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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 목적은 대학 교양영어 수업에 활용 가능한 소집단 협동학습 수업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소집단 협동학습이 영어 독해력과 영어 읽기동기에 미치는 영향과 소집단 협동학습 인식변화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청북도의 4년제 종합대학교의 필수 교양영어 수업에 참여한 신입생 62명을 연구대상으로 2019년 9월 2일에서 12월 13일까지 실험반(34명)은 협동학습을 기반으로 한 맞춤식 소집단 협동학습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통제반(28명)은 전형적인 강의식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학습자들의 영어 능력은 학업 숙달도 영역을 영어 독해력으로, 정의적 영역은 영어 읽기 동기로 나누어 실험하였으며 실험 전 학습자들의 영어 독해력은 국가 수준 교육 성취도 평가문제를 발췌하여 측정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집단 협동학습을 적용한 집단의 영어 독해력 점수와 소집단 협동학습을 적용하지 않은 집단의 영어독해력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둘째, 소집단 협동학습을 적용한 집단의 영어 읽기동기 점수와 적용하지 않은 집단의 영어 읽기동기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셋째, 소집단 협동학습을 적용한 집단의 인식변화가 실험 전과 실험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 교양영어 수업 시 대학생들 간의 협동학습을 통해 영어 독해력, 영어 읽기동기, 협동학습 인식이 상승했으며, 이를 통한 자아정체성, 자신감 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대학 교양영어, 소집단 협동학습, 영어독해력, 영어읽기동기, 협동학습인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group co-learning on English reading ability and motivation and the change in group co-learning perception after planning and applying a group co-study class program that can be applied in university liberal arts English class.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e experiment team (34 students) conducted the class from September 2 to December 13, 2019 for 62 freshmen who participated in the compulsory liberal arts English class at the four-year university in North Chungcheong Province, and the control team (28 students) conducted the class as a typical lecture class based on the basis of cooperative learning. The English proficiency of the learners was approached by dividing the area of academic proficiency into English reading skills and the area of justice into English reading motivations. The pre-experimental learners' English reading skills were measured by excerpting the national level educational achievement assessment (high 2).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shown that the English reading ability score of a group that applied group cooperative learning and the English reading ability score of a group that did not apply group cooperative learning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Second,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he English reading motivation score of the group applying the convocation group cooperative learning and the English reading motivation score of the group not applied. Third, the change in the perception of groups applying the convocation group cooperative learning occurred before and after the experiment. This study found that the awareness of English reading, English reading motivation, and cooperative learning increased through cooperative learning among university students during liberal arts English classes, which has a positive effect on self-identity and so on. 
Key Words : College liberal arts English, convocation group cooperative learning, English reading ability, English reading machine, cooperative learning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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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한국 교육계는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자율적이

고 창의적인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해 많은 변화의 노력
을 기울이고 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도 설명식, 문
제풀이 위주의 현행 교수방식을 벗어나 교과 간 통합에 
기초한 프로젝트, 협동 및 토론 중심 교육으로 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1].

이러한 취지에 맞게 대학 교양영어도 수업시간에 협동
학습 수업모형을 적용하여 대학생의 영어독해력, 영어읽
기동기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동안 추구
해온 교수 중심 또는 강의식의 현행 수업방식을 새로운 
변화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란 쉽지 않으며, 협동
학습에 대한 구체적 대안들에 대한 모색도 충분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 동안의 국내·외 대다수 협동학습에 관한 선행연구
[2, 3]를 살펴보더라도 연구실행 요건이 용이한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교양영어 읽기 수업에
서는 직소와 모둠성취분담 협동학습 모형과 같은 경쟁과 
결과 중심의 단일한 협동학습 모형의 효과를 분석한 연
구들[4, 5]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토익과 실용
문 중심의 교재를 사용한 교양영어 읽기 수업에서 협동
학습의 효과를 탐구한 연구, 협동학습이 교양영어 읽기 
수업의 학습자의 영어 독해력과 함께 학습 동기, 불안감, 
자신감등의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연구[6, 7]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즉,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수업 환경 목표를 고려하지 
않은 단일한 협동학습을 교양영어 읽기 수업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최
근, 의사소통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교육 환경에서 영어 수업은 영어 
독해력, 읽기동기, 소집단 협동학습 인식이 수업 환경과 
성격에 맞게 다양한 비율로 조합한 연구가 중요한 요소
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EFL 환경의 교양
영어 수업에서 영어 능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집단 협동학습을 고찰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소집단 협
동학습 수업이 대학 교양영어 수업 환경에서도 효율적인 
교육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둘
째, 본 연구는 명확한 협동학습의 개념을 중심으로 대학 
교양영어 읽기 수업에 협동학습이 적용된 최근의 광범위
한 사례에서 협동학습의 효과를 영어 독해력과 영어읽기 
동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협동학

습이 영어 읽기에 효과적인 이유를 분석하여 협동학습과 
영어 읽기 수업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는 단일 협동학습 모형을 다룬 선행연구와 차별되게 
영어 읽기 수업환경과 수업목표에 맞게 협동학습 모형을 
선택하고 통합하여 협동학습 운영 원리와 영어 읽기 수
업의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소집단 협동학습 수업
안을 구상하고 적용해 보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 중심으
로 바뀌고 있는 현 교양영어 읽기수업의 변화에 따라 학
습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구현하는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소집단 협동학습

협동학습은 사회 심리학적 연구 성과를 교실에 적용한 
것을 바탕으로 한 교수 학습 방법론적 접근으로, 사회라
는 테두리 내에서 개인이 어떻게 다른 개인과 상호작용
을 하며, 그러한 상호작용(협동)을 쉽게 하여 사회 구성
원이 서로의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면서 원만하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심을 기울이는 접근 
방법이 수업이라는 특정 환경에서 협동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 조직화한 구조를 통해 특정 학습 목표달성의 목적
을 가진 협동학습으로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집단 협동학습은 수업이라는 특정 환경에서 협동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 조직화한 구조를 통해 특정 학습 목
표 달성의 목적을 가진 학습을 협동학습이다. 즉, 협동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개인은 자신과 모든 소집단 내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협동학습은 소집단(4∼6명)내의 학습자
들이 스스로와 다른 구성원의 학습을 최대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소집단의 교육적 사용”이며. 협동학습은 
학생들이 학문적인 과업을 함께 수행하도록 격려하고 요
구 하는 교육적 방법의 구성으로써 명확하게 주어진 과
업에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작은 소집단에
서 구성원 각 자의 학습목표 달성을 위해 학습자들이 함
께 일하는 수업활동이다[8]. 특히, 대학 교양수업의 학습
자는 협동학습의 세밀한 구조성을 바탕으로 수업 순서와 
흐름을 예상할 수 있기에 대학 수업에 대한 모호함과 불
안감을 줄여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다른 학과, 다른 학년과 만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상황에서 협동학습은 학습 목표 달성이라는 공통된 목표
를 지향하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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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학생들은 학문적인 성취와 구성원들과의 긍정적
인 상호관계 구축, 심리적 안정 등과 같은 이점을 누릴 
수 있다.

2.2 영어독해력
영어독해력은 저자에 의해 나열된 단어의 의미를 조합

하여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독자 나름
대로 선행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글을 읽으면서 그 글
의 배경, 저자의 의도, 사전적인 의미, 문맥상의 의미, 문
화적 의미까지도 이해해야 하는 독자의 적극적인 지식탐
구 활동이다. 또한, 영어독해력은 사고를 얻기 위한 문자 
언어처리 과정으로 문자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이나 사고를 독자가 표면적 의미뿐만 아니라 심층적 내
면 의미도 자신의 언어능력과 지적능력, 경험, 문화적 지
식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예측하고 파악해가는 추론과
정으로 독자와 필자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텍스트에 있는 내용을 분석 종합하는 과정
을 통하여 의미를 재구성하고 심지어 텍스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까지도 추론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사고 과
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9]. 독해는 저자가 나열한 단어
들의 의미를 조합하여 저자가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
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때 독자는 자신의 선험적인 지
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읽으면서 저자의 의도와 함
께, 글의 배경, 사전적 의미, 문맥상 의미, 문화적 의미까
지 이해하는 적극적인 지식 탐구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2.3 영어 읽기동기
Guthrie와 Wigfield(2000)는 연구에서 “읽기의 주제

와 과정, 결과에 대한 한 개인의 목표, 가치 그리고 믿음”
을 영어읽기 동기라고 언급하면서 “읽기 동기가 학생들
의 읽기 수행(읽는 양, 빈도)의 중요한 측면과 관련되어 
있는 결정적 요소”라고 주장하였고, Gambrell(2009, 
2011)은 영어읽기 동기를 읽기에 참여하거나 읽으려는 
행위를 선택하려는 가능성이라고 언급했다. 

Shaaban(2006)은 영어읽기 동기는 읽는 사람이 읽
기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독자로서 자
신을 인식하는지를 포함하는 다면적 생각이라고 말하면
서 읽기의 가치를 두고 자신을 독자로서 긍정적으로 인
식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읽기 과업에 
더 열심히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8]. 이는 읽는 
행위 자체를 목표로 두며 읽기를 통해 얻게 될 결과가 충
분히 가치 있는 것이라고 믿고 이후 지속적인 읽기 과정

을 스스로 해 나가겠다는 의지와 능력을 지닌 사람으로 
자신을 인식하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Gambrell(1996, 2009)은 영어읽기 동기에 대한 초점이 
사전 지식의 습득과 전략적인 행동과 같은 읽기의 인지
적 측면에서 독자의 의지와 같은 정의적인 측면이 더 해
졌으며 후에 사회적인 상호작용과 같은 환경적 측면이 
추가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종합하면 EFL 환경 영어 읽기 
수업에서 영어 읽기 동기는 영어 읽기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 동기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기에 학습
자들의 영어 읽기 능력의 향상 여부를 측정하는 맥락에 
적합한 측정 도구로써의 정당성을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2.4 협동학습 인식
협동학습 인식이란 소집단 내에서 구성원이 자신의 역

할을 다하며 영어 능력의 상승을 위해 스스로를 소집단 
협동학습에 어울리며 좋은 영어 학습자가 되었다고 인식
하게 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협동학습의 구성원 간 상호작용이 학습 중심의 이해, 
문맥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정교하게 하며 생각을 구
체화 시켜 주기 위한 설명, 논리적 추론과 논의의 인지적 
과정이 협동학습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영어 능력의 향상
과 영어 학습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다[10].

종합적으로 보면 협동학습인식이란 영어 수준이 다른 
학습자들과의 소집단 협동학습을 통해 영어읽기 수업 과
정을 진행하면서 학습자 스스로 뿐 만이 아니라 다른 구
성원들의 영어 능력의 향상을 목격하게 되고 이를 통해 
수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최종
적으로 소집단 협동학습을 통한 영어 수업은 즐겁고 유
익한 것으로 인식된다.

2.5 선행연구 분석
소집단 협동학습과 관련된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을 분

석한 결과, 국내·외의 대다수 협동학습에 관한 선행연구
들이 연구실행 요건이 용이한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
로 하고 있으며 직소와 모둠성취분담 협동학습 모형과 
같은 경쟁과 결과 중심의 단일한 협동학습 모형의 효과
를 분석한 연구들[11, 12]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수업 환경 목표를 고려하지 
않은 단일한 협동학습을 교양영어 수업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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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토플 등의 교재를 활용한 교양영어 수업에서 협동
학습의 효과를 탐구한 연구들은 존재하였지만, 본 연구처
럼 문학 장르 스토리 북을 교재로 하는 교양영어 수업에서 
협동학습을 적용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특정 
수업환경에서 문학 장르 교재를 활용하여 협동학습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없었으며, 협동학습 종류별 특징을 통합하
여 실제 수업에 적용하여 학습효과를 탐구한 연구도 없어,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들과의 차별성을 갖고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가설의 설정

3.1.1 연구모형
본 연구 목적은 대학 교양영어 수업에 활용 가능한 소

집단 협동학습 수업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소집단 협동학
습이 영어 독해력과 영어 읽기동기에 미치는 영향과 소
집단 협동학습 인식변화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실
험 반 및 통제 반 수업 프로그램)을 설정하였다.

Division experimental
team

control
team

research tools 1
(English reading ability 

measurement)
State-level scholastic 

achievement assessment (21 questions)
research tools 2

(English reading sync 
measurement)

English reading motivation questionnaire 
(35 questions)

research tools 3
(Consciousness of 
collective learning
Measurements)

Caller's Cooperative 
Learning Recognition 
Questionnaire (19 

questions)
Learning medium English Story Book

(Literature Genre)
teaching style Small Group 

Cooperative Learning Lecture

Table 1. class program(experimental team, control team) 

3.1.2 연구가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소집단 협동학습을 적용한 집단의 영어 
독해력 점수와 소집단 협동학습을 적용하지 않은 집단의 
영어독해력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할 것
이다.

<연구가설 2> 소집단 협동학습을 적용한 집단의 영어 
읽기동기 점수와 소집단 협동학습을 적용하지 않은 집단
의 영어 읽기동기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생
할 것이다. 

<연구가설 3> 소집단 협동학습을 적용한 집단의 소집
단 협동학습에 관한 인식의 변화가 실험 전과 실험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3.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충청북도의 4년제 S대학교의 필수 

교양영어 수업에 참여한 신입생 62명을 연구대상으로 매
주 수요일 두 시간씩 진행되었으며, 연구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분석결과 남학생은 29명(46.7%)으로 나타났고, 여학
생은 33명(53.3%)으로 나타났다.

Division frequency(N) frequency(%)
gender School boy 29 46.7%

School girl 33 53.3%
SUM 62 100%

Table 2. Gender Distribution of Subjects 

3.3 수업교재 및 측정도구
3.3.1 수업교재
본 연구의 수업 도구로 사용된 영어 읽기 수업 교재는 

Pearson English Readers에서 출간된 Maeve Binch
의 <Evening class>와 Richard Curtis의 <Love 
actually> 이다. 스토리 북인 본 교재들은 언어가 영어로
써 Pearson English Readers의 “즐거움으로부터 더 나
은 학습이 시작 된다”라는 캐치 프레이스 아래에 출간된 
작품으로 영어 학습자들의 읽기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유명한 이야기, 영화, TV쇼 등의 내용을 영어학습자들의 
영어 읽기 수준에 맞게 선택하여 읽을 수 있도록 다시 쓰
인 작품 중에 속한다.

3.3.2 영어 독해력
실험 참여자들의 영어 독해력 측정을 위해 국가 수준 

교육 성취도 평가 고등학교 2학년 영어 평가지에서 문항
을 발췌하였다. 

3.3.3 영어 읽기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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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참가자들의 영어 읽기 동기를 측정하기 위한 도

구로는 이론적 배경에서도 언급됐던 Takase(2007), 
Mori(2002)가 일본 EFL 환경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
상으로 영어 읽기 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변형시킨 
Wigfield와 Guthrie(1997)의 읽기 동기 측정 설문지 
Motivations for Reading Questionnaire (MRQ)를 
Kim(2008), 장소영 외(2013)이 EFL 환경의 한국 고등
학생과 대학생의 영어 읽기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어
로 번역한 버전을 기초로 삼았다.

3.3.4 협동학습 인식
소집단 협동학습을 수행한 후 실험반의 소집단 협동학

습에 대한 인식 변화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최보금
(2006), 박선영(2014)의 연구를 기본으로 하여 첫째, 소
집단 협동학습에 대한 참여 가능성, 둘째, 소집단 협동학
습과 영어 상세 영역별 관계, 셋째, 소집단활동의 수업 분
위기, 넷째, 소집단 협동학습과 학습자 자아, 다섯째, 소
집단활동의 만족, 여섯째, 소집단 협동학습과 상호의존성
의 총 여섯 가지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을 구성 하였다. 

소집단 협동학습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를 측정하기 위해 소집단 협동학습하기 전 실험 첫 주에 
사전 조사를 실시했다.

variable contents questions
English Reading 
Comprehension

a state-level assessment of 
academic achievement (21) 21

 English Reading 
Motivation

external motivation for reading 
English (8)

35

an inherent motive for reading 
English (7)

Importance of English Reading (7)
Avoiding English

Reading (7) 
Self-effectiveness of English 

reading (6) 

Cooperative 
Learning 

Awareness

Possibility of participation in joint 
study of the group (2)

19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culty Learning and English Detail 

Area of the Callers (6)
the atmosphere of a joint study of 

co-edition (3)
Collegiate Collaboration Learning 

and Learner Children (3)
Satisfaction of the group's 
collaborative learning (3)

Summoner's Collaboration and 
Interdependence (2)

Table 3. tools

3.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충청북도의 4년제 종합대학교의 필수 교양영어 수업

에 참여한 신입생 62명을 대상으로 2019년 9월 2일에서 
12월 13일까지 실험반(34명)은 협동학습을 기반으로 한 
맞춤식 소집단 협동학습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통제반
(28명)은 전형적인 강의식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학습자
들의 영어 능력은 학업 숙달도 영역을 영어 독해력으로, 
정의적 영역은 영어 읽기 동기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실
험 전 학습자들의 영어 독해력은 국가 수준 교육 성취도 
평가문제를 발췌하여 측정하였다.

영어 읽기 동기는 읽기 동기 측정 설문지 Motivations 
for Reading Questionnaire(MRQ)를 Kim(2008), 김희
정과 최선희(2013)가 EFL 환경의 한국 고등학생과 대학
생의 영어 읽기 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어 번역한 설
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실험반 학습자들의 소집단 협동학
습의 실험 전후를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구체적인 실증분석방법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대학 교양영어 소집단 협동학습이 영어독해력
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대학 교양영어 소집
단 협동학습 적용 전/후의 영어독해력 평가결과 점수의 
평균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영어 읽기 동기수준이 
대학 교양영어 소집단 협동학습의 적용 여부에 따라 차
이가 있는 지를 검증하기 위해 대학 교양영어 소집단 협
동학습 적용(실험)군과 미적용(통제)군으로 구분하여 사
전/사후 평균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학 
교양영어 소집단 협동학습을 통해 소집단 협동학습에 대
한 인식의 변화가 있는 지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 전/후 
인식 점수의 평균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3.5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
3.5.1 영어 읽기동기
영어 읽기 동기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35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
였다. 영어 읽기 동기에 대한 35개 문항에 대해서는 총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추출된 요인은 외재적 동기, 
내재적 동기. 중요성, 회피, 자기효능감을 모두 수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어 읽기 동기를 측정하는 35개 문
항에 대한 크론바하 알파계수를 검증한 결과에서는 최소 
.77, 최대 .81로 원어민-한국인 영어교사의 협동수업에 
대한 인식의 하위변인 모두 .7 이상의 높은 신뢰도를 나
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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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Factor Cronbach's 
alpha1 2 3 4 5

external 
motives

Q 07 -.32 .24 .81 .22 -.05 .73

.79 

Q 08 .22 .35 .76 .32 -.01 .78
Q 15 .39 .38 .62 -.24 .09 .78
Q 16 -.35 .24 .79 .25 .03 .78
Q 21 .24 .39 .73 .32 .00 .74
Q 22 .31 .41 .61 -.34 .05 .77
Q 27 -.36 .21 .73 .32 -.09 .73
Q 28 .27 .23 .68 .40 .08 .72

intrinsic 
motivation

Q 02 -.32 .74 .35 -.20 -.07 .76 

.77 

Q 05 .36 .67 .28 .28 -.11 .74 
Q 10 -.28 .77 -.26 .33 -.08 .74 
Q 12 .30 .69 .25 -.30 .02 .77 
Q 13 .27 .74 .29 .22 .08 .68 
Q 25 .26 .85 .24 .15 .01 .70 
Q 32 .34 .79 .20 .21 -.05 .72 

Importance

Q 01 .73 .23 .35 .28 .05 .78 

.78 

Q 03 .66 .27 .24 .23 -.15 .75 
Q 04 .69 .36 .24 -.35 .19 .76 
Q 11 .79 .32 .29 .29 .18 .72 
Q 17 .56 .21 -.32 .27 -.16 .74 
Q 20 .56 .37 .17 .29 .16 .76 
Q 30 .75 .36 -.28 .36 .08 .71 

Evasive

Q 06 .22 .22 .38 .74 .04 .78 

.79 

Q 19 .33 .22 .34 .68 -.11 .73 
Q 23 .26 .32 .21 .81 .07 .72 
Q 24 .34 .25 .22 .79 .08 .69 
Q 26 .13 .39 .00 .65 .03 .79 
Q 29 .23 .26 -.03 .76 .05 .73 
Q 35 .14 -.26 .04 .69 .04 .72 

self-efficie
ncy

Q 09 -.12 .16 -.03 .00 .82 .74 

.81 
Q 14 .19 .19 .02 .01 .84 .76 
Q 18 -.36 .21 -.06 -.04 .75 .79 
Q 31 .30 .10 .04 .02 .80 .80 
Q 33 .28 -.13 .01 .04 .84 .71 
Q 34 .26 .34 .00 .02 .80 .76 

eigenvalues 3.53 2.75 1.76 1.41 1.10 
explanation % 23.5 16.8 12.9 8.5 7.9 

cumulative 
description % 23.5 40.3 53.3 61.8 69.7

Table 4. Factorial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the 
English Literacy

3.5.2 소집단 협동학습인식
소집단 협동학습 인식을 측정하는 19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소집단 협동학습 인식에 대한 19개 문항에서 6개의 요인

이 추출되었으며 추출된 요인은 참여가능성, 영어상세 영
역별 관계, 수업분위기, 학습자아, 만족도, 상호의존성을 
모두 수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집단 협동학습인식을 측정하는 19개 문항에 대한 
크론바하 알파계수를 검증한 결과에서는 최소 .77, 최대 
.80으로 소집단 협동학습인식의 하위변인 모두 .7 이상
의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다.

Division Factor Cronbach's 
alpha1 2 3 4 5 6

possibility of 
participation

Q 02 .63 .22 .05 .02 .02 .01 .73 .79 Q 03 .74 .28 .05 .05 -.08 .03 .79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culty 
Learning and 
English Detail 
Area of the 

Callers

Q 04 .05 .23 .83 .21 .10 .03 .75 

.79 

Q 05 .05 .12 .84 .20 .22 .16 .79 
Q 06 .24 .20 .77 .22 .36 .22 .78 
Q 07 .03 .09 .82 .13 .28 .32 .77 
Q 18 .12 .00 .67 .05 .01 .27 .77 
Q 19 .05 -.02 .64 .10 .09 .00 .74 

a classroom 
atmosphere of 

a class

Q 01 -.14 .73 .18 .22 .00 .32 .76 

.77 
Q 10 .12 .58 .13 .39 -.01 .38 .74 
Q 12 .06 .76 .20 .30 .01 .25 .76 

Collective 
Learning and 
Learner Self

Q 09 .07 .12 .33 .67 .00 .00 .76 
Q 16 .09 .17 .26 .71 .01 .00 .73 
Q 17 -.03 .01 .01 .69 -.02 -.02 .80 

satisfaction 
level

Q08 .19 .00 .00 .26 .20 .83 .73 

.76 
Q 13 .20 .10 .06 .24 .30 .82 .75 
Q 14 .19 .05 .01 .24 -.07 1.23 .73 

interdependen
ce

Q 11 .16 .13 .18 .01 .68 .24 .77 
Q 15 .30 .19 .22 .07 .73 .34 .77 

eigenvalues 3.23 2.93 2.23 1.87 1.45 1.15 
explanation % 26.3  18.5 10.2 8.9 8.0 3.3 

cumulative 
description % 26.3  26.3 36.5 45.4 53.4 56.7 

Table 5. Study on the Factors and Reliability Analysis for 
the Consistency of the Callers

4. 실증분석
4.1 실험반과 통제반의 영어독해력 향상 차이

연구가설 1. 소집단 협동학습을 적용한 집단의 영어 
독해력 점수와 소집단 협동학습을 적용하지 않은 집단의 
영어독해력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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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1번을 검증하기 위해 총 3단계에 걸친 분석

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실험 전 실시한 영어 독해력 검
사 점수로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여 실험반과 통제반
이 동일한 영어 독해력을 갖는 집단임을 확인한다. 두 번
째, 실험 후 영어 독해력 검사로 획득한 실험반과 통제반
의 영어 독해력의 점수를 실험 전 점수를 대응표본 t검증
을 통해 영어 독해력 점수의 상승폭이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지 분석하였다. 세 번째, 실험반의 영어 독해력 검사 
점수가 통제반보다 높은 동시에 두 집단의 사후 영어 독
해력 검사의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독립
표본 t검증을 통해 확인하였다. 위 3단계에 걸친 분석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소
집단 협동학습이 실험 참여자들의 영어 독해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소집단 협동학습을 실시하지 않은 
통제반의 영어 독해력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
이 채택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실험반과 통제반의 영어 독해력을 측정한 결과에서는 
실험반의 평균은 10.69점, 통제반은 11.69점으로 통제
반의 영어 독해력 평균 점수가 조금 높게 측정되었지만 
두 집단의 평균차이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p=.121) 실험반과 통제
반 사이의 동질성이 확보되었다.

영어 독해력 점수는 실험 전후 비교했을 때 실험반과 
통제반 모두 상승하였다. 그러나 실험반의 영어 독해력 
점수는 평균 4.92점 상승하였지만 통제반의 영어 독해력 
점수는 .58점 상승하는 것에 그쳤다. 대응표본 t검증을 
통해 실험 전 후 실험반과 통제반의 영어 독해력의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실험반
의 영어 독해력 상승 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10.69점→15.61점, p<.001), 통제반의 영어 독해력 상
승 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11.69점→12.27점, 
p>.05). 또한 독립표본 t검증으로 실험반(15.61점)과 통
제반(12.27점)의 사후 영어 독해력의 점수를 비교한 결
과에서는 유의수준 .001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유의확률
이 확인되었기에 실험반과 통제반의 영어 독해력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소집단 협동학습은 학생들의 영어 독해력 향상
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일반적인 강의식 수업은 학생들
의 영어 독해력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없
다. 따라서 연구가설 1번 “소집단 협동학습을 적용한 집
단의 영어 독해력 점수가 소집단 협동학습을 적용하지 
않은 집단의 영어 독해력 점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높이 나타난다.”는 채택되었다.

Division
experimental team control team

t pAverage Standard 
deviation Average Standard 

deviation
English 
reading 
ability

(before)
10.69 3.25 11.69 4.12 -1.17 .121 

English 
reading 
ability
(after)

15.61 3.79 12.27 2.94 5.04 .000***   

mean 
difference -4.92 - -.58 -

- -t -11.18 - -1.26 -
p .000*** - .106* -

*** p<.001, ** p<.01, * p<.05

Table 6. Comparison of English Reading Differences

4.2 실험반과 통제반의 영어 읽기 동기 향상 차이
연구가설 2. 소집단 협동학습을 적용한 집단의 영어 읽기동

기 점수와 소집단 협동학습을 적용하지 않은 집단의 영어 읽기
동기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연구가설 2번을 검증하기 위해 총 3단계에 걸친 분석
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실험 전 실시한 영어 읽기 동기 
설문 점수로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여 실험반과 통제
반이 동일한 영어 읽기 동기를 갖는 집단임을 확인한다. 
두 번째, 실험 후 영어 읽기 동기 설문으로 획득한 실험
반과 통제반의 영어 읽기 동기 점수를 실험 전 점수 간 
대응표본 t검증을 통해 영어 읽기 동기 점수의 상승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분석하였다. 세 번째, 실험반의 
영어 읽기 동기 점수가 통제반보다 높은 동시에 두 집단
의 영어 읽기 동기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를 독립표본 t검증을 통해 확인하였다. 위 3단계에 걸친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
면 ‘소집단 협동학습이 실험 참여자들의 영어 읽기 동기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소집단 협동학습을 실시하지 
않은 통제반의 영어 읽기 동기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
는 가설이 채택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실험반과 통제반의 영어 읽기 동기 점수를 측정한 결
과에서는 실험반의 평균은 3.37점, 통제반은 3.34점으로 
통제반의 영어 읽기 동기 점수가 조금 높게 측정되었지
만 두 집단의 평균차이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p=.234) 실험반과 통
제반 사이의 동질성이 확보되었다. 영어 읽기 동기 점수
는 실험 전후 비교했을 때 실험반과 통제반 모두 상승하
였다. 그러나 실험반의 영어 읽기 동기 점수는 평균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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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상승하였지만 통제반의 영어 읽기 동기 점수는 .04점 
상승하는 것에 그쳤다. 대응표본 t검증을 통해 실험 전 
후 실험반과 통제반의 영어 읽기 동기의 차이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지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실험반의 영어 읽
기 동기 점수 상승 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3.37
점→3.62점, p<.001), 통제반의 영어 읽기 동기 점수 상
승 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3.34점→3.38점, 
p>.05). 또한 독립표본 t검증으로 실험반(3.62점)과 통제
반(3.38점)의 사후 영어 읽기 동기 점수를 비교한 결과에
서는 유의수준 .001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유의확률이 
확인되었기에 실험반과 통제반의 영어 읽기 동기의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소집단 협동학습은 학생들의 영어 읽기 동기에 
긍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주며 일반적인 강의식 수업은 
학생들의 영어 읽기 동기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
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연구가설 2번 ‘소집단 협동학습을 
적용한 집단의 영어 읽기 동기가 소집단 협동학습을 적
용하지 않은 집단의 영어 읽기 동기보다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높이 나타난다.’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Division
experimental team control team

t pAverage Standard 
deviation Average Standard 

deviation
Before 3.37 .71 3.34 .14 -1.05 .234
After 3.62 .60 3.38 .33 -7.01 .000***  

Average
differenc

e
-.24 -.04 

t -3.35 -1.92 
p .001***  .030*  

*** p<.001, ** p<.01, * p<.05

Table 7. Pre/Post English Reading Motivation Analysis 
of Experimental/Control Panel

영어읽기 동기 하위영역에 대한 대응표본 t검증 결과 
소집단 협동학습을 실시한 실험반은 영어 읽기의 중요성
(t=-.29, p=.388)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하위 영역에서 
유의수준 .05보다 낮은 유의확률을 보인 반면, 소집단 협
동학습을 실시하지 않은 통제반은 영어 읽기의 외재적 
동기(t=-1.88, p=.033)과 영어 읽기의 내재적 동기
(t=-2.92, p=.003), 영어 읽기의 자기효능감(t=-1.90, 
p=.031)을 제외한 2개 하위 영역에서는 평균 차이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평균이 감소하였
다. 일반 강의식 수업을 진행한 통제반과 비교하여 소집
단 협동학습을 실시한 실험반은 1개 하위영역을 제외한 

4개 하위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읽기 동기 수준
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집단 협동학습으로 영어 읽기 
수업을 진행한 후 실험반은 영어 읽기의 외재적 동기(평
균 3.28→3.43, p=.016), 내재적 동기(평균 3.37→3.67, 
p=.010), 회피(평균 3.63→3.76, p=.015), 자기 효능감
(평균 3.09→3.31,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
승했다. 이처럼 소집단 협동학습의 우호적인 학습 분위기
가 학습자에게로 하여금 자신감, 불안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영어 읽기를 회
피하지 않게 하는 효과까지도 거둘 수 있게 되었다(평균 
3.63→3.75, p=.015).

영어 읽기 동기 하위영역 중 유일하게 상승하지 않은 
“영어 읽기 중요성”(평균 3.60→3.63) 영역의 경우 한국
의 영여교육환경의 학습자들은 이미 영어 읽기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소집단 협동학습의 경험
이 확고한 인식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예상된다.

English 
reading 

motivation
Subarea

Group N
Average

t pBefore After differe
nce

external 
motives

control 57 3.29 3.36 -.08 -1.88 .033*  
experim-

ental 60 3.28 3.43 -.15 -2.21 .016*  

intrinsic
motive

control 57 3.33 3.58 -.26 -2.92 .003** 
experim-

ental 60 3.37 3.67 -.30 -2.39 .010**  

Importance
control 57 3.51 3.49 .02 .13 .447 

experim-
ental 60 3.60 3.63 -.03 -.29 .388 

Evasive
control 57 3.49 3.44 .05 .44 .332 

experim-
ental 60 3.63 3.76 -.13 -2.24 .015*  

self-efficie
ncy

control 57 3.08 3.20 -.12 -1.90 .031*  
experim-

ental 60 3.09 3.31 -.22 -3.46 .001***  
*** p<.001, ** p<.01, * p<.05

Table 8. Trial/Control Panel English Reading Motivation 
Analysis(before-after)

4.3 소집단 협동학습 인식에 관한 변화
연구가설 3. 소집단 협동학습을 적용한 집단의 소집

단 협동학습에 관한 인식의 변화가 실험 전과 실험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연구가설 3번을 검증하기 위해 교양영어 읽기 수업에
서 소집단 협동학습을 경험한 학생들에게 소집단 협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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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인식에 관한 설문(총 19문항)을 제시하고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소집단 협동학습에 관한 설문은 6개 영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집단 협동학습에 대한 참여가능성, 
소집단 협동학습과 영어 상세 영역별 관계, 소집단 협동
학습의 수업 분위기, 소집단 협동학습과 학습자 자아, 소
집단 협동학습의 만족도, 소집단 협동학습과 상호의존성
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평
가를 받았으며 3점의 경우 ‘보통’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평
균 3점 이상인 경우에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하였다.

소집단 협동학습 인식에 관한 여섯 영역의 측정치를 실
험 전과 비교했을 때 실험 후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승을 나타냈으며(평균 3.28→3.54, p<.01), 전
체 영역에서 최소 .27점, 최대 56점의 상승은 소집단 협
동학습 인식이 실험으로 인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것
을 보여준다. 소집단 협동학습을 경험한 학생들은 실험 전
보다 소집단 협동학습으로 대학 수업을 듣고 싶어 하는 욕
구가 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평균 3.08→3.42, 
p=.000), 이는 소집단 협동학습에 대한 만족도와 직결되
어 소집단 협동학습이 유익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실험 
후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평균 3.16→3.51, p=.000). 

특히, 소집단 협동학습의 수업 분위기에 관한 영역(평
균 3.09→3.64, p=.000)과 학습자아의 영역(평균 3.34→
3.62, p=.000)에서도 .과 함께 높은 상승을 보였다. 

이는 본 연구의 소집단 협동학습의 구성원 간 상호 긍
정적 의존으로 작용(평균 3.35→3.90, p=.003)으로 학습
에 임하게 되면서 영어 능력의 다양한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평균 3.35→ 3.64, p=.000) 

이는 학습자아의 영역과 같은 내면적 요소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소집단 
협동학습을 경험한 후 하부 영역들의 상호 긍정적 피드
백이 전반적인 소집단 협동학습 인식의 변화에 좋은 영
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평균 3.28→3.54, p=.000). 따라
서 연구가설 3 “소집단 협동학습을 적용한 집단의 소집
단 협동학습에 관한 인식의 변화가 실험 전과 후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채택되었다.

5. 결론 및 요약
본 연구는 대학 교양영어 수업에서 적용될 수 있는 소

집단 협동학습 수업 프로그램을 구상, 적용한 후 소집단 
협동학습이 영어 독해력과 영어 읽기동기에 미치는 영향
과 소집단 협동학습 인식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집단 협동학습을 적용한 집단의 영어 독해력 
점수와 소집단 협동학습을 적용하지 않은 집단의 영어독
해력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소집단 협동학습이 학생
들의 학업 능숙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선행 연
구들[13, 14]의 결과와 상응한 동시에, 대학 영어 수업 
환경이라는 특정한 수업 환경에 적용되기 위해 통합되고 
구상된 소집단 협동학습이 영어 독해력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는 효과적인 수업 방법이라는 것을 검증해 주고 있
다. 즉, “소집단 협동학습의 협동과정”이 영어 독해력 상
승에 끼친 영향이다. 구성원들과의 협동과 상호작용을 통
해 영어 텍스트를 이해하는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수
용되는 유연한 학습 분위기가 학습자들의 독해력 상승에 
일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협동학습에서 텍스트를 예습하
고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며 활발하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다. 소집단 토론 시 구성원들에게 
받는 격려나 지지가 더 많이 학습하는데 시간을 투자하
게 하고 협동학습에 더욱 열심히 참여하게 하고 이는 독
해력이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구성원간의 상

sub-area of 
collective learning 

recognition
Average Standard 

deviation t pBefore After differen
ce

Possibility of 
participation in 

joint study of the 
group

3.08 3.42 .33 1.22 -3.36 .001***  

Table 9. A Study on the Consistency of the 
Callers(before-after)

 Relationship 
between the 

Faculty Learning 
and English Detail 

Area of the 
Callers

3.35 3.64 .29 1.18 -3.52 .000***  

the atmosphere 
of a joint study of 

co-edition
3.09 3.64 .56 1.42 -5.28 .000***  

Collegiate 
Collaboration 
Learning and 

Learner Children
3.34 3.62 .27 .99 -3.69 .000***

Satisfaction of 
the group's 
collaborative 

learning
3.16 3.51 .35 1.19 -3.39 .000***

Summoner's 
Collaboration and 
Interdependence 

3.35 3.90 .55 1.24 -2.86 .003**  

Average 3.28 3.54 .27 1.60 -3.24 .000***  
*** p<.001, ** p<.0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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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을 통해 학생 중심의 이해와 문맥적 해석이 가능
하게 되고 이는 문맥적 지식을 재생산하도록 이끌며 이
러한 인지적 과정이 독해력 상승에 주요원인이라는 주장
이 이러한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 준다. 

이뿐만 아니라, 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 것 역시 학습
자의 영어 독해력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사
료된다. 교재로 사용된 문학 장르의 스토리 북 속의 다양
한 예시와 풍부한 문맥은 학습자가 해당 문체에 익숙해
지도록 유도하고 어휘, 통사적인 항목들을 더 잘 기억할 
수 있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소집단 협동학습을 적용한 집단의 영어 읽기동
기 점수와 적용하지 않은 집단의 영어 읽기동기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러한 연구결과는 소집단 협동학습이 학생들의 영어 읽기 
동기를 상승시켜 영어 읽기 학습에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수업 방법임을 검증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영어수업에서 소집단 협동학습을 경험한 학
생들의 자신감, 영어 읽기에 대한 흥미, 태도와 같은 정의
적 영역이 상승했다는 선행연구들[15, 16]의 결과와도 
상응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소집단 협동학습이 대학 교양
영어 읽기 수업이라는 수업 맥락을 반영하는 측정 요소
인 영어읽기 동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
힌 통계적 근거로써 대학 영어 읽기 수업 환경에서 소집
단 협동학습 적용의 필요성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협동학습의 안정적이며 즐거운 학습 환경 속에서 
협동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자신감과 흥
미도가 향상되며 영어 학습에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가
지게 되는 동기가 촉진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학문
적 능숙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우호적 수업 환경을 제공하는 협동학습이 학습자
의 정의적 영역과 영어 독해력에 상호 긍정적으로 관련
을 맺을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소집단 협
동학습이 제공하는 우호적 수업 환경과 수업 방식은 학
습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구성원들과의 다양한 협동 활동을 경험하게 하며 이 과
정에서 자신의 학습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고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활동들을 추구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습자의 영어 읽기 동기가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상승
된 영어 읽기 동기의 세부 영역들은 양질의 영어 읽기를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구성원과의 협동을 통해 혼자 
영어 읽기를 할 때 보다 풍부한 문맥적 해석과 접근방법
을 도출하게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직접 구성원에게 설명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의 정교화가 가능해지고 인지적 사고능력이 향
상 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소집단 협동학습을 적용한 집단의 인식변화가 
실험 전과 실험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특정 학습 환경에 적용되도록 세부
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구성된 소집단 협동학습의 
우호적인 학습 환경에서, 구성원과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
해 학습자는 유익한 학습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
다. 소집단 협동학습을 통해 학습자의 영어 독해력과 영
어 읽기 동기가 향상되었고 이는 소집단 협동학습 인식
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소집단 
협동학습으로 자유롭고 억압적이지 않은 분위기가 조성
되고 그런 분위기에서 구성원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
해 영어 읽기 수업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영
어의 하부적 영역들(어휘력, 독해력, 배경 지식, 영어 읽
기 동기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더불어 문학 장르의 
스토리 북이 영어 읽기 수업에서 언어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재로서의 속성이 소집단 협동학습
의 우호적인 수업 환경의 요소와 결합하여 영어능력 향
상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소집단 협동학습 인식의 여섯 개 
하부 영역들이 상호적으로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하면서 
전체적으로 소집단 협동학습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풀이되며, 소집단 협동학습을 통해 학생들
의 영어 독해력이 상승한 결과에 대한 다양한 이유를 제
시했을 뿐만 아니라 소집단 협동학습이 학생들의 소집단 
협동학습에 대한 인식에도 직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
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로써 소집단 협동학습이 대학 수업에서 널리 받아들
여지고 사용될 수 있는 수업 방법으로 인식 될 자격이 있
는 수업방법임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본 연구는 대학 교양영어 수업도
구로 스토리 북을 활용하여, 영어독해력, 영어읽기 동기, 
협동학습인식을 연구 하였지만, 좀 더 다양한 영역을 확
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스토리 북 뿐만 아니라 다
양한 수업도구를 활용하여 협동학습이 구성원 간의 상호
작용을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학 교양영어 
수업 시 대학생들 간의 협동학습을 통해 영어 독해력, 영
어 읽기동기, 협동학습 인식이 상승했으며, 이를 통한 자
아정체성, 자신감 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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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앞으로 대학 교양영어에서 협동
학습이 대학생의 영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방법
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시사하는 바
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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