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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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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Vygotsky의 근접발달영역의 정의에 따라 동료협동학습이 아동에 대
한 인지·정의적 영역의 효과를 알아보고, 협동학습 집단 구성 시 인지능력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절한 집단유형과 협동학습의 혜택을 얻는 학습자가 누구인가 하
는 것에 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시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협동학습 집단과 개별학습 집단 간에 사후인지수준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협동학습
집단과 개별학습 집단 간에 획득수준과 자기효능감 획득점수에는 차이가 있는가 ? 셋
째, 인지 수준에 따른 집단구성 유형에 따라 획득수준과 자기효능감 획득점수에는 차
이가 있는가 ? 넷째, 사전인지 수준이 낮았던 집단과 높았던 집단 그리고 같았던 집단
중에 협동학습을 통해서 더 이익을 얻는 집단은 누구인가?
연구결과 동료협동학습을 하는 것이 인지적 수준의 향상 뿐 아니라 자기효능감 향
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협동학습을 통해서 가장 도움을
받는 집단은 사전인지능력이 높은 아동과 짝이 되었던 낮은 인지수준을 가진 아동들
이었으며, 동일 수준과 짝이 되었던 아동들도 유사하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더
높은 수준의 아동들도 해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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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언

1 . 문제 제기
최근 들어 사회·문화적 요인이 아동 발달의 인지, 성격 등 거의 모든 측면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의 발달심리학자인 Vygotsky의 이론은 이러한 경향
에 있어서 원동력이 되고 있다. Vygotsky는 지식과 인지발달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의 역할,
즉 다른 사람의 도움을 강조하였다. 그의 이런 생각은 근접발달영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 : ZPD)이라는 개념으로 요약될 수 있다.
Vygotsky의 근접발달영역이론에서 근접발달영역이란 현재적 발달수준과 잠재적 발달수준
간의 차이이다. 현재의 발달수준은 현행 지능검사나 각종 심리검사에서와 같이 검사자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혼자 힘으로 문제를 푸는 정도이다. 잠재적 발달수준은 개인이
혼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검사자, 성인 혹은 유능한 또래의 힌트, 암시 등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의 근접발달영역이론에는 이미 협
동학습을 가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Vygotsky는 도움과 협력적인 활동을 통한 아동의 수
행은 발달적 단계에서 볼 때 개인의 성취수준을 상당히 뛰어넘는다고 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동은 자신이 출생한 사회의 의식의 수준을 얻게 되고, 사회화되고, 문화화된 인간
이 되는 것이다.
근접발달영역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 Vygotsky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더 유능한 동료
가 발달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근접발달 영역에 대한 연
구들에서 성인의 역할에 대해서는 많은 언급이 있었던 반면 동료의 도움에 대해서는 상대
적으로 적은 주의를 두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Vygotsky의 이론에 대한 최근의 관심이 Vygotsky의 이론에 기초한 연구들과 몇 개의 영향
력 있는 책들에서 고조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심의 대부분은 아동의 발달에
서의 성인의 역할에만 중점을 두었었다. 따라서 동료-협동의 결과를 연구해보는 것은 의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또, 협동학습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어 오는 문제는 과
연 협동이 모든 아동에게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지 아닌지 하는 것인데 이 또한 아직 연구
과제로 남아 있는 부분이다.
우리의 수업상황에서는 협동학습전략을 사용하기 위해 집단을 구성할 때 학습자 특성 중
일반적으로 학업성취나 인지능력을 중심으로 하여 집단을 구성한다. 이것은 협동학습을 하
는 동료 아동의 인지 능력정도가 아동의 학업성취 및 인지발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기 때문이다(Carter & Jones, 1993; Tudge, 1990, 1991, 1992; Vygotsky, 1978). 그렇다면 인지능
력을 중심으로 하여 집단을 구성할 때, 어떠한 인지능력을 가진 아동과 학습하는 것이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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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이며 협동학습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학습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연구가 협동학습
전략의 보다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실시될 필요가 있다.

2 .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협동학습이 아동의 인지능력에 미치는 효과와 협동학습 집단을 실제적으
로 구성할 때, 인지능력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절한 집단유형과 협동학습의 혜택
을 얻는 학습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협동학습으로 학습한 집단과 개별적으로 학습한 집단 간에 사후인지수준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협동학습으로 학습한 집단과 개별적으로 학습한 집단 간에 획득수준과 자기효능감
획득점수에는 차이가 있는가 ?
셋째, 인지 수준에 따른 집단구성 유형에 따라 획득수준과 자기효능감 획득점수에는 차
이가 있는가 ?
넷째, 사전인지 수준이 낮았던 집단과 높았던 집단 그리고 같았던 집단 중에 협동학습을
통해서 더 이익을 얻는 집단은 누구인가?

II. 인지수준과 협동학습

1 . 협동학습의 효과 및 집단구성
협동학습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 중 협동학습을 개인학습과 비교하여 학업
성취의 학습효과를 연구한 연구(Johnson & Johnson, 1981; Tudge, 1990, 1991, 1992) 결과들은
동료와의 협동학습이 개인이 혼자서 학습할 때보다 더 많이 학업성취와 학업태도가 향상되
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협동학습전략을 수업전략으로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집단을 구성하는 특성이다. 협동학습에 관한 선행연구 중 학습집단구성을 위해 집
단의 특성을 달리하여 학습의 효과를 검증한 여러 연구들(Berndt, Perry & Miller, 1988;
Nelson & DeCooke, 1987)이 있다.
또한 능력별 동질집단의 구성에 관한 입장으로 이는 수재교육의 수월성을 위한 논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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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많이 주장되는 것이다. Robinson(1990)과 Gallagher(1993) 등은 영재들의 학습효과를 최대
화하기 위해 동질집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능력별 동질 집단 구성전략은 전통
적인 이질집단을 능력수준이 동일한 학습집단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개인차를 극복하려는 것
이다. 또한 영재교육 옹호자들은 낮은 능력 학생과 짝을 이루어 학습하도록 요청했을 때
높은 능력 아동의 성취 비율과 수준에 의문을 제기한다(Mills & Durden, 1992).
Hoffer(1992), Kulik(1993)등에 의하면 능력별 동질집단이 우수학생의 학업성적을 높여주고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며 자아존중감을 높여주지만, 학습 부진학생이나 보통 학생에게
는 동질집단이 오히려 성적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자아개념에 손상을 준다고 한다. 또한
Weiss(1991)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입장에서 능력별 동질집단은 교사가 학생에 대해 편견을
갖게 됨으로써 교사에 대한 학생의 신뢰가 떨어지고 그 결과 학생의 학습을 방해한다고 한
다. 그리고 Wheelock과 Hawley(1993) 등은 능력별 동질집단이 전체적으로 학업성취를 향상
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불평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나 민주주의 교육이
념에 비추어 볼 때 이 전략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능력별
동질집단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에 대해 능력별 이질집단에 관한 입장은 동
료간의 교수활동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다소의 논쟁은 있으나(Bargh & Schul, 1980) 가르
치는 학습자나 가르침을 받는 학습자 모두 학업성취효과를 얻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하나 협동학습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어 오는 문제는 과연 협동이 모든 아
동에게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지 아닌지 하는 것인데 이 또한 아직 연구과제로 남아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한 입장을 < 표 1> 에서처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할 수 있다.

<표 1> 능력에 따른 협동학습효과에 대한 관점비교
관

점

서

술

이

론

낮은 능력, 높은 능력
의 아동 모두 진보한
다는 관점

서로 다른 관점에 터 한 인지적 갈등이 인지
발달을 이끈다. 따라서 상호작용동안에 같은
인지갈등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모두 진보한다
고 한다.

신 - Piaget 이론

단지 낮은 능력의 아
동만 진보한다는 관
점

더 능력 있는 파트너와 논의할 기회가 주어지
기 때문에 낮은 능력의 아동만 진보한다고 한
다.

근접발달영역에 대한 전
통적이고 좁은 의미의
해석

낮은 능력의 아동은

두 능력 수준의 아동들에 있어서 접하게 되는

발달하고, 높은 능력
의 아동은 퇴보한다
는 관점

사회적 상황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낮은 능
력의 아동은 발달하지만, 높은 능력의 아동은
퇴보한다.

근접발달영역에 대한 전
통적이고 넓은 의미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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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dge(1990)는 균형 추 과제로 사전검사를 한 후 아동들을 동일 규칙의 파트너, 낮은 규
칙수준의 파트너, 높은 규칙수준의 파트너 집단으로 나누어 협동학습 효과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결과는 낮은 능력의 아동만이 향상을 보였다. 결과는 인지 발달에 있어서 협동학
습의 효과는 신-Piaget학파나 Vygotsky학파가 주장하는 것보다 덜 분명하게 나타났다. 높은
능력의 아동이라도 학습과정에서 자신감을 결여했다거나, 활발하게 논의에 참가하지 않으
면 낮은 능력의 아동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udge(1991)는 위의 연구와 유사한 연구로 6세 ～ 8세에 있는 2규칙 수준의 아동 48명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하여 피드백이 근접발달영역을 만들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짝이
있거나 없는 상황 속에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집
단은 혼자인 경우, 동일한 규칙단계에 속한 아동의 쌍, 더 높은 수준의 아동의 쌍으로 구성
하였다. 결과는 피드백을 받은 경우 유의하게 높은 성취를 보였다. 이때는 짝이 있는 경우
가 없는 경우보다 더 이득이라는 것이 입증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피드백이 없는 상황에서
는 짝과의 협동이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Tudge(1992)의 또 다른 연구에서 5세～9세의 93명 아동을 대상으로 어떤 규칙을 사용하는
지를 평가하여 규칙수준이 규칙1～규칙5인 아동을 사용하였다. 집단구성은 혼자 과제를 해
결하거나 혹은 똑 같은 규칙을 사용하는 아동과 함께 하거나(1-1, 2-2, 3-3, 4-4, 5-5), 다른
규칙을 사용하는 짝(1-2, 2-3, 3-4, 4-5, 3-5, 2-4)과 과제를 함께 해결하도록 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떠한 집단구성이 가장 바람직한지에 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 모두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들이
주장에 대한 공통점을 집단을 구성하는 방식이 학습자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다. 따라서 학습자의 능력에 따른 합리적인 집단구성에 대한 고려는 학습자의 성취를 최대
화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는 학습자의 인지능력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집단을 재구성하여 협동학습의 효과를 살펴보
게 되는데, 이는 인지적 능력이 낮은 학생과 높은 학생 모두에게 효과적인 학업성취를 유
도하는 방법을 찾는데 밑받침이 될 것이다.

2 . 협동학습과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특수한 과제를 위해 설정된 수행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실행하기 위한 자신의 능력에 관한 지각이며, 자기효능감은 인간의 지식과 행동
을 연결해주는 기능을 한다(Bandura,1986).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고려된 이유는 사전검
사와 사후검사 사이에서 인지수준의 차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Tudge(1990)의 연구에서는 높은 인지수준을 갖는다고 반드시 자신감이 높은 것이 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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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협동학습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인지수
준의 향상을 이끌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협동학습을 통
해서 자기효능감이 향상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사전 능력수준에 따라 자기효능감 효과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 볼 것이다.

Ⅲ . 연구 모형과 가설

1 . 연구 모형

처치방법

사
회
문
화
적
배
경

내

자

낮은수준의 아동과 협동

면

기

사후인지수준,

동일수준의 아동과 협동

화

조

인지획득수준,

높은수준의 아동과 협동

절

자기효능감획득
점수

개별적으로학습

[그림 1] 연구 모형

2 . 연구 가설
가설 1 : 협동학습으로 학습한 집단과 개별학습 집단 간에 사후 인지수준에 있어서 차이
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 협동학습으로 학습한 집단과 개별학습 집단 간에 획득수준과 자기효능감 획득
점수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 인지 수준에 따른 집단구성 유형에 따라 획득수준과 자기효능감 획득점수에 있
어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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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연구 방법

1 . 실험 대상
실험대상은 서울시내 강남소재 초등학교 3학년 4개 반 14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협동학
습으로 학습한 반 3개 반을 실험집단으로 하였고, 교사의 통제 하에 혼자서 학습한 1개 반
을 통제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협동학습인원이 더 많은 이유는 집단구성시 세 집단으로 나
뉘어지기 때문이다. 이 중 사전 검사 혹은 사후검사 중 하나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불성실
한 반응을 보인 학생들을 제외시키고 132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 검사 도구
⑴ 인 지 수준 검 사과 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Inhelder와 Piaget에 의해서 사용되었고, Siegler(1976, 1981)가
사용하였던 수학적 천칭과제(mathematical balance beam) 이었다. 이 천칭과제를 검사도구로
사용한 이유는 낯선 과제해결 시 발달을 특징짓는 변화유형을 이행하는데 유용하고, 인지
발달을 관찰하는데 적합하기 때문이다.
Siegler(1981)는 아동들이 다른 수의 저울추가 지렛대로부터 다양한 위치에 놓여질 때 천
칭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네 가지 기본적인 규칙을 발견했다. 그러나 Tudge
(1992)는 아동발달에 관한 연구 수행 중 보다 더 정밀한 분류가 가능하다는 것을 검증하며
7가지 규칙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추의 수나 거리를 지속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단순추측에
서부터 어떤 형태의 무게가 어느 위치에 놓여질 때 저울의 기울기는 어떻게 될지를 정확하
게 예측할 수 있는 복합추측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각 규칙은 전 단계 규칙보다 더
인지적으로 복잡한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Tudge의 분류를 사용하여 아동의 규칙수준을
분류하였다.
Tudge의 규칙분류를 사용하여 아동의 규칙수준을 결정한 것에 대한 신뢰성을 위해 연구
자와는 별도로 다른 평정자에게 사전, 사후 검사지의 규칙을 평정하도록 하여 평정자간 신
뢰도를 구하였다. 그 결과 평정자간 신뢰도는 사전검사에서 r = .94가 나왔다.
⑵ 자 기 효능 감 검사 지
자기효능감 검사지는 정택희(1987)와 Pintrich와 De Groot(1990)의 것을 기초로 만든 12개
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검사지 신뢰도는 Cronbach

= .84였다. 자기효능감에서의 향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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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알아보기 위해 동일한 검사지를 가지고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3 . 실험절차
본 연구는 사전검사-학습단계(처치단계)-사후검사의 단계로 설계되었다.
(1) 사전검사 피험자들의 사전능력수준과 집단구성을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해 실시되었다.
사전검사시간은 30분이었다. Siegler(1976, 1981)가 사용하였던 수학적 천칭과제(mathematical
balance beam) 14문항에 대해 답과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쓰도록 하였다. 자기효능감에 대한
사전검사도 이루어졌다.
⑵ 사전검사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가지고 인지수준의 차이가 2수준이상 차이가 나는 아
동들끼리 협동학습을 하게 하기 위해 집단구성이 이루어졌다. 또한 인지수준이 4단계인 아
동들은 동일능력수준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⑶ 학습단계동안에는 실험집단은 협동학습과제를 동료와 같이 해결하였다. 서로서로 잘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주라는 지시가 있었다. 통제집단은 동료와의 상호작용
없이 개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⑷ 사후검사는 실험과제에 대한 향상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사후검사에서는 사
전검사에서 사용되었던 천칭과제를 사용하였으나 문항의 내용은 다른 것이었다. 또한 자기
효능감에서의 향상도를 알아보기 위해 자기효능감 검사가 실시되었다. 이것은 사전에 사용
되었던 것과 동일한 검사지였다.

Ⅴ . 결과해석

1 . <가설 1> 인지과제 사전사후 효과
실험집단인 협동학습집단과 통제집단인 개별학습집단간에 수학적 천칭과제에 대한 사전
검사와 사후검사에 있어서 인지수준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가 다음 < 표 2> 에 제시되어 있
다.
협동학습집단과 개별학습집단간에 사전인지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면 < 표 2 >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동질
적인 집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에 사후인지수준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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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사후검사의 인지수준 차이분석
변량원
사전인지수준

사후인지수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협동학습집단

98

3.65

1.30

개별학습집단

34

3.47

1.48

협동학습집단

98

4.63

.85

개별학습집단

34

3.82

자유도

t

130

.679

130

4.101

ns

* **

1.31

※ n.s : non significant

* **

p< .001

사후인지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은 동료와 상호작용을 하며 협동학습을 하
는 것이 사회적 상호작용 없이 개별적으로 학습하는 것보다 아동의 인지발달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Vygotsky가 언급했던 근접발달영역에서의 학습이 더 효과적임
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협동학습을 연구했던 이전의 많은 연구들(Johnson & Johnson,
1981; Tudge, 1990, 1991, 1992; 송선희, 1999)에서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2 . <가설 2 > 인지 획득수준과 자기효능감 획득점수의 효과
협동학습집단과 개별학습집단간에 획득수준과 자기효능감 획득점수에서 차이를 비교한
결과가 다음 < 표 3> 에 제시되어 있다. 획득수준은 사후검사의 인지수준에서 사전검사의
인지수준을 뺀 것으로 학습방법의 차이에 따라 획득된 인지수준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에
서의 획득점수도 마찬가지로 사후 자기효능감 검사점수에서 사전 자기효능감 검사점수를
뺀 점수이다. 획득수준과 획득점수는 처치에 의해서 나타난 효과라 할 수 있다.

<표 3 >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획득수준, 자기효능감 획득점수 차이분석
변량원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협동학습집단

98

.9796

1.2434

개별학습집단

34

.3529

1.0115

자아효능

협동학습집단

98

.8061

6.0097

획득점수

개별학습집단

34

-1.8824

6.8391

획득수준

자유도

t
**

130

2.648

130

2.168

**

*

p< .01

*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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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인지수준에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차이인 획득수준
에 있어서 협동학습집단과 개별학습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것은 협동학습을 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학습하는 것보다 아동의 인지향상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백순근(1999)은 근접발달영역을 확인하기 위해 역동적 평가를 실시하여 실제적 발달수준
과 잠재적 발달수준을 파악해야 하는 것은, 개별 학생의 향상도를 확인하기 위해 출발점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교육적(혹은 실험적) 처치
를 한 다음 도착점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후검사를 실시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하였다.
Vygotsky의 근접발달영역 이론과 같이 학습이 발달을 주도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일정기간
이 지나면 특정 학생의 실제적 발달수준이나 잠재적 발달수준은 이전보다 높아지게 될 것
이며, 이에 따라 그 학생의 새로운 근접발달영역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고 하
였다.
향상도를 보는 것은 근접발달영역에서의 학습을 이끌기 위해 관련 정보를 얻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본 연구에서 획득수준에서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다는 것은 Vygotsky에 의
해 언급된 것처럼 근접발달영역에서의 학습이 발달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정의적 영역에서의 자기효능감에 있어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간 차이인 획득점수에
있어서도 협동학습집단과 개별학습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협동학습집단이 사전과 사후검사기간 동안에 개별학습집단보다 자기효능감에 있어
서 향상이 있었다는 것은 협동학습을 하면서 과제해결에 대한 자신의 능력향상에 대한 자
신감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접발달영역에서의 동료협동학습이 인지수준의
향상에서 뿐 아니라 정의적인 부분에서의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학습방법이라 할 수 있다.

3 . <가설 3 > 인지수준에 따른 협동학습 효과
본 연구의 또 다른 관심 중 하나는 협동학습을 통해서 더 도움을 얻는 집단은 누구인가
에 대한 것이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협동학습 집단구성에 있어서 사전 인지능력수준
이 높았던 집단, 낮았던 집단, 동일했던 집단 그리고 통제집단에 있어서 획득수준과 자아효
능 획득점수를 비교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가 다음 < 표 4 > 에 제시되어 있다.
< 표 4 > 에 따르면 집단 간에 획득수준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아효능 획득점수에 있어서는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획득수준에 있어서
어떤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ukey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증 결
과는 < 표 5>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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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 사전인지수준에 따라 획득수준과 자아효능 획득점수에 대한 변량분석표

획득수준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합

F

집단간

75.408

3

25.136

27.213* * *

집단내

118.229

128

.924

282.000

131

전체
자아효능

집단간

235.405

3

78.468

획득점수

집단내

4993.890

128

39.015

5231.000

131

전체

2.011

***

p< .001

<표 5 > 사전인지수준별 획득수준에 대한 사후검증결과
평균

높은 능력수준

높은 능력수준

0.093

낮은 능력수준

1.854

*

동일 능력수준

1.143

*

통 제

집 단

.353

낮은 능력수준

동일 능력수준

*

*

통제 집단

*

p< .05

< 표 5> 에서 사전인지 수준에 따른 집단별 획득점수의 평균을 보면 상당히 흥미 있는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사전점수에서 높은 수준에 있었던 집단이 사전점수에
서 낮은 수준에 있었던 집단보다 획득수준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근접발
달영역 내에서의 학습이 낮은 성취집단에게 더 도움이 되어 왔던 이전의 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는 어느 정도 천장효과(ceiling effect)가 작용했을
수 있다. 즉, 사전수준에서 높았던 집단은 위로 향상될 폭이 좁고, 낮은 수준에 있었던 집
단은 향상될 수 있는 폭이 넓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발생했을 수 있다. 그러나 낮은
능력 수준에 있었던 아동과 통제집단을 비교해 볼 때에 그 향상 정도가 협동학습을 했던
아동에게서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분명히 협동학습방법에 의해서 도움을 받은
결과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일수준의 능력을 가진 아동끼리 학습했던 집단이
높은 수준의 아동과 협동학습을 했던 아동들과 비슷하게 향상되었으며, 통제집단 보다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협동학습이 개별적인 학습보
다 더 인지수준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
보면 다음 < 표 6 > 과 같다.

24 8 敎育心理硏究 (第 15 卷, 第 4 號)

<표 6 > 네 가지 조건별 아동들의 획득수준, 자아효능획득점수 변화에 대한 백분율(단위%)
변량원

획득수준

개별학습

동일수준

낮은수준

높은수준

진보

29.4

78.6

80.5

16.3

유지

70.6

21.4

17.1

74.4

퇴보

14.7

0

2.4

9.3

34

14

41

43

진보

35.3

64.3

46.4

55.8

유지

8.8

14.3

7.3

7.0

퇴보

55.9

21.4

46.3

37.2

34

14

41

43

사례수
χ (15) = 74.110
2

자아효능
획득점수

***

사례수
χ2 (81) = 79.969

** *

p< .001

< 표 6> 에 따르면 협동학습집단에서 사전인지수준이 낮았던 집단과 동일수준 집단에서
학습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자기효능감 획득점수에서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은 협동학습 효과를 연구한 이전의 연구에서 더 유능한 능력의 파트너와 짝
지워졌을 때, 더 유능한 파트너와 덜 유능한 파트너 중 누구에게 더 학습효과가 있는가 라
는 논쟁의 한 선상에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udge(1992)의 연구에서도 낮은 능력
(높은 능력을 가진 아동의 파트너)의 아동이 대부분(57.9%) 향상된 반면에 높은 능력(낮은
능력을 가진 아동의 파트너)의 아동은 5.9%만이 향상되었고, 대부분(4 1.2%)이 점수가 하락
했음을 보여준 바 있다. 송선희(1999)의 연구에서는 낮은 능력(높은 능력을 갖은 아동의 파
트너)의 아동이 56.2% 향상된 반면에 높은 능력(낮은 능력을 갖은 아동의 파트너)의 아동은
50%가 향상되었고, 34%가 하락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도 사전인지수준이 낮았던
집단(80.5%)과 동일수준집단(78.6%)이 큰 폭으로 향상었으나, 높았던 집단은 16.3%만이 향상
되었다. 그러나 Tudge(1992)의 연구에서처럼 많은 수가 퇴보하지는 않았다.

VI. 결론 및 제언

제 7 차 교육과정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이 새로이 구성된다고 하는 구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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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터한 학습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구성주의에서 말하는 지식생성을 위해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며 이것을 고려한 학습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협동학습이라 할 수 있
다. 협동학습에서는 학습자간의 의사소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통적인 수업에서는 주로
교사와 학습자간의 수직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졌으며 동료 학습자간의 수평적인 의사소통
은 극히 제한되어왔다. 이에 비해 구성주의적 수업에서는 교사를 포함한 동료 학습자들과
의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다양한 시각에 노출되고 또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여 검토 받
을 수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이 최근의 학습 심리적 관점인 구성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는 학습자들이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경험할 수 있는 협동학습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러한 협동학습을 실시하고자 할 때 사전인지수준에 따른 집단구성이 협동학습의 효과
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와 협동학습을 하였을 때에 사전인지수준의 어떤 집단에게 더 이
득이 되는가에 대한 검토가 본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사전인지수준에 따른 동료협
동학습이 정의적 영역인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그 결과
Vygotsky의 근접발달영역의 정의에 터해서 동료협동학습을 하는 것이 인지적 향상 뿐 아니
라 정의적 영역의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협동학습을 통해서
더 도움을 받는 집단은 사전인지능력이 높은 아동과 짝이 되었던 낮은 인지수준을 가진 아
동들이었으며, 동일 수준과 짝이 되었던 아동들도 유사하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동학습은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그 효과성이 입증 된 바 있다. Piaget도 Vygotsky
와 약간 다른 방식이기는 하지만 또래들간의 상호작용이 인지 성장에 기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협동학습과 관련하여 최근에 여러 학자들은 혼합 연령 집단에 관심을 보이고 있
다. 혼합 연령 집단은 아동의 사회·인지적 발달에 유익한 것으로 강조되며, Vygotsky 이론
은 이러한 방법을 지지한다. Vygotsky는 혼합 연령 환경은 학습 형태나 학습 상대자의 연령
과 성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볼 때 보다 다양하고 사회적으로 통합된 학습 경험들을 제
공한다고 본다.
앞으로 연구를 한다면 다음 내용과 관련해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
동간의 상호작용의 효과를 보기 위해 집단구성의 변인이 아동의 인지능력에 미치는 영향만
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것에 추가하여 교사의 피드백과 같은 변인들에 관심을 갖고 이를
연구에 투입한다면 협동학습에 관한 보다 여러 측면의 연구성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협동학습의 집단구성을 통한 아동의 인지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하였는데 장기적인 전이의 문제는 다루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안정성 검사 등을 통해 학
습효과의 장기적 전이문제까지도 함께 다루는 연구가 가능하다면 협동학습전략에 대한 이
해와 활용에 보다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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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cog n it ive leve l g ro uping o n pee r coo pe rat ive lea rn ing

Song Sun-hee

This study tried to focus on effectiveness of peer cooperative learning for cognitive and affective
ability of children., which is based on the definition of the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by
Vygotsky. Also, this study tried to find out which would be the appropriate grouping that could
improve the cognitive ability of students, and who actually got the benefit of cooperative learning
when grouping was applied.
Several questions for this research were set : first, is there any difference on post cognitive level
among three group of cooperative learning and individual learning? ; second, is there any difference
on gain level and gain score of self-efficacy between each group of cooperative learning and
individual learning? ; third, is there any difference on gain level and gain score of self-efficacy by
the type of grouping based on the cognitive level? ; forth, among lower ability group, higher ability
group, and equal ability group which one gets more benefit?
It was found that peer cooperative learning based on the definition of the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by Vygotsky helps to improve the cognitive level as well as self-efficacy. Moreover, the
group who got the most benefit were lower ability group who were peered with higher ability
group. Furthermore, who were peered with equal ability group also showed similar improvement to
lower ability group, and it was shown that students in higher ability group didn't get disadva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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