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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blem solving by homework assignment is a process of practicing what were discussed in classrooms and thus is considered 

as an essential part of learning procedure in engineering education. We introduced the concept of cooperative learning, Student 
Teams-Achievement Division(STAD), to improve the students’ learning efficiency by in-class problem solving. The instructor 
explained fundamental concepts, and lecture materials were handed out to compensate for the time of in-class team activity. Brief 
tests were given after every chapter, and team-based additional credits were given for the improvement comparing the average of 
previous tests of each student. This attempt of modified STAD was evaluated to have brought about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in addition to activating classroom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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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 목적 및 필요성1)

공과대학 저학년들의 학습 효율 제고를 위하여 학생들의 학

습의지에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교수들의 교육방법 개선이 필

요하다는 판단과, 공학교육에서 간과되기 쉬운 교육 방법론적 

접근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공학교육 방법에 대한 개선책을 모

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본 연구팀

이 지난 5년간 수행해 온 중위권 공과대학의 공학교육의 현실

과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공과대학에서의 학습 효율 제고를 위

한 대안의 하나로 팀기반 협동학습을 공학교육에 적용하였으며, 

단순히 과제물 수행을 팀별로 수행하게 하는 1단계와, 기존의 

협동학습 기법을 적용한 2단계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 앞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 우리나라 중위권 공과대학의 공학교육 현

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점들을 제시하게 되었다(박진원 

외 3인, 2004; 백현덕 ․박진원; 2009).

첫째, 중위권대학 저학년의 경우 대학입시에 지친 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한 후 자유방임에 가까운 생활로 학업태도가 정립되

지 않아 개인적 학습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둘째,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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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능력과 태도가 교사나 학원 강사들의 문제풀이를 듣고 암

기하는 수동적 학습에 길들어 있고 대학에 와서도 그대로 답습

되고 있다. 셋째, 교육 진행의 주체인 교수들도 강의를 개인적 

경험이나 소신에 의존할 뿐 교수방법에 대하여 체계적인 교육

을 받은 적이 거의 없이 개인의 독자적인 방법으로 지식을 전달

하게 되며 경험에 의하여 조금씩 개별적 차원에서 개선해 가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넷째, 교육방법에 대한 대학 차원의 관심 

소홀과 개선을 위한 지원이 미흡하며 대학교육의 개선은 교육

내용의 개선에 치우쳐있다.

이러한 교육 현실로 인하여 지방 공과대학 저학년의 경우 학

습 효율이 너무 낮다는 사실은 오래된 문제이다. 대부분의 학생

이 과목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겨우 통과하거나 미흡한 

수준으로 강의를 마치게 된다. 이런 문제점이 오랫동안 해결책

을 찾지 못하고 학생들의 탓으로만 돌려졌다는 현실에 대한 반

성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시도의 하나로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무엇보다도 침체된 수업 분위기를 개선하고 학생들

의 강의 참여를 유도하여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활

용하는 교수법인 협동학습의 기법을 공학교육에 적용하고자 하

는 것이다. 

팀 단위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협동학습이 유치원- 고

등학교까지의 교육에는 오랜 동안 주요 학습법의 하나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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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어 왔으며 많은 관련 서적과 보고들이 발표되고 있다(D. 

Jacobson, et al, 1998; Spencer Kagan, 1998). 우리나라에서

도 초중고의 경우 한국협동학습 연구회, 기독초등학교 협동학

습연구 등의 모임을 중심으로 협동학습 이론, 유형, 현장 교육

에 적용 및 효과 등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교육에서는 학습법이나 교수법이 대체적으로 초

중등 교육에서처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 않으며 새로운 교

수법 적용에 보수적인 경향이 있어 협동학습법이 활성화된 단

계에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협동학습법은 일부 열

렬한 지지자들에 의하여 아주 성공적 적용사례들이 보고되고 있

으며, 전반적인 학습효율의 향상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Felder(1995)는 화

학공학 2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공과목에 적용한 결과 학생의 

강의 출석률과 전반적 성적 향상 효과를 얻었으며, 학생들도 높

은 호응도를 보이는 성공적인 사례를 보고하고 있다. Jacobson 

et al.(1998)은 공학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협동학습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것은 협동학습에 대한 잘못된 믿음 때문이라고 지

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다수의 관련 서적들(Michaelsen et 

al., 2004; Barkley et al. 2005; Johnson & Johnson, 1999)

이 협동학습을 대학에 적용하여 얻은 성공사례, 문제점 및 해결

방안 등을 다루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공학교수학습 모형과 전

략’(충남대학교 공학교육센터, 2008)에서 협동학습에 대한 주

제가 다루어져 있으나 실제로 공학이론 교육에 적용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설계과제 수행이나 문

제중심 학습 등 특수한 경우에 팀 학습이 활용되고 있으나 공

학의 순수 이론과목에 협동학습 기법을 적용한 사례를 찾을 수

가 없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협

동학습법을 일부 수정 및 보완하여 공학이론 과목에 시험적으

로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실제 과목에 대한 적용

실험은 2년간 4학기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협동 학습의 공학교

육에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고자 하는 것

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II. 이론적 배경: 공학교육과 협동학습

1. 도입배경

공학교육에서 문제를 푸는 것은 강의 중 불완전하게 이해했던 

내용을 확실하게 자기 지식으로 만드는 과정이며, 배운 것을 현

실적인 문제에 적용하는 훈련이기도 하다. 문제풀이는 보통 과

제물의 형태로 주어지게 되며 공학 학습의 중요한 한 축이 된다. 

미국 등 선진국의 학부교육도 매주 주어지는 과제물을 통해서 

학생의 자발적인 학습을 유도한다. 그러나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의지에 호소하는 방식의 면학분위기 조성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강의를 이끌어 가는 교수의 역할과 학습법의 

적용은 중요하다. 선행 연구로 이루어진 제 1단계 연구는 부여

된 과제물을 팀별로 수행하게 하는 초보 단계의 협동학습으로, 

이에 대한 적용 결과는 이미 논문(백현덕 ․박진원, 2009)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간단히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많은 교수들이 공감하는 바와 같이 과제물을 베껴내는 현상이 

심각하여 공과대학 학습에서 중요한 축의 하나인 과제물에 의

한 학습 효과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에 있다. 이에 대한 대

안으로 베껴내는 것을 아예 팀을 만들어 보장해 주고 팀 내에서 

서로 상의해서 협동작업으로 과제물을 제출하게 한 것이다. 학

생들의 팀별 과제 수행에 대한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학생

들의 과제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경감되고, 팀워크 능력이 배양

되고, 팀 내 자체적 튜터링 효과가 있으며, 교수의 과제물 평가

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는 등 장점이 많아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

았다. 그러나 팀별 과제물 제출은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팀 학습

의 한계를 분명하게 나타내었다. 소극적 참여자의 문제 즉, 소

수의 1~2명이 문제를 풀어서 제출하게 되고 이들의 능력 또는 

노력으로 팀 성적이 좌우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는 팀

별 학습이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문제로 이전 팀별 학습을 

시행한 결과 보고된 논문들(Michaelsen et al., 2002; Johnson 

& Johnson, 1999)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또한, 강의 시간 외에 

팀원들이 공유할 시간을 내기가 힘들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

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미 알려진 보다 체계적

인 협동학습법의 도입을 검토하게 되게 되었다.

소극적 참여자의 문제는 그 교육적 효과가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는 협동학습기법 중 적절한 것을 선택, 시행함으로써 해결

을 시도하였다. 팀 활동을 위한 시간내기가 어렵다는 문제는 팀 

활동을 강의 시간 중에 실시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과제물로 

주어지던 문제들을 강의시간 중에 팀 단위 활동을 통하여 풀어

서 제출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강의 시간을 문제 풀이에 할

애할 경우 해당과목의 시수를 늘이지 않는 한 전체 학습 진도

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피할 수가 없게 된다. 공학 기초과목의 

경우 후속 과목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학습 

분량을 줄이는 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강의 중 팀 

활동을 통하여 문제를 풀게 되면 팀 활동을 위한 시간 확보 어

려움의 문제, 소극적 참여자 등의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 가능

하다. 풀이과정상 문제점이 있으면 교수의 도움을 받을 수 있

는 등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며, 필요한 경우 교수

의 팀별 지도로 보다 효율적인 학습 지도가 가능하게 될 것이

다. 이러한 배경으로 공학교육에 협동 학습 방법을 적용하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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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ected problems and suggested solutions in adopting cooperative learning in engineering education

예상되는 문제점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내용 해결방안

학습진도 문제풀이를 강의시간 중에 실시함에 따른 학습량의 감소 강의 노트를 handout으로 배부

학생들의 학습능력 학생들의 팀활동으로 학생들 스스로 기본개념을 확립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 강의구성을 교수강의와 팀 학습으로 절충

구를 진행하였고 협동학습의 공학교육에의 적용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최유현(2008)은 협동학습이란 ‘집단의 상호의존적 작용을 기

초로 학습자들 모두에게 유용한 학습효과를 습득케 하기 위하

여 집단적 성적에 의하여 보상과 인정을 받는 협동적 구조를 가

지고 공동의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정의하였다. 협동학습

의 핵심적 구성요소에는 긍정적 상호의존성(촉진적 상호 작용), 

책임감, 인간관계 기술 및 소집단 리더쉽 등 오늘날 공학교육

이 지향하는 비기술적 지식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소위 soft 

skill 들은 종전의 강의식 학습 방법으로는 교육 효과를 기대하

기 어렵기 때문에 협동학습은 이러한 관점에서도 관심을 가지

고 검토될 필요가 있다. 공학교육인증제에서 요구되는 비기술

적 학습성과 달성은 공학교육인증제에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긍정적 상호의존에 의한 협동적 업무 

수행은 경쟁에 의한 zero sum이 아닌 win-win 전략으로, 학생

시절의 이런 경험은 추후 사회에서 협동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

한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하겠다.

2. 협동학습의 공학교육 적용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 

방안

협동학습의 논리적 기반을 제공하는 구성주의 학습법은 교수

의 일방적 강의에 의한 수업진행 방식이 아니다. 학생들이 자체

적으로 지식을 찾아나가야 하며 교수는 안내자 또는 보조자 역

할에 머물러야 한다. 따라서 구성주의 학습법에 기반을 둔 협동

학습 또는 팀기반 학습(team-based learning)에서는 학생들이 

학습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사전에 개별적으로 공부해 오거나 팀 

활동을 통해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공학교육에 

협동학습이 적합한가의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히 저학

년 공학 기초과목의 경우 교과서를 읽고 학생들의 자체적인 팀 

토론으로 기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즉, 공학 또는 기초과학적 기반이 튼튼하지 않고 학습에 대한 

성취동기도 왕성하지 않은 학생들이 독자적 사전 학습이 요구되

는 협동학습 방식의 강의를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Jacobson et al.(1998)은 일반적으로 협동학습법이 공학교육

을 비롯한 대학교육에 적용되는데 장벽으로 작용하는 잘못된 인

식들을 열거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술적 

분야에의 적용은 적합하지 않다든지, 팀 활동에 시간을 배정함

으로 인하여 강의 내용이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 강의 외의 시

간에 학생들이 만날 수 있는 시간 확보가 어렵다든지, 또는 팀

으로 일을 할 경우 누가 주도적으로 기여했는지를 알기 어렵다

든지 하는 문제들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는 협동학습을 잘못 이

해한데서 오는 기우에 지나지 않거나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

라는 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III. 연구의 방법

협동학습에는 여러 가지 모형이 제시되어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적용이 간단한 팀성취 분담모형(STAD: Student 

Teams-Achievement Divisions)을 택하였다. STAD는 기본적

으로 평가방식에 초점을 맞추므로 수행 절차상 융통성을 발휘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STAD는 실제 수업에 적용

하기 쉬운 간단한 절차를 가지고 있지만 개별 향상점수 부여와 

독특한 보상체계를 갖는 구조가 협동학습이 추구하는 활발한 동

료간 상호작용과 학습동기를 촉진시켜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STAD의 강의 절차는 아래와 같이 5가지 요소로 구성된다(정

문성, 2006; 최유현 2008). 

교수의 수업안내 - 팀학습 활동 - 개별평가 - 개별 팀향상 점

수부여- 팀 점수게시와 보상

수업안내에서 교수는 학습 목표와 중요성 및 필요한 기본 이

론을 설명하며 이후 교수가 배포한 학습지로 주어진 과제를 수

행하는 과정이 팀학습 활동이다. 시험 형식의 개별 평가 후 팀 

활동의 동기부여를 위하여 팀별로 향상 점수를 가산점으로 부여

하는데, 가산점 부여 기준은 관련문헌(정문성, 2006)을 참고하

였다.

앞에서 언급된 협동학습의 적용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고

려하여 전통적 강의식 학습과 협동학습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강

의를 구성하였다. 즉 강의 주제의 기본 개념은 강의를 통해 설

명하고 기본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푸는 과정은 협동 학습의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Table 1에 협동학습에서 예상되

는 주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정리하였다. 보고되고 있는 나머

지 문제들은 협동학습의 기법 선택과 문제점을 우회할 수 있는 

방향의 강의 계획 및 관리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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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the lecture outline before and after the incorporation of the STAD

강의 운영 종전 강의법 전통적 강의법＋STAD

강의시간 배분 ⦁교수 강의 100% ⦁2주(6시간)/1 chapter 기준으로 강의(2.5시간), 활동(2.5시간), 퀴즈 및 채점(1.0시간) 

진도보충
⦁보강이 필요하면 별도의 강의시간 외에 

시험 실시
⦁강의 노트는 판서 대신 handout으로 대체
⦁보강이 필요하면 별도의 강의시간 외에 퀴즈 실시

팀활동/문제풀이
⦁개인별 과제물로 부여 ⦁강의 노트의 완성

⦁팀별 문제풀이

팀 구성
⦁3-5명 1개조
⦁남/녀, 복학생/현역, 성적우수/열등 학생 혼합

시험 및 평가 
기준

⦁중간고사 40%, 기말고사 50%, 출석 10% ⦁팀 활동 평가(30%)

- 팀별 향상 점수(추가점수)

- 노트 작성 및 수업 참여도 5%

- 주어진 문제풀이 25%

⦁개인평가(70%)

- 매 장별 퀴즈 총 50%

- 기말시험 20%

9.11 2원 공정계 (교과서 312쪽)

- 상태도 그림 9.27 Cu- Ag 상태도에 대한 전반 설명(교수)

1) 왜 구리(Cu)와 은(Ag)은 제한된 용해도를 나타내는가?(참고자료)

- 그림 2.7, 교과서 표지 다음 페이지의 원소들에 대한 특성표
- 또는 교과서 123p 문제 4.4

2) 상호 제한된 용해도: Cu에 Ag의 최대용해도는 몇 ℃의 온도에서 몇 wt%인가?

Ag에 Cu의 최대용해도는 몇 ℃의 온도에서 몇 wt%인가?

- 액상선(liquidus line), 고상선(solidus line), solvus line

- E: invariant point (불변점): 3개의 상이 공존

- 공정반응( eutectic reaction) - 반응 (9.8), 은-구리 계에서의 공정반응

- 그림 9.8 납-주석 상태도 
 땜납(solder): 60 wt% Sn - 40wt% Pb

- 315쪽 개념 확인 9.5 문제 (a), (b); 상태도 이해 및 응용된 문제 해결 능력
- 문제: 교과서 연습문제   1) 9.8 (a), (c), (e), (g)   2) 9.12

주) 청색(고딕체)는 ‘개인별로 주제어에 보충 설명을 써 넣어야 하고 간단한 계산을 해야 하는 문제’임을 나타내고 적색(필기체)는 ‘팀별로 풀어서 제출해야
하는 문제’임을 나타냄

Fig. 1 Example of lecture material handed out to the students

전통적 강의위주 학습법에 STAD를 절충한 협동학습의 시간 

배분 등 강의 진행 개요를 종전의 강의와 비교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2시간 연속 강의의 경우 1시간 강의시간이 연속해

서 5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하여 강의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 팀 활동 중에 강의 노트의 완성은 교수가 배부하는 강

의 노트에는 키워드만 주어지고 설명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것은 강의 중 교수의 설명을 듣고 학생이 자기 자신의 언어로 

노트를 완성하게 함으로써 수업의 집중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는 ‘학생들은 교과서 저자가 사용한 단어들을 반복하기 보다

는 그들 자신의 언어로 개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Glynn 

et.al, 2002)는 구성주의 학습법에서 권유되는 방법이다. 강의 

노트는 3가지 색깔(문체)로 구분하였으며, 실제 사용된 강의 노

트를 Fig. 1에 예시하였다. STAD는 잦은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팀 구성원의 성적 향상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팀 활동을 유도하

는 방법이므로 종전의 학기별 2회 시험만으로는 부족하여 매 장

마다 퀴즈를 실시하였다. 퀴즈 시간 종료 후 답안지를 바꾸어 

동료의 답안지를 바로 채점하고 교수가 다음 시간에 각자의 개

별적 퀴즈 점수 및 팀별 향상점수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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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및 논의

팀 협동학습법의 실제 실행 결과를 강의 관찰 결과, 학생대상 

설문 조사 결과 및 성적 변화 추이 등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

석하였다. 설문조사는 협동학습을 처음 도입한 2009년 2학기 

재료과학(2)를 수강한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협

동학습에 대한 인식, 강의 진행방법에 대한 의견, 그리고 강의

법에 대한 전반적 평가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기말시험 성적에 대한 분석은 1차적으로 전통적인 방법으로 강

의된 2008년 2학기, 2009년 1학기와 새로운 학습법을 시도한 

2009년 2학기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대한 보다 객관적

인 결론을 얻기 위하여 2차적으로 2011년 1학기에는 재료과학 

수강생들을 2반으로 분반을 실시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A반은 

종전 학습법으로, B반은 새로운 학습법을 적용하여 기말시험 성

적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협동학습법 시행 결과 관찰된 사항

협동학습법 시행이 가져온 첫째 변화는 수업 분위기가 활성

화되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협동학습은 강의 분위기에 많

은 변화를 가져왔다. 팀 활동으로 팀 구성원 간의 문제 풀이를 

위한 토론, 교수의 각 팀별 질문사항에 대한 보충설명 등으로 

강의 구성이 변화되었다. 공학이나 자연과목 계열 과목은 학습

의지가 약하고 학업 성취동기가 크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수업 

분위기가 침체되고 강의가 지루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며, 저학

년 강의의 경우 출석 자체에 의미를 두는 학생들도 다수이다. 

더욱이 두 시간 연속강의의 경우 강의 후반부로 갈수록 강의 집

중도는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새로운 학습법에서 교수의 강의

는 핵심적 기초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급적 짧게 진행되고, 

강의 후 관련 문제를 바로 풀어야 하는 이유로 학생들의 강의 

집중도는 현저히 향상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리고 팀 학습에

서는 상호 토론식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때문에 강의 중 졸거나 

잡담을 하는 등의 사례는 거의 없어지고, 수업 분위기가 활성화

되었다는 것이 우선적으로 나타난 효과였다.

둘째, 협동학습 도입에 따른 학습량 감소는 미미한 정도였다. 

교수는 강의 중 학습 주제 외적인 사항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보강을 철저히 시행하는 등 엄격한 강의 관리가 행해졌으며, 평

소에 판서하고 받아쓰는 과정이 없어지고 교수는 강의노트를 

사전에 준비, 배부함으로써 강의법 변경에 따른 학습량 감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다.

셋째, 피드백을 통한 학습이 가능했다. 시간적으로 빠른 피드

백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점은 협동학습법의 시행결과 나타

난 또 다른 긍정적인 면이었다. 학습 효율 향상을 위해 피드백 

기능은 중요하나 실제로 많은 강의가 교수의 일방적 설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두 가지 면에서 빠른 피드백이 

가능했는데 하나는 매 장별 퀴즈 결과를 스스로 채점하도록 하

였고, 팀별로 제출한 문제풀이 또한 교수의 확인 및 수정으로 

학생들이 무엇이 틀렸는지 알 수 있게 하였다. 두 번째는 강의 

후 바로 소규모 그룹별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질문

을 설명하는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

분을 교수는 바로 설명할 수 있었다. 즉 변화된 학습과정은 강

의-문제풀이-교수와의 토론 과정이 바로 연결됨으로써 종전처

럼 교수는 일방적으로 강의만 하고 학생들은 듣고만 있다가 한

꺼번에 모아서 시험 때 공부하는 방식과 비교하면 큰 진전이라 

할 수 있었다. 

문제 풀이과정에서 교수가 생각하지 못한 의외의 곳에서 학

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확인되었고, 학생들은 교수

의 설명을 듣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공식부터 찾아서 기

계적으로 대입함으로써 문제를 풀려는 시도가 자주 발견되었

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팀 활동 시간에 교수에게 질문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교수의 보충적 설명을 통해 문제를 풀게 함으로

써, 교재를 보고 공식을 찾아 대입하는 획일적 방식을 지양하도

록 유도하였다. 

넷째,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STAD가 보상중심 협동학습이기 때문에 시험을 자주 치르고 결

과를 평가해서 팀별로 보상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매 장별

로 치르는 퀴즈로 인하여 전반적인 학습 동기가 부여되는 효과

는, 협동학습과는 연결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에게 학습동기를 

자극하는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퀴즈 채점 결과를 확인하고 

동료들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상대적 위치를 알게 되고 그 결

과로부터 다음 퀴즈를 대비한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

었다.

다섯째, 배운 것을 익히는 과정을 강의 시간 중으로 끌어들임

으로써 학습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 배우기만 하고 익히지 

않는 학습을 개선고자 하는 의도가 강의의 구조를 바꿈으로써 

자연스럽게 해결된 것이다. 문제를 너무 어렵다고 느끼고 문제

를 풀지 않는 학생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강의 시

간 중에 실시한 것이다. 문제를 푸는 과정은 일과 후에 개별 학

습으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많은 학생들

이 과제를 베껴내는 현실을 감안하여 강의 중에 문제 풀이를 시

행한 새로운 시도가 일단은 더 현실적 대안으로 보인다.

그 외의 문제점으로는 팀 활동 시간에 교수의 철저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팀 구성원 중 잘하는 학생이 문제풀

이를 주도하고 못하는 학생은 구경하는 문제는 팀 학습효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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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result of the 30 students' survey

항목 내용 비율(%)

협동학습
(복수선택)

1) 협동학습의 이론은 그럴 듯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다(6) 20

2) 같이 논의해서 푸는 학습분위기가 좋다(24) 87

3) 별로 생각해 본 바가 없다 (0) 0

강의 중 문제풀이

1) 강의시간 외의 시간에 풀어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 10

2)강의를 듣고 바로 문제를 푸는 현재의 방식이 더 효율적이다(27) 90

3) 문제풀이는 학습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0) 0

향상점수부여** 1) 개인이 열심히 해서 팀에 기여할 수 있고 학습 능력이 다소 뒤진 학생도 팀에 피해를 주지 않으므로 좋은 방법이다(20) 67

2) 팀 점수가 오히려 개인별 성적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어 별로 좋은 방법으로 볼 수 없다(9) 30

향상점수배점

1) 향상점수의 배점이 너무 높다(10) 33

2) 적당하다(16) 53

3) 더 높게 책정하여 팀활동을 유도해야 한다(4) 13

강의시간 배분

1) 교수의 강의시간을 더 늘인다(1) 3

2) 팀별 학습시간을 더 늘이다(7) 23

3) 현재의 시간 배분이 적당하다(16) 53

4) 잘 모르겠다(6) 20

협동작업 준수

1) 한 두 사람 풀고 나머지는 구경꾼이다(5) 17

2) 전원이 다 참여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정도면 잘 이루어진 편이다(17) 57

3) 전원이 고루 참여하는 바람직한 협동작업이었다고 생각한다(8) 27

학습법의 장점
(복수선택)

1) 강의시간 중 문제를 풀게 되므로 문제풀이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는 점이 좋았다(17) 57

2) 매 장마다 퀴즈를 보는 이유로 더 공부하는 효과가 있었다(14) 47

3) 같이 논의해서 푸는 과정이 좋았다(7) 23

4) 과제물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좋았다(15) 50

학습효율 향상

1) 많이 향상되었다(14) 47

2) 약간 향상되었다(9) 30

3) 별로 향상된 바가 없다(7) 23

학습법의 
계속적 실시*

1) 찬성(23) 77

2) 반대(4) 13

3) 의견 없음(2) 7

주) * 총 30명 응답, ** 1명 미응답 

높이기 위해서 교수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재확인되었다. 학습 동기가 낮은 학생들의 문제는 강의법 개선

만으로 해결될 단순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2. 설문 결과 분석

협동학습법 시행 결과 나타난 긍정적인 효과는 전반적으로 학

습 효율이 향상되었다는 점이다. Table 3에 나타난 설문 결과, 

학생들도 학습효율 향상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효율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에 47%가 많이 

향상, 30%가 약간 향상, 그리고 23%의 학생이 별로 향상된 바

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협동학습에 대하여 같이 논의

해서 푸는 과정에 대해 좋은 반응을 보였고(81%), 강의 진행방

법에 대해서도 강의시간 중 문제풀이는 학습 효율성 면에서 

90%의 학생이, 향상점수 부여에 대해서는 팀워크 배양과 다소 

뒤지는 학생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의미에서 67%의 학생이 긍

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향상점수의 배점과 교수의 강의와 팀학습의 시간 배분도 현

재의 방법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반응을 보였다. 강의법에 대

한 평가에서도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협동작업이 대체로 잘 이

루어졌다고 보고 있으며 협동학습법의 타 과목 확대 적용에도 

찬성하는 비율이 7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리고 협동학습

법의 좋은 점으로는 문제 풀이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점이 좋

았다가 57%, 과제물 부담이 없어서 좋았다가 50%, 매 장마다 

퀴즈를 보기 때문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효과가 있었다가 

47%, 같이 논의해서 문제를 푸는 과정이 좋았다가 23%의 순

으로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공감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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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적 변화 분석

성적 변화에 대한 분석은 동일과목에 대해 협동 학습 실시 

전후 학기에 대한 비교와, 분반으로 같은 학기에 종전 학습법과 

협동학습법을 시행한 경우에 대한 비교로 이루어졌다.

가. 협동학습 시행 전후의 비교

Fig. 2에는 재료과학 2(1학기에는 재료과학1, 2학기에는 재

료과학2 연속강의로 진행됨)에 대한 협동학습 시행 전후 기말

시험 성적 분포를 나타내었다. 성적 분포에 대한 분석을 위해 

Table 4에 학생 수, 평균점, 표준편차 등을 나타내었다. 의도

적인 난이도 조절은 없었기 때문에 학생 수준과 문제의 난이도

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가정 하에 아래와 같은 분석이 가능하

다. 

Fig. 2 Comparison of test score distribution before and 
after the adoption of the cooperative learning

Table 4 Comparison of test scores in the three consec-
utive semesters. Cooperative learning was first 
introduced in the 2nd semester of 2009

08. 2학기 09. 1학기 09.2학기

학생수 38 50 34

평균점수 48.0 38.7 57.1

표준편차 22.6 18.3 23.7

첫째, 08년 2학기나 09년 1학기 모두 100점 만점 기준으로 

20～39점 사이의 점유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두 경우 모

두 통계적인 정상 분포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학습 자세나 학습 

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

한 현상은 이 점수 대의 득점자들을 전부 낙제 처리하는 등 학

점 관리를 엄격히 해도 결코 해결되지 않았으며, 강의시간에 

학생들의 수강 태도에서 어느 정도는 예견된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연구를 수행

하게 된 동기의 하나이다. 

둘째, 협동학습법을 적용한 09년 2학기에는 60～79점대가 

최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평균 점수도 이전 학기에 비해 9.1

점과 18.4점 상승하였으며, 과목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한 것

으로 볼 수 있는 60점 이상을 받은 학생이 50% 이상이라는 것

은 지난 10여 년 간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는 현상이다. 성적

분포의 전반적 향상은 Felder(1995)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

타난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종전 학습법으로는 C 학점이 가장 

많았으나 협동학습 도입한 후에는 A와 B 학점이 각각 30%와 

48%로 대폭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점은 긍정적인 변화로 해석될 수 있으나, 연도별 학

생 수준의 차이와 시험문제의 난이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차적인 성과 측

정을 계속 실시하였다.

나. 분반에 의한 협동학습의 효과 비교

보다 더 체계적인 분석을 위하여 2011년에는 재료과학 수강

생들을 학생들의 희망에 의하여 A, B반으로 나누어 A반은 종

전 강의방법을 적용하고, B반은 협동 학습법을 적용하였다.

Table 5는 A, B반에 대한 직전학기 평균 평점을 나타내고 

있다. 모집단의 출발점에서의 학업성취도를 비교한 것이다. 표

Table 5 Comparison of grade average of the previous 
semester between classes A and B in 1st and 
2nd semester of 2011. In class A, traditional 
lecture was used, and in class B cooperative 
learning was employed

1학기 2학기

A반 B반 A반 B반

수강생수 26 183) 20 10

직전학기 
평점평균

4.0 이상  2(7.7)  0(0.0)  2(10)  0(0)

3.0-4.0 12(46.2)  6(35.3) 13(65)  5(50)

3.0미만 12(46.2) 11(64.7)  5(25)  5(50)

1) 학점은 4.5 만점기준
2) 평점평균 난에는 학생수(백분율)로 나타냄
3) 편입생으로 직전학기 본교 이수 성적이 없는 학생 1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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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test score distribution between the 
two classes A and B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전 학습법을 적용한 A반의 경우 직전 

학기 성적은 팀 학습법을 적용한 B반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B반의 경우 3.0(평균 B학점) 이하가 약 65%로 절반을 넘는 비

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4.0 이상은 한명도 없어 전반적으로 A반

에 비해 학업성취도는 낮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협동학습 적

용 후의 성적을 비교한 Fig. 3를 보면 60점 이상의 비율이 A반 

12%, B반 25%로 B반이 우수했으며 하위권 학생의 경우도 A

반이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적 

향상이 순수하게 협동학습의 결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이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 즉 잦은 퀴즈가 성적 향상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2011. 2학기에는 팀 학습을 적용하지 

않고 A반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만 치르고, B반은 매 장을 마

친 후 퀴즈를 보게 했다. 수강 학생수가 10명으로 충분하지 않

아 의미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웠으나 Fig. 3에서 보

는 바와 같이 A반의 경우 상위권과 하위권으로 양분되고 있는

(bimodal)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 협동 학습의 경우와 상당히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직전학기 성적과 재료과학 

시험 성적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

었는데 하위 3명의 직전학기 평점은 1.78이고 상위 3명의 직전

학기 평균 평점은 3.70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하위권 학생들의 

경우 퀴즈만 자주 실시한다고 해서 성적이 향상되지는 않는다

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학습의지가 있는 학

생들은 잦은 퀴즈로 인한 성적 향상 효과를 잘 나타내 주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B반에서 70점 이상의 고득점자가 A반보다 

많아진 것은 주목할 만하며 참고로 A, B반의 두 반의 직전학기 

평균 평점은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A반이 높았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두 차례의 실험적 강의 실시 결과 협

동학습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집단 성적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그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위에서 언급한 학

습 분위기의 변화와 더불어 계속된 퀴즈로 인하여 절대 학습량

의 증가, 많은 문제 풀이로 교수의 출제 경향이 파악되고 문제

풀이에 숙달된 상태에 도달하였으며, 남녀학생, 복학생과 현역 

학생 등이 혼합된 팀 학습, 매 장마다의 퀴즈 및 공개된 채점 과

정 등으로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 및 과목에 대한 면학분위기의 

조성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이다.

V. 결론 및 제언

공학의 학습과정에서 문제풀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과제

물을 베껴내는 관행 등으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

하여 학습효율을 높이고자 협동학습의 개념을 공학교육에 도입

하게 되었다. 과제물을 베끼는 문제의 대안으로 팀 단위로 상

의해서 문제를 풀게 함으로써 초보적인 형태의 협동학습을 시

작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참

여자’ 문제와, 강의시간 외에 학생들이 모이는 시간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제 2단

계로 보다 체계적인 협동학습 기법을 도입하였다. 채택한 협동

학습법은 보상중심 학습법의 하나인 팀성취 분담모형(STAD)이

였다. 새로 적용한 학습법의 개요는 우선, 노트 필기 시간을 절

약하기 위해 강의 노트는 교수가 작성하여 유인물로 배부하고, 

2주 단위 시간 배분을 강의(2.5시간), 팀 활동(2.5시간), 퀴즈/

채점(1시간)으로 정하며, 퀴즈 결과로부터 개인별 향상점수를 

산출, 팀 향상 평균 점수를 균일하게 가산점으로 부여하는 것

이다.

협동학습법의 시행 결과 서로 다른 개성을 갖고 있는 동료들

과의 협동을 통한 문제 해결을 모색함으로써 인간관계를 원활

히 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효과 외에 다음과 같은 성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즉 교수의 일방적 강의에서 문제풀이 과정과 퀴

즈 결과 피드백이 있는 강의로 변화되었으며, 침체된 수업 분위

기가 학생들이 참여하는 활성화된 분위기로 개선되었고, 배움과 

익힘의 연결로 학습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었으며, 장별 퀴

즈로 학습 동기를 부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협동학습의 효과는 학생 대상 설문조사 외에 5학기 동

안의 기말시험 성적 분석 등을 통해 확인되었다. 전반적인 성적

의 향상, 성적 분포의 정상화 등 강의 구성을 달리한 새로운 시

도는 학습 효율 향상이라는 당초의 목표를 상당 수준 달성한 것

으로 긍정적인 자체 평가를 내릴 수 있었다. 협동학습의 공학이

론 교육에의 적용은 해결해야 할 어려움이 있지만 인내심을 가

지고 꾸준히 개선책을 찾아간다면 어려움을 보상하기에 충분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공학 분야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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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과목들에 협동학습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 보다 개

선된 협동학습법으로 발전시켜 공학교육의 학습효율 향상을 도

모하는 것이 추후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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