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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 융복합능력 함양을 위한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알아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세부적으로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위해 자기주도학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
펴보았다. 이를 위해 A대학 199명(실험집단 123명, 통제집단 76명) 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실험집단에 속한 
학생들은 교수학습센터에서 9주간 실시하는 자율적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의 효과
성을 알아보기 위해 프로그램 실시 전후로 자기주도학습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사전-사후검사를 시행하였다. 효과성 
검증을 위해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 자기주도학
습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 문제해결능력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에서의 비교과 학습공동체 프로그램 활동 및 학습지원 설계에 대한 교육적 시사점을 제
안하였다.

주제어 : 대학생, 융복합, 학습공동체, 자기주도학습능력, 문제해결능력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iveness of the learning community for the development of convergence 
on self-directed learning and problem-solving. One hundred ninety-nine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In specific, one hundred twenty-three among them participated learning community program at the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for nine weeks while the others were are not as a control group. Pre-post survey 
with 62 items was conducted regarding self-directed learning(35 items) and problem-solving(27 items). To 
analyze the data statistically, ANCOVA(Analysis of Covariate) was used. As results, university students in 
learning community program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areas of the survey. In other words, university 
students in learning community program improved self-directed learning and problem solving more than those who 
were in the control group. Suggestions and ideas of further studie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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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융복합시 를 맞아 ‘ 학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

쟁력’으로 부각되면서 학에서 경쟁력있는 인재양성을 

통해 국가발 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요소로 학교육의 

요성이 차 강조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역에서 지

식의 가치와 요성이 강조되면서 새로운 지식의 습득과 

창조를 해 끊임없는 변화와 신을 요구하고 있는 사

회에서 자기주도학습능력과 문제해결능력 등이 정보화 

사회를 넘어 창조사회로 새롭게 진입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요한 능력임과 동시에 21세기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기 때문에 이를 한 학들의 심이 높다[1,2].

한 최근에는 다양한 스마트 기기나 시뮬 이션 등 

최첨단 IT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이나 비

 사고와 같은 융복합 능력 함양 등을 한 시도들도 

등장하고 있다[3,4,5]

이에 따라 학에서 교수학습센터의 요성이 차 

강조되면서 국내 학교육개발센터 의회에 등록된 회

원교가 160여 개교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1]. 특히 2000년  반부터 교수학습센터에서는 학습공

동체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시작했으며, 4년제 주요 학

들  68%가 다양한 형태의 학습공동체 로그램을 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7]. 이와같이 학습공동체 

로그램의 속한 확산 이유는 학습공동체 활동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략, 자기주도학습능력, 리더십, 

문제해결능력, 학업성취도 등 다양한 학업능력들에 향

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8,9].

이와 같은 추세는 최근 학생 역량강화를 한 융복

합형 교육시스템에 한 강조가 있었고, 특히 교육방식

의 융합으로 스터디그룹 형태의 소규모 단  학습을 

통한 학습효과성 제고라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

다[10]

이미 6백여 개 이상의 미국 학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학습공동체를 운 하고 있으며, 이  일부 학에서는 

학습공동체의 효과성 검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학생

들의 학업지속, 학업성취, 지 발달 등 성공  학생활

에 의미있는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의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비  사고력과 같은 고차원

 인지능력도 배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11,12,13].  

앞에서 나타난 한국과 미국에서 수행된 학습공동체 

효과성 연구를 통해 공통 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학의 

통 인 강의수업이나 형수업에서는 함양하기 힘든 

자기주도학습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업능

력 등을 학습공동체 참여를 통해 신장할 수 있다는 이

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특정 수업을 기반

으로 해당 수업학생들에게 의무 인 활동을 실시했거

나, 공  신입생들과 같이 특정 단과 학 특정학년을 

상으로 한 의무화된 형태의 수업들을 상으로 한 효과

성 연구가 많이 나타났다[3,5,14,15]

한 튜터학생이 튜티학생을 지도한 모든 활동 등 다

양한 형태의 활동 모두를 학습공동체로 규정하다보니,  

학습공동체 유형에 따른 효과성을 세부 으로 볼 필요가 

있으며, 학습공동체 유형에 따른 학습지원에 한 세부

 설계가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일반 으로 

참여하는 학습공동체 형태는 자율 으로 을 구성하고 

학습주제를 선정한 학습공동체 활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

으므로, 이에 한 구체 인 효과성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학습공동체 로그램의 자율

 참여를 통한 효과성 검증을 해 학생들의 자기주

도학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를 실증 으로 밝히고자 한다. 여기서 도출된 결과들은 

향후 학습공동체 로그램 운 과 확 를 한 시사 을 

제공해  것으로 기 되어진다. 본 연구의 구체 인 연

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공동체 로그램 자율  참여을 통해 자기

주도학습능력이 향상되었는가? 

둘째, 학습공동체 로그램 자율  참여을 통해 문제

해결능력이 향상되었는가? 

2. 학습공동체

2.1 학습공동체 개념 및 특성

학습공동체에 한 개념과 특성이 학자에 따라 다양

한 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우선, 실천공동체(CoP: Community of Practice)

에 바탕을 둔 것으로 실천공동체는 동일 심사와 일련

의 문제 는 주제에 하여 공유하고 지속 인 상호작

용을 통해 해당 분야의 지식과 문성을 높이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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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임으로 정형화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암묵  

지식을 창출·공유하는데 효과 이다. 그러므로 조직구성

원의 직무역량을 함양시키는 요한 역할을 한다[16]. 

Wegner와 동료들(2002)에 의하면 실천공동체의 3가지 

기본요소로는 문제를 정의하는 지식의 ‘도메인(domain)’, 

이 도메인에 동일한 심을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

(community)’, 자기분야에서 능력을 개발하고 공유하는 

‘ 랙티스{practice}’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16]. 학습공

동체는 단순 지식 달이 아닌 구성원들간의 상호 경험 

 심있는 분야의 지식공유를 통해 다른 지식을 해당 

그룹안에서 창조 으로 생산하고 다시 이를 달할 수 

있는 자기주도  성향을 지닌 학습환경을 지니고 있다

[17]. 실천공동체는 조직에서 구성원들의 직무역량향상

과 한 련이 있는 반면, 학습공동체는 반 인 직

무보다는 학습에 보다 세부 인 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학습공동체는 심사가 서로 비슷한 사람들

이 특정 주제나 심사에 을 두어 학습하는 형태로 

특정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새로운 지식 창출, 개

인  집단의 성장 진, 력 연구나 아카데믹한 집단 학

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8,19]. 한 유 만(2006)은 학

습공동체는 구성원들의 자발 인 참여의지로 운 되는 

것으로 그룹 구성원들이 학습과정에서 습득한 통찰력과 

경험을 공유하는 로세스 안에서 지식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장에 용한다고 정의하 다[20]. 이들 연구를 종

합해보면 학습공동체는 동일 학습목 을 해 학생들이 

자발 으로 그룹을 이루어 각 그룹에 맞게 학습 략을 

통해 학습문제를 해결하는 학습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학습공통체의 특성에 해 윤창국(2002)은 학습공동

체와 련된 다양한 선행연구들에 한 종합  분석을 

한 결과, 학습공동체가 지닌 공통  특성으로 학습자의 

비  성찰, 민주 이고 합리 인 의사소통 구조, 학습

결과의 공유와 확산이라는 을 들고 있다[15]. 학습공동

체의 유형의 경우에도 운 목 , 방식, 주체 등에 따라 의

견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학에서의 학습공동체를 크

게 네 가지로 교육과정 심, 수업 심, 거주지역 심, 학

생유형 심 공동체로 구분하 다[22]. 

첫째, 교육과정 학습공동체는 교과목 심의 학습공동

체로 교과목 연계, 강좌 내 학습집단, 티칭 로그램 

등이 해당된다. 둘째, 수업 학습공동체는 학습집단 심 

학습공동체, 내용 심 학습공동체 형태로 나타나며, 셋

째, 거주지역 학습공동체는 교내 기숙사 등 학생들이 거

주하고 있는 공간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마지막으로 학

습자 유형 학습공동체는 학습부진, 장애, 우수학생, 구체

인 학업 심 등 다양한 학습자 특성에 따라 구성된다. 

2.2 학습공동체의 효과

최근 학차원에서 학생의 학습지원 강화에 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학마다 다양한 학습지원 로그램

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학습공동체를 통한 효과성 검

증에 한 연구들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한 선행연구

들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의사소통능력, 학생들의 학업

지속, 학습몰입, 학업성취, 학생활 만족도, 동료  교

수와의 유 감, 공동체 의식, 창의  사고능력, 비  사

고력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7,12,13,23,24]. 그

러나 무엇보다도 정보사회에서 창조사회로 진입함에 따

라 가장 필요한 능력으로 자기주도학습능력과 함께 문제

해결능력에 한 함양이 강조되고 있다[25].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새로운 환경에서 주도 으로 

학습하고 진로탐색  경력 개발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므

로 이 때에 공학습에 한 지식습득, 학습에 한 계획, 

실천, 평가를 하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강화되어야할 

때이다[26]. 그래서 학차원에서 학습공동체를 통한 자

기주도학습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김옥

분, 정찬호, 장정아(2015)는 학습공동체 로그램에 참여

한 104명의 학생을 상으로 학업성취와 학업몰입에 

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자기주도학습의 하

요인들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3]. 김은 과 

김아람(2013)은 학습공동체 활동에 3회 이상 참여해오고 

있는 학생들을 상으로 질 사례연구를 실시한 결과,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자기주도학습능력이 함양되었

을 뿐만 아니라 학습과정을 통해서 배운다는 에 교육

 의의가 있다고 분석하 다[27].

문제해결능력은 새로운 변화에 응하고 직면한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 한 학교육을 통해서 

개선되어야 할 핵심능력이다. 이를 해서 학은 교육

과정 개편뿐만 아니라 이를 실천할 교수-학습방법  학

습활동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28]. 학습

공동체 활동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해 강혜진과 김정섭(2012)은 학습공동체에 참여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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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과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상으로 문제해결능력과 

공동체 의식 수 을 3회 반복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학

습공동체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과 공

동체 의식이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월별 진 도에

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9]. 즉, 학습

공동체 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매월 문제해결능력

과 공동체 의식이 발 하는 반면, 다른 학생들에게서는 

거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 김근곤과 동료들

(2008)의 연구에서도 보건의료 련 공의 학생들을 

상으로 학습공동체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과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상으로 자기주도학습능력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비교해 본 결과 학습공동체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28].

3. 연구방법

3.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학생 학습공동체 로그램의 효과성을 

알아보는 것으로 자기주도학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해 실험설계(quasi-experimental 

design)을 활용하 고, 학습공동체 로그램 활동에 참여

한 실험집단과 학습공동체 로그램 활동에 참여하지 않

은 통제집단을 상으로 사 검사(자기주도학습능력, 문

제해결능력)를 실시하 다. 이후 실험집단은 9주 동안 교

수학습센터에서 진행되는 학습공동체 로그램에 참여

하 다. 모든 학습공동체 활동이 완료된 학기말 시 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동일한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사

후검사를 실시하 다.

3.2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학생 학습공동체 활동이 자기주도학습능

력과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는 연구로 A

학에 재학 인 199명의 학생이 참여하 다. 실험집단

은 A 학 교수학습센터 학습공동체 로그램에 참여하

는 학생 126명이며, 통제집단은 학습공동체 로그램

에 참여하지 않는 73명의 학생이 참여하 다. 본 연구

상의 특성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Classification
Experiment

(n=126)

Control

(n=73)

gender
male 53(42.1) 33(45.2)

female 73(57.9) 40(54.8)

school 

year

1st year 12(9.5) 10(13.7)

2nd year 36(28.6) 12(16.4)

3rd year 54(42.9) 29(39.7)

4th year 24(19.0) 22(30.1)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3.3 연구도구

3.3.1 자기주도학습능력

본 연구에서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측정하기 해 

Williamson(2007)이 개발한 ‘자기주도학습 자기 평정 척

도(Self-rating scale of self-directed learning)’를 활용하

다. 문항은 5개 역, 학습 략, 학습활동, 자신에 한 

인식, 평가, 인 계 기술 등으로 총 35문항 Likert식 5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30]. 설문지 구성에 해서는 교

육학 박사학  소지자 1인과 교육공학자 1인을 통한 내

용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설문지의 하  역별 문항 구

성  본 연구에서의 내 일 성 신뢰도(Cronbach's α)

는 다음 <Table 2>와 같다.

sub-variable items Cronbach's α

learning strategy 6 .72

learning activity 6 .73

self-recognition 8 .84

evaluation 7 .76

interpersonal skills 8 .87

overall 35 .84

<Table 2> Self-directed Learning Reliability
            Analysis

3.3.2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이란 어떠한 문제상황이 주어졌을 때 문

제를 확인하고, 원인을 분석하며, 해결안을 도출하는일련

의 차나 원리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31]. 본 연구에서는 이를 측정하기 해 Heppner와 

Peterson(1982)가 개발한 것을 우리나라 청소년 연구에 

맞게 홍 수(2004)가 한국어로 번안한 뒤, 비조사를 통

해 수정  보안된 5  척도의 27개 문항을 사용하 다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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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능력 검사는 문제해결에 한 확신, 직면-회

피 형태, 자신의 통제의 세 가지 문제해결 양식과 련되

어 있다. 문제해결에 한 확신에서는 자신의 문제해결 

능력에 해 얼마나 정 으로 생각하는지를 측정한다. 

직면-회피 형태에서는 자신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자신감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얼마나 

극 으로 문제에 근하는가를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통제에서는 문제해결 과정에서 얼마나 정서 인 

통제를 가능하게끔 하는지를 측정한다. 설문지 구성에 

해서는 교육학 박사학  소지자 1인과 교육공학자 1인

을 통한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았으며, 문항구성  본 연

구에서의 내 일 성 신뢰도(Cronbach's α)는 다음 

<Table 3>과 같다.

sub-variable items Cronbach's α

self-perceived confidence 11 .83

Approach Avoidance Style 12 .83

personal control 4 .72

overall 27 .90

<Table 3> Problem Solving Reliability Analysis

3.4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A 학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실시하

는 학습공동체 로그램을 상으로 실시하 다. 학습공

동체 로그램은 학생들이 특정한 주제(성 향상, 자격

증 취득, 심 공모  응모 등)에 을 맞추어 한 그룹 

당 4∼6명의 학생들이 자율 으로 스터디그룹을 구성하

고, 이를 지원하는 로그램으로 한 학기동안 9주에 걸쳐 

운 되고 있으며, 이에 한 구체 인 운 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학습공동체 모집 공고를 낸 후, 학습공동체 로

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그룹은 자신의 학습목   내용

에 한 학습계획서와 함께 담당 지도교수를 명시하여 

제출하면,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주제의 합성, 구체성 

 학생구성의 다양성 등을 거로 을 선정하 다. 학

습공동체 그룹이 선정되면 9주간 시행될 학습공동체 활

동에 한 수사항과 함께 매주 학습활동에 한 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한 지난 학기 우수 학습공

동체 학생들의 발표를 통해 성공 인 학습공동체 활동 

(tip)도 제공받는다. 모든 학습공동체들에게는 온라인 

업공간을 제공하여 각 주차별로 학습성찰보고서를 제

출하고, 각 그룹별로 학습 련 UCC도 제작  게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 다. 이를 통해 다른 그룹의 학습활

동이나 동 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했다.

그룹별 학습 이외에도 9주 동안 지도교수와 2회 상담, 

교수학습개발센터 담당연구원과의 2회 상담  학습모니

터링 활동, 최종학습포트폴리오 제출, 학습법워크  최소 

1회 이상 참여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마지막

으로 최종 보고회  시상식을 통해서 9주간의 학습활동 

 성과 등을 보고하도록 구성되어있다.

반면 통제그룹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동일한 A 학의 

학생들로 일반 교양수업에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로써 학

습공동체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상으로 실험그룹

의 학생들과 동일한 기간에 사 -사후 검사를 실시하 다.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해 수집된 사 -사후 설문지 

데이터를 활용하 으며, 사 검사의 차이를 통제한 후의 

학습공동체 효과성을 검증하기 해 공분산분석

(ANCOVA)을 실시하 다. 본 연구의 모든 통계  분석

은 SPSS 21을 사용하 다. 

4. 연구결과

4.1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학습공동체 로그램 참여 유무에 따른 두 집단의 사

례수, 사 자기주도학습능력, 사후자기주도학습능력, 사

수를 통제한 교정사후 자기주도학습능력의 평균과 

표 편차는 <Table 4>와 같다. 실험집단의 교정사후 자

기주도학습능력 평균은 4.16이고, 통제집단의 교정사후 

자기주도학습능력 평균은 3.83으로 나타났다. 교정사후 

자기주도학습능력이 학습공동체 참여 유무에 따라 차이

가 있는지에 한 공분산 결과는 <Table 5>와 같다. 

Experiment

(n=126)

Control

(n=73)

pre
M 3.32 3.62

SD .50 .51

post
M 4.10 3.92

SD .40 .49

adjusted
M 4.16 3.83

SD .03 .04

<Table 4> Mean and SD of Self-directed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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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df MS F

Covariate 8.14 1 8.15 59.44***

Group 4.50 1 4.50 32.88***

Error 26.84 196 .14

Total 39.48 198

 * p< .05, *** p< .001

<Table 5> ANCOVA of Self-directed Learning

   

사 자기주도학습능력 수를 통제한 후 교정된 사후 

자기주도학습능력의 통계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F통

계값은 32.88 (p <.001)로써 학습공동체 참여 유무에 따

라 교정된 자기주도학습능력 수 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학습공동체에 참여한 학생들의 자

기주도학습능력에 정 인 향을 있었음을 볼 수 있다.

4.2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학습공동체 참여 유무에 따른 두 집단의 사례수, 사

문제해결능력, 사후문제해결능력, 사 수를 통제한 교

정사후 문제해결능력의 평균과 표 편차는 <Table 6>

과 같다. 실험집단의 교정사후 문제해결능력 평균은 

105.42이고, 통제집단의 교정사후 문제해결능력 평균은 

97.01로 나타났다. 교정된 사후 문제해결능력이 학습공동

체 참여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한 공분산 결과

는 <Table 7>과 같다. 

Experiment

(n=126)

Control

(n=73)

pre
M 83.57 90.84

SD 14.34 13.82

post
M 104.03 99.41

SD 11.54 12.43

adjusted
M 105.42 97.01

SD .84 1.13

<Table 6> Mean and SD of Problem Solving

SS df MS F

Covariate 10725.40 1 10725.40 123.32
***

Group 3077.31 1 3077.31 35.38***

Error 17046.16 196 86.970

Total 30848.87 198

* p< .05, *** p< .001

<Table 7> ANCOVA of Problem Solving

  

사 문제해결능력 수를 통제한 후 교정된 사후 문

제해결능력의 통계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F통계값은 

35.38 (p <.001)로써 학습공동체 참여 유무에 따라 교정

된 사후 문제해결능력수 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학습공동체에 참여활동이 학생들의 문

제해결능력에 정 인 향을 있었음을 볼 수 있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교수학습센터에서 실시하는 학습공동체 

로그램이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과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효과 인지 알아보는 것에 그 목 이 있었다. 이

를 해 수도권 소재 A 학에서 9주에 걸쳐 실시하는 학

습공동체 로그램에 참여하는 실험집단 123명과 학습공

동체 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통제집단 76명을 상으

로 자기주도학습능력과 문제해결능력 검사를 사 -사후

로 실시하 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자기주도학습능력 향

상에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기주도학습능력 향상에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학습공동체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학습공동체 로그램에 참여하지 않

은 통제집단보다 자기주도학습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의

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지 (2010)과 송윤희(2011)의 연

구에서 검증했던 학생들의 학습 는 학습공동체 활

동이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결과

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34]. 특히, 김은 과 김아

람(2013)은 학생 학습공동체 활동의 교육  의미탐색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상세하게 제시하

다. 학생들이 필수가 아닌 비정규교과과정으로 스스로 

학습을 해 일방  지식 달방식이 아닌 동등한 그룹원

과 교류하고 필요에 따라 교수자를 찾아가 문제해결 하

는 등 자율 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학습을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갖는 가장 큰 교육  의미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함양’과 ‘학습과정을 통한 배움’에 있다고 분석하

다[27].

둘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차이를 분석한 결과,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유의미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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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나타났다. 이는 학습공동체 로그램에 참여한 실

험집단이 학습공동체 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

단보다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강

혜진, 김정섭(2012)의 학습동아리 로그램의 문제해결능

력 효과성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며, 박철수, 박수홍, 정선

(2010)의 연구에서 소집단 동학습이 학수업에서 

정  효과를 보 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된다. 이로써 

학생들의 학습공동체 활동 참여가 학생들의 문제해

결능력이 골고루 균형 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정 인 

향을 다고 볼 수 있다[29,35]. 

많은 학들이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과 문제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해 공수업 안에서 다양한 

력학습 활동 기회를 제공해주는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교수학습센터를 심으로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정 인 학습문화를 활성화하기 해 다양한 노력

을 해오고 있다[28,29,36,37,39].

본 연구에서 학습공동체 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되었다. 이는 9

주라는 짧은 기간의 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이 자발성을 기반으로 그룹을 구성하여 공동의 학습목표

를 추구할 때 다양한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학생 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비교과활동으로서의 학습공동체 활동 확 를 해서는 

지속 인 로그램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습공동체 활동의 효과성

을 검증하고자 하 고, 이에 따른 연구의 한계 과 함께 

후속연구에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학습공동체 로그램을 통해 학

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자기주도학습능력이 향상된 것과 련하여 교수학습

센터의 지원과 담당교수와의 상담 등 다면 인 모니터링

과 지원에 의한 자기주도학습능력 향상에 미친 향에 

한 세부 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비록 동일

학의 학생들이 참여했고, 공분산분석으로 사 수를 

통제하 지만, 학습공동체 로그램 활동의 일부로써 지

도교수나 교수학습센터 연구원과의 면담활동과 같이 외

부 지원이 있었던 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자율성

이 바탕으로 된 학습공동체활동을 하는 동안 외부 지원 

유무  형태에 따라 자기주도학습능력 향상에 어떤 

향이 있는지와 함께, 학습공동체 활동 참여 이후에도 외

부지원이 없이도 자기주도학습능력이 계속 유지되는지

에 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학습공동체 로그램을 통해 학

생들의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문제

해결과정에서 어떤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지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한다. 구체 으로 각 학습공동체 내에서 문제해

결을 해서 구성원들과 의사소통형태나 그룹다이나믹

스, 장의 리더십, 지도교수  담연구원과의 상호작

용 등 다양한 학습자 련 변인과 의사소통과정에 한 

심층 인 연구를 통해 향후 보다 효과 인 학습공동체 

로그램 지원체제 방안 마련을 해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수도권에 치한 특정 학에서 개발

하고 실시한 학습공동체 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만을 

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므로, 로그램의 효과에 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해 학교 특성, 학습자특성, 

그룹구성 특성, 학습목표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여러 

학의 많은 학생들을 포함한 후, 각 특성별 효과성 연구

를 실시하는 규모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 학 간 력연구  연구결과 공유를 통해 효

과 이고 정교한 학습공동체 모형을 확 시키고 이를 지

원하는 구체 인 노력과 함께 정 인 학습문화를 조성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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