제시된 읽기 텍스트를 함께 해석하며 내용을 이야기해본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의 조별 협동활동은 개별활동, 전체활동과 유기적인 관계로 연
결되어 구성되었다. 그리고 모든 조별활동 시, 조 구성원들끼리 해결하기에 어려운
부분이나 질문이 있을 경우, 자유롭게 교수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였다.
라. 통제반 수업 방식 및 절차

전통적인 교수-학습 형태인 강의식 위주의 수업으로 구성된 통제반은 실험반과 동
일한 S교재를 사용하였으며, 실험반과 마찬가지로 영어 의사소통 중심의 통합학습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교재의 구성에 따라 수업 절차가 진행되었다. Vocabulary 부
문에서 교수자는 학습자들과 함께 어휘 문제를 풀고, 관련된 표현을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단원 학습주제와 관련된 배경지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된 질문을 토대로
함께 이야기 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Speaking부문에서는 동영상 시청 후 dialogue를
함께 읽어보고, 짝 활동을 통해 연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정보차 활동 과제를 통해
말하기 연습을 한 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Grammar부문에서는 문법 학습을 위
해 미리 해당 문법을 조사해 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수업시간에 교수자는 예문을 통
해 전반적인 문법 설명을 해 준 후, 학생들의 이해도를 확인하기 교재와 보충자료 응
용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게 하였다. 그 후, 교수자는 문제에 대해 설명해 주고
학생들의 질문을 토대로 중요한 사항을 부연 설명해 주었다. Listening부문에서는 먼
저 녹음된 내용을 듣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시 들으며 자신의 이해
도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그 후, 교수자는 듣기 텍스트를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텍스
트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 또한, 학생들이 듣기 어려운 발음이나 표현 등을 설명해
주고, 함께 듣기 텍스트를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 후, 다시 녹음된 내용을 들으
며 자신의 듣기를 점검해 보도록 하였다. Reading부문에서는 학생들이 교재에 제시
된 텍스트를 읽고 이해도를 확인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였다. 그 후, 교수자는 전
체적인 텍스트 내용과 구성을 설명해 주고, 문장을 해석하며 문장 구조를 설명해 주
었다. Writing부문에서는 교재에 제시된 질문에 대해 답을 하며, 개별적으로 이메일
을 작성해 보는 방식의 글쓰기를 하였다. writing을 하는 동안 교수자는 학생들을 개
별적으로 도와주었다. 그리고 학생들은 완성된 글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3. 연구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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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학습동기 설문도구

가. 영

본 연구에서의 영어 학습동기검사는 자기결정성 이론을 토대로 Noels et al.(2000)
에 의해 개발된 Language Learning Orientation Scale (LLOS)를 사용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Noels의 LLOS를 <표 1>과 같이 우리말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표 1> 영어 학습동기 도구

‣ 통합적동기(ingtegrated motivation)
1. 영어를 아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영어를 배운다.
2. 나는 영어권의 생활과 문화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영어를 배운다.
3. 영어는 나 자신을 표현하는데 있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영어를 배운다.
4. 영어 원어민들 활동에서 내가 더 자유롭게 참여하기 위해 나는 영어를 배운다.
5. 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기 위해 나는 영어를 배운다.
6. 좋은 원어민 친구들을 좀 더 수월하게 사귀기 위해 나는 영어를 배운다.
7. 영어는 나 자신의 기본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나는 영어를 배운다.
8. 영어는 내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나는 영어를 배운다.
‣ 무동기(amotivation)
9. 내가 왜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10. 내가 왜 영어를 공부하는지 알 수 없다; 영어에 대해 신경 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11. 나는 내가 영어공부를 하는 타당한 이유를 즉각적으로 말하지 못할 것 같다.
12. 솔직히, 나는 왜 영어를 공부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정말로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든다.
‣ 부과된동기(introjected motivation)
13. 나는 영어 원어민과 이야기할 수 없다면 부끄러움을 느낄 것 같아서 영어를 배운다.
14. 영어를 알지 못한다면 죄책감을 느낄 것 같아서 영어를 배운다.
15. 나에 대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영어를 배운다.
16.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한다면 당황하거나 부끄러울 것 같아서 영어를 배운다.
17. 내가 더 교양 있어 보일 것 같아서 영어를 배운다.
18. 내가 영어를 알지 못한다면 기분이 나쁠 것 같아서 영어를 배운다.
19. 영어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훌륭한 학생이라는 것을 나 자신에게 증명하기 위해
서 나는 영어를 배운다.
‣ 확인된동기(identified motivation)
20. 나는 영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영어를 배운다.
21. 어느 정도 영어를 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어를 배운다.
22. 영어를 잘하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때문에 나는 영어를 배운다.
23. 나의 개인적인 발전을 위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어를 배운다.
24. 나는 한 가지 이상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에 영어를 배
운다.
25. 영어를 잘하면 나의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영어를 배운다.
‣ 외재적 동기(external motivation)
26. 나는 학업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길 원하기 때문에 영어를 배운다.
27. 나는 나중에 더 명망 있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영어를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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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영어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데 내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영어를 배운다.
29. 영어를 배우는 것이 줄 수 있는 이점(예, 직업, 돈, 학점)을 얻기 위해서 나는 영어를 배
운다.
30. 언젠가 더 좋은 직장을 얻는데 영어가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어를 배운다.
31. 영어권 사회에 들어가면 얻게 될 이점을 있기 때문에 나는 영어를 배운다.
32. 나중에 더 나은 봉급을 받기 위해서 나는 영어를 배운다.
‣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
33. 영어를 공부할 때 나의 능력 이상의 것을 경험하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영어를 배운
다.
34. 영어로 어려운 연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나는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영어를
배운다.
35. 영어를 사용할 때 나는 긍정적인 기분을 경험하기 때문에 나는 영어를 배운다.
36.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생활방식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나는
영어를 배운다.
37. 나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면 만족스러운 기분이 들기 때문에 영어를 배운다.
38. 나는 영어를 배우는 것이 좋고 재미있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한다.
39.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주 기분 좋기 때문에 나는 영어를 배운다.
40. 영어가 들릴 때 나는 기분이 아주 좋기 때문에 나는 영어를 배운다.
41. 영어로 된 어려운 문법 구조를 이해할 때 나는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영어를 배운다.
42. 영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아는 것에 대해 나는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영어를 배운다.

위의 <표 1>과 같이, 영어 학습동기는 4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의
항목인 통합적 동기(1번∼8번), 무동기(9번∼12번), 부과된동기(13번∼19번), 확인된동
기(20번∼25번), 외재적동기(26번∼32번), 내재적동기(33번∼42번)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도구를 ‘5단위 리커트 방식(Five Point Likert Scale)’인 ① 전혀 그렇
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로 제작하였다. 이
도구의 점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동기가 더 높은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42개의 문항
중, 4개 문항(9, 10, 11, 12)은 부정문항으로 되어 있어 역으로 계산하여 통계처리 하
였다. 이 설문도구는 실험반과 통제반에 사전과 사후에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 설문도구가 믿을 만한 측정 도구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 회수 후,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크론바흐의 알파계수(Cronbach’s
alpha)를 사용하여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영어 학습동기 도구의 사전 설문지 신
뢰도는 0.848이고, 사후 설문지의 신뢰도는 0.919였다. 따라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로
써의 영어 학습동기 설문지는 모두 문항 간의 내적 일관성이 존재하고 있음이 검증
되었다.
터뷰

나. 인

본 연구에서는 협동학습을 통한 대학영어 수업이 학생들의 학습동기에 어떠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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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지를 심층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인터뷰를 실시하였
다. 인터뷰에 참여한 학생은 협동학습을 통해 수업한 실험반 학생들 중에서 인터뷰에
자원한 학생들로 총 5명이었으며, 한 학생당 약 10분정도 인터뷰가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학습동기에 관한 인터뷰는 일대일 면접의 형태를 사용하
였다. 본 연구에서 인터뷰를 실시한 이유는 통계결과의 신뢰도를 뒷받침해 주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반구조화된
면담(Paille & Mucchielli, 2003)을 사용하여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따라 필요한 질문
을 한 후, 학생의 응답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질문을 하여 의견을 얻고자 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설문자료는 SPSS 19.0 통계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
출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반과 통제반 두 집단에 모두 사전과 사후
에 영어학습 동기검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두 집단 즉, 실험반과 통제반 간의
통계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실험반
집단 내에서의 사전과 사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대응표본 t-test를 실시
하였다.

Ⅳ

. 결과 및 논의

어

1. 협동학습 활용 수업과 전통적인 방식 수업의 영

학습동기 결과

실험반과 통제반의 영어 학습동기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표 2>와 같이,
실험반은 평균이 5점 만점에서 3.54점, 통제반은 3.37점이다. 독립표본 t검정 결과, 검
정통계량은 t=-1.69 로, 이 검정통계량의 p-값이 0.097로서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두 집단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전검사에서 실험반과 통제
반 간 차이가 없음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실험반과 통제반의 사전, 사후 영어학습동기 결과

구분
사전시
험
사후시
험
*p<.05

집단
실험반
통제반
실험반
통제반

학생 수
31
27
31
27

평균
3.54
3.37
3.68
3.45

표준편차 t
0.34 -1.69
0.41
0.40 -2.278
0.36

df

p

56

0.097

5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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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의 <표 2>에서 보듯이, 한 학기간의 수업을 한 후, 실험반은 영어학습동
기가 5점만점에 3.68점, 통제반은 3.45점으로 실험반이 통제반보다 0.23점 높은 점수
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p<.05). 이는 협동학습을 통한 영어
수업이 전통적인 방식의 수업보다 영어 학습동기를 높이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협동학습을 통한 수업과 전통적인 방식의 수업에서의 학습동기
를 비교한 결과 협동학습이 학생들의 학습동기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
Brown과 Thomson(2000)와 Johnson, Johnson과 Stanne(1985)의 연구 결과를 뒷받
침 해준다. 그리고 특히, 본 연구와 같이 EFL환경에서 연구한 Waugh, Bowering와
Chayarathee(2005), Gomleksiz(2007)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이들은 협동학습에서
학생들의 학습태도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라고 하였고, Gomleksiz는 이것이
동료와의 활발한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구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EFL 환경에서 협동학습은 학습동기를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인 구조적 특성을 가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

2. 협동학습이 영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결과

협동학습을 통해 수업을 실시한 실험반의 사전과 사후의 영어 학습동기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3>과
같이 검정통계량은 t=-2.068로, 이 검정통계량의 p-값이 0.047로서 유의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사전-사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험반에서 사전-사
후 영어 학습동기가 차이가 있음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실험반의 사전-사후 영어 학습동기 결과
집단
실험반
*p<.05

구분
사전검사
사후검사

평균
3.54
3.68

표준편차
0.34
0.40

t

-2.068

df

30

p

0.047*

<표 3>에서 보듯이, 실험반의 사후 영어 학습동기는 사전 영어 학습동기보다 0.14
점 향상되었고,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5).이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협동학습을 활용한 영어수업이 학습자들의 전반적인 영어 학습동기
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협동학습은 학습자들의 영어 학습동기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결과는 학습자들의 동기를 촉진시키는 수업방법
으로 협동학습을 제시한 Keller(1987)의 제안을 뒷받침해 준다. 한편, Shim(2009)의
연구결과에서는 협동학습에서의 학습 중 동료와의 상호작용이 정의적인 영역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학생들의 학습동기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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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터뷰에서 ‘수업시간에
시행한 협동학습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한 연구자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응답
한 학생들의 의견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학생 A: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서로 편하잖아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편하게 물어볼 수
있고, 그때 그때 즉시 물어볼 수 있어서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서로 편해서 내가 몰라도 굳
이 눈치 볼 필요 없이 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알려주니까, 제가 더 알기 쉽게 알
려주는 것 같아요. 아마 자기도 예전에 몰랐던 건데 알게 되어 제가 어떤 걸 모르는지 더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 애가 왜 모르는지 알 것 같거든요.. 아무튼 영어 공
부하는게 편하고 재미있었어요.
학생 B: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왠지 study group 하는 느낌이라 수업시간이 편하고 좋았
어요. 전에는 영어가 싫어서 저는 영어 수업이 재미없고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친구들이랑 같이 과제할 때, 제가 앞에서 잘 이해 못했던 것도 그 시간에 잠깐 물어보기도 했
어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수업하는게 융통성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친구들한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저도 다음번에 또 이런 수업 기회가 있다면 친구들한테 잘 알려주고 싶더라구요.
학생 C: 조 활동이 재미있었어요. 교수님이 자연스럽게 주도해 주는 것도 좋았고, 수업시간
이 억압적이지 않고 딱딱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공부분위기가 잡혀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
는게 받기만 하는 수업이 아니라 많이 참여하고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은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협동학습이 편안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해
주며 영어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였다. 또한, 학습에 대한 참여도를 높
이고 학습의욕을 높이도록 하였다. 따라서 동료와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협동학
습이 학습자의 정의적인 영역과 학습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학습동
기에까지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어

3. 협동학습이 영

부

학습동기 하

요인에 미치는 영향 결과

영어 학습동기의 6가지 요인에서 실험반의 사전과 사후 간에 어떠한 변화를 보이
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각 요인별로 대응표본 t-test를 시행하였다. 그 결
과, <표 4>에서 보듯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은 세 가지로, 확인된동기, 외재적동
기, 그리고 내재적동기였다. 이 요인은 p-값이 각각 0.024, 0.003, 0.048로서 모두 유의
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각 문항에서의 사전-사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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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실험반의 사전-사후 학습동기 하부요인별 결과

항목
통합적동기
무동기
부과된동기
확인된동기
외재적동기
내재적동기
*p<.05

문항번호
1∼8
9∼12
13∼19
20∼25
26∼32
33∼42

구분
사전검사
사후검사
사전검사
사후검사
사전검사
사후검사
사전검사
사후검사
사전검사
사후검사
사전검사
사후검사

평균
3.54
3.63
4.07
4.26
3.00
2.78
3.82
4.07
3.84
4.16
3.32
3.54

표준편차
.53
.63
.71
.57
.89
.60
.45
.52
.50
.44
.62
.78

t

-.994
-1.955
1.322
-2.385
-3.231
-2.062

df

30
30
30
30
30
30

p

0.328
0.060
0.196
0.024*
0.003*
0.048*

<표 4>에서 보듯이, 영어 학습동기 6가지 요인 중에서 부과된동기를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사후점수가 사전점수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이며,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과된동기를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협동학습이 영어 학습동기를 촉진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의 차이까지
보인 확인된동기, 외재적 동기, 내재적 동기를 향상시키는 데에는 협동학습을 활용한
영어수업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요인별로 살펴보면, 통합적 동기의 사후점수가 사전점수보다 0.09점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정도까지의 향상도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앞의 <표 1>에서 보듯이, 통합적 동기는 목표 언어 사회에 통합되고자 하
는 동기로서 그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싶어 하는 것이
다. 이와 같은 통합적 동기가 협동학습을 통해 다소 촉진되기는 하였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무동기는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학습에 대한 어떤 동
기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 무동기는 자료 분석 시, 부정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어 역으로 계산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 무동
기 항목의 점수가 높은 것은 무동기의 성향이 낮은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본 연
구결과에서 무동기 평균이 높은 것은 동기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로 해석해야 한
다. 예를 들어, 9번 항목의 경우, ‘내가 왜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
의 경우, 역으로 계산하였으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왜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지를 이
해할 수 있다‘ 에 가깝다고 해석해야 한다. 즉, 본 연구에서 무동기 항목의 점수가 높
은 것은 동기가 높은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본 연구의 무동기 결과는 사전과 사후에
0.19점 차이를 보였다. 이는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동기가 향상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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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까지 나타내지는 않았다.
부과된동기는 수치심, 죄책감, 부끄러움, 외부로부터의 평가 등을 의식하고, 자존심
을 위해 학습하고자 하는 것이다. 부과된동기는 외재적 동기에 다소 가까운 면이 있
기도 하다. 본 연구 결과에서 부과된동기의 사전점수는 3.00점, 사후점수는 2.78점으
로 사후에 0.22점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협동학습을 통해 학습자들이 영어 학
습에 대하여 외부적인 평가에 대한 부담, 혹은 정의적인 부분이 다소 완화되었을 수
도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부과된동기가 사후에 다소 낮아진 결과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이것이 학습자들의 학습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확인된 동기는 어떤 행동을 하는데 더 많은 자유의지를 갖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
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행동을 인지하고 반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 도구에
서의 확인된 동기는 학습자가 자신에게 있어서 그 언어가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결정
한 것에 의한 동기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확인된 동기는 사전점수가 3.82점이고 사
후점수가 4.07점으로 사후에 0.25점 향상된 점수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를 나타냈다. 따라서, 영어 수업에서 협동학습은 학습자들이 영어가 자신의 인생에
중요하고 필요하므로 영어를 공부해야겠다고 결정하도록 돕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
다고 볼 수 있다.
외재적 동기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직업, 학점, 미래 등에
대한 외부적 요건을 충족하거나 보상을 받기 위한 것에서 학습 동기가 유발된다. 이
와 같이 외재적 동기는 외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나라 대학생들에게 이 외재적 요인이 영어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
타나기도 하였다(Kang, 2010; Kim, 2004). 본 연구의 결과에서 외재적 동기는 사전검
사에서 3.84점, 사후검사에서 4.16점을 나타내며, 사후에 0.32점 향상된 점수를 나타냈
다. 그리고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본 연구의 학습 동
기 6개 요인 중에서 가장 큰 폭의 향상도를 나타냈다. 수업에서 과제를 제시하고 협
동적 활동을 통해 과제를 완성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학습의 달성 목표를 제시한 본
연구의 협동학습 방식이 외재적 동기를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내재적 동기는 영어 공부를 통해 즐거움이나 만족감과 같은 내적인 면에서의 충족
을 위한 동기 유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긍정적인 내적 요인에 의해 자발적
으로 학습 동기가 유발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재적 동기는 학습에서 가장 이상적
이기도 하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내재적 동기는
사전점수가 3.32점이고 사후점수가 3.54점으로 사후가 사전보다 0.22점 향상된 점수를
보였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협동학습을 통해 내
재적 동기가 촉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 결과는 협동학습의 구조가 학습자들
의 내적인 동기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한 Dӧrnyei(1994)와 Jacobs과 Goh(2007)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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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뒷받침해 준다. 한편, Slavin(2000)은 협동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부적인 동
기가 지속된다면 학습자의 내적 학습동기가 증진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
와도 관련지어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외재적 동기가 가장 높은 향상도를 보였
으며 내재적 동기 또한, 향상된 것으로 볼 때, 협동학습 구조가 외재적 동기를 촉진
하고, 이것이 내재적 동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외재적
동기는 외적인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지만, 내재적 동기는 그 영향이 학습자
의 내면에까지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므로, 외재적 동기에 비해 내재적 동기가
향상되기가 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학생
들의 의견은 내재적 동기와 관련되어 있다.
학생 C: 조별로 독해를 같이 하고 문법문제를 풀 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문법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건 제가 생각했던 방식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푸는 방식
과의 차이를 보고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독해는 바로바로 해석할 수 있어서 넘 재미
있었어요. 저도 조별로 이렇게 같이 하면서 많이 참여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소그룹으
로 수업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 생각엔 보통 아는 사람하고만 하면 범위가 좁아서 조 구성
원을 바꾸어가며 하는 것이 앞으로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 D: 조별로 문법 과제를 같이 풀 때, 제가 상대방한테 알려주니까 오히려 저도 더 공부
가 되고 또 상대방도 공부하는데 도움을 준 것 같아 성취감 같은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다른 수업에서 저 혼자 뒤쳐질까봐 걱정되는 것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느낌이 없어
서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교수님이 조별로 다가와 주셔서 설명해 주시는게 더 관심을 가져주
는 것 같아 숙제도 더 잘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학생 A: 듣기를 할 때, 제가 못들은 것을 친구가 듣고, 또 친구가 못들은 것을 제가 들은
것을 서로 이야기 하는 것도 재미있었고, 또 어떻게 들리는지를 서로 알려주니까 듣기가 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학생 B: 내가 잘 모르는 것을 친구가 알고 내가 아는 것을 친구가 몰라서 신기하기도 하고..
서로 가르쳐 주는 것이 좋더라구요.
학생 E: 저는 아마 공부에 열의가 조금이라도 있던 사람이라면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영어 말하는 것도 좀 자유롭구요. 제가 저의 조에서 문법
은 저의 노하우가 있어서 모르는 것을 알려주고 해석도 이렇게 하는거라고 알려주고 했어요.
저도 저 자신한테 좀 자랑스러움? 그런걸 느꼈어요. 더 공부해서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기더라구요. 다른 친구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은 학생들의 의견은 협동학습이 학습에 대한 즐거움, 만족감, 성취감을 느
끼도록 하였음을 보여준다. 특히, 학습자들이 함께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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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방식에 대해 경험하고 다양성을 이해하는 등의 배움을 폭을 넓혀가는 것을 보
여준다. 이러한 학생들의 의견은 내재적 동기 내용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내재적 동기가 증진된 결과에 대한 이유를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와 유사하게 EFL환경에서 대학생들의 협동학습에 대해 연구한 Ning(2010)
의 결과에서도 사후에 학습동기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정도로 향상되었다. 따라서
협동학습은 EFL환경의 대학생들의 학습동기 증진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와 Ning의 연구 결과를 세부적으로 비교해 보면, 동기의 하부요인에서 Ning
의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일 정도로 향상된 요인이 확인된 동기와 내재적 동
기였다. 이 두 항목은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외재적 동기까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이 항목이 가장 큰 향상도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의 차이는 협동학습이 학습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해 동기 하부요인별로 더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밝힐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Ⅴ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EFL환경인 우리나라 대학영어 수업에서 협동학습이 학생들의 학습동기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의 수업환경은 의
사소통 중심 영어수업에 실제 적용 가능한 구조화된 협동학습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목적에 따라 협동학습이 학습자들의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협동
학습을 활용한 반과 전통적인 방식으로 영어수업을 한 반을 비교해 보았다. 그리고
협동학습이 학습동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즉, 학습동기의 추이를 알아보기 위
해 협동학습을 적용한 반의 사전과 사후의 학습동기를 분석해 보았다. 또한, 학습동
기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 하부요인별로 학습동기를 분석해 보았다. 본 연
구에서는 우리나라 영어 학습 환경과 협동학습을 적용한 교수-학습 구조에 적합한
자기결정성 기반의 Noel et al.(2000)의 학습동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협동학습을 적용한 영어 교수-학습 방식이 학습동기를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협동학습을 활용하여 영어 수업을 한 반과 전통적인 방식으로 영어
수업을 한 반의 학습동기를 비교한 결과, 협동학습반이 전통적인 방식의 반보다 더
높은 학습동기 향상도를 보이며,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협동학
습을 활용한 대학 영어수업이 학습자들의 학습동기를 높이는데 효과적인 구조적 특
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협동학습이 영어 학습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
서는 15주간의 수업을 실시하기 전인 사전과 수업을 모두 마친 사후에 학습동기를
검사하였다. 먼저 전체적인 학습동기를 검사한 결과, 협동학습 반은 사후에 학습동기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정도로 증진되었다. 이 결과는 협동학습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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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어수업이 학습자들의 전반적인 영어 학습동기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임을 나타
낸다. 즉, 학습자들의 영어 학습동기를 촉진시키는 수업방법으로 동료와의 상호작용
을 통해 이루어지는 협동학습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협동학습이 학습동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6가
지 하부요인별로 학습동기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부과된동기를 제외한 모든 동
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확인된 동기, 외재적 동기, 내재
적 동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줄 정도로 증진되었다. 이는 협동학습이 확
인된동기, 외재적 동기, 내재적 동기를 향상시키는 데에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하부요인 중, 가장 큰 향상을 보인 것은 외재적 동기이다. 협동학습은 그
룹 협동 활동을 위해, 학습 목표에 따른 과제가 제시되고 그 과제를 완성하는 방식으
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 속에서 학습자들은 동료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외부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학습자들의 외재적 동기를 증진시
키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특히, 학생들의 인터뷰 내용
은 내재적 동기가 증진된 이유를 잘 보여주었다. 인터뷰에서 학생들은 협동학습을 통
해 학습에 대한 즐거움, 만족감, 성취감 등의 긍정적인 경험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주
었다. 그리고 학습에서의 서로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배움의 폭을 확장해 가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협동학습이 내재적 동기를 증진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반영
한다.
본 연구는 EFL 대학영어 환경에서 협동학습은 학습자들의 학습동기를 증진시키는
효과적임을 밝혔다. 학습동기는 학습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협동학습이 학습효과에까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또한, 점점 대인관계에 대한 중요성과 기회가 감소하고 있는 현 사회적 현상
속에서 학습에 유용할 뿐 아니라, 동료와의 활발한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데
협동학습이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대학 영어 수업에 협동
학습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수
업모형이 영어 학습동기를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효과적인 대학 영어 교수-학습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
만, 본 연구는 연구를 실시하는 대학 교수-학습 환경에 적합하도록 협동학습을 구조
화하여 적용하였으므로, 본 연구와 다른 학습 환경에 따라 학습동기에 대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학습 환경에서 협동학습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협동학습의 어떠한 요
인이 학습동기 유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더욱 심층적인 연구가 지속적
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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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college English classes using cooperative
learning on students’ English learning motivations

Lee, Myong-Kwan(An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college English classes have effects on
students’ English learning motivations. For that purpose, the study was implemented for
15 weeks with fifty-eight Korean university students. Thirty-one of them took the
English classes using cooperative learning as an experimental group. The twenty-seven
took the English classes traditionally. This study employed the perspective of
Self-Determination Theory to investigate the students’ motivation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English learning motivation of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more
improvement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which showed a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the both. Second,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more improvement in
post-test than in pre-test of English learning motivation, which showed a difference
statistically. Third, ‘identified’, ‘external’, and ‘internal’ motivation of the experiment
group revealed much improvement through the cooperative learning. These results are
supported by students opinions concerning the cooperative classes. This finding
indicates that cooperative learning for English classes have a positive effect on college
students’ learning motivation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shows how college
English classes using cooperative learning influence on students’ English learning
motivations and gives some guidelines for effective English classes.
Key words: English leaning motivation, cooperative learning,
self-determination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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