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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학습공동체 프로그램 참여가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및 협동학습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 2학기에 A대학교 재학생 296명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SPSS를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공동체 프로그램 참여가 대학생의 협동학습역량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하위요인별 분석에서는 협동학습역량의 학습참여, 학습만족도 요인에서 프로그램 전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학년별 차이를 살펴본 바, 2학년과 3학년에서 프로그램 전후 협동학습역량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넷째,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공동체 프로그램 활동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

는 대학에서 진행되는 학습공동체 활동이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및 협동학습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학습공

동체 활동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학습공동체, 의사소통능력, 협동학습역량, 대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articipation in the learning 

community program on the communication skills and cooperative learning capabilities of college 

students. To this end, in the second semester of 2018, pre and post surveys were conducted on 296 

students at A University and analyzed using SPSS.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articipation of the learning community program in the cooperative 

learning capacity of college students. Second, in the analysis by sub-factor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in the factors of cooperative learning competency learning 

participation and learning satisfaction. Third, the differences between grad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2nd and 3rd grades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Fourth,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ions were made for learning community program activities and follow-up stud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learning community activities conducted at universities 

on the communication skills and cooperative learning capabilities of college students, and presented 

practical measures for the systematic operation and support of learning community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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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21세기 핵심역량을 높이

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2004년 

전미교육협회(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는 21

세기 핵심역량을 협동, 의사소통, 비판적사고, 창의력으

로 정하고 이러한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방식의 변화

를 추구했다[1]. 미래사회에서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창

출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책임감을 지니는 것 같은 전인

적· 정서적 역량이 중요하다[2]. 최근 대학에서는 학습자

의 정서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학

습공동체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학습공동체는 어

떠한 학습목표에 대해 공통의 관심사를 지닌 학생이 모

여서 자발적으로 팀을 구성하고 특정주제를 선정하여 학

습을 하는 활동이다[3]. 학습공동체 활동은 학생들의 문

제해결능력, 비판적사고력, 자기주도학습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키우는데 효과적이다[4]. 또한, 학습공동체를 

통한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습경험은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 학습태도 개선, 학습동기 유발에도 영향을 준다[5]. 

학습공동체 활동이 점점 증가하고 수업과 연계된 프로

그램 보다는 비교과 활동으로 점차 비중이 옮겨가고 있

지만[3], 학습공동체 운영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형식적인 학습공동체 실행, 빈번한 중도

탈락의 문제, 활동에 대한 성과 및 질 관리 미흡 등을 들 

수 있다[6]. 그러므로 대학에서는 학습공동체 활동의 체

계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의미를 보

다 분명히 해야 한다.

학습공동체의 목적은 함께 공부하면서 학습자의 학업

성취, 학습동기, 학습태도 등 다양한 영역에 유의미한 영

향을 주도록 하는 것에 있다. 미국에서도 600개 이상의 

대학에서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위한 효과성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학습공

동체 활동이 학업성취, 학업지속, 창의적 사고, 문제해결

능력, 협업능력,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7]. 국내에서도 학습공동체 활동이 대

학생의 인지적, 정의적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8]. 그러나 학습공동체 활동의 성과를 학업성취도[8,9]

와 같은 인지적 영역에 중심을 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

고, 정의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21세기 핵심역량(창의력, 협동, 비판적사고,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기에 21세기 핵심역량중 

의사소통능력과 협동학습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

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학습공동체 활동이 의사소통

능력과 협동학습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학에

서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가지

고 있다. 

첫째, 대학생의 학습공동체 참여는 의사소통능력, 협

동학습역량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대학생의 학년별 학습공동체 참여는 의사소통능

력, 협동학습역량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셋째, 대학생의 프로그램별 학습공동체 참여는 의사소

통능력, 협동학습역량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2. 이론적 배경

2.1 학습공동체의 개념 및 특성

학습공동체는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상

호작용을 통해 지식을 창출하고 학문적 성장을 추구하는 

공동체를 말한다[10]. 학습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학

습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라고 불린다[11]. 즉, 학습

자의 자발적인 참여아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학문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집단을 

학습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학습공동체의 핵심은 학습자가 학문적인 탐구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협력하여 학습을 한다는 것에 

있다[12]. 학습공동체 활동은 협력을 촉진하고 동료멘토

링, 모니터링과 같은 협력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한다

[13]. 대학에서 운영되는 학습공동체는 3~7명이 동일한 

학습목표를 위해 관심 영역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

유하며 진행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14].  

이러한 형태를 토대로 학습공동체의 성과를 분석한 연

구를 살펴보면,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3], 문제해결

능력[4], 학습전략, 대인관계기술[4], 학업동기, 학업몰입

[15]), 소속감 및 만족도[16])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습공동체 활동이 학업성취, 기초

능력 향상 등과 같은 인지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정의

적인 부분인 학습동기, 사회·정서적인 부분의 능력을 향

상시키는 데에도 영향을 준다. 

이러한 학습공동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목표의 구체성, 학습동기의 수준, 구성원의 책임감과 적

극성, 행정적인 구속력이 중요하다[17]. 또한, 대학의 전

략적 지원과 학습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피드백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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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의 상호작용, 학습공동체 실시여부를 확인할 수 있

는 장치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16]. 구체적으로는, 

첫째, 대학에서 활동의 전반에 대한 관리, 평가,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공동체 활동에 대한 전반

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 학습자

와 교수자의 동기를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교수 중심이 아닌 학습 중심의 프로그램이 운영

되어야 한다. 요구분석을 통해 학생이 원하는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오리엔테이션부터 최종발표회 까지 

전 과정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셋째, 피드백을 통한 학생과의 상호작용이 요구된다. 

학생이 제출하는 결과물뿐만 아니라 학생과 대면하여 학

생의 활동 경험을 직접 듣고 정기적으로 참여관찰의 노

력이 필요하다. 

넷째, 실제적으로 학습공동체가 실시되었는지 확인하

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순히 활동사진을 찍어 제출하거나 

소감문을 작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해진 장소나 정

해진 시간에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학습의 활

동을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리더에게만 모든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기 보

다는 구성원 각자가 역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하거나 혹은 주별로 리더를 바꾸어 진

행하는 방식도 효과적인 학습공동체 운영에 도움이 된다.

즉, 학습공동체 활동을 위해 멘토 제도, 오리엔테이션, 

학습공동체 리더 학생에 대한 리더십교육, 학습공동체 활

동 지원을 위한 모니터링 및 상담 제공, 학습공동체 구성

원에 대한 학습 컨설팅 제공 등에 관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습공동체 참여는 학생이나 

대학의 특성에 영향을 받고 일반적으로는 여학생이 남학

생보다 참여율이 높고,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이 참여율이 

높고, 단과대학별로는 인문·사회계열 학생의 참여가 높

고, 성적이 높고 우수한 학습전략을 사용하는 학생일수록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8]. 이러한 특성을 고려

하여 학습공동체 활성화 방안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2.2 학습공동체 활동의 영향

2.2.1 의사소통능력 

학습공동체 활동은 의사소통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19-22]. 대학생 895명을 대상으로 학습공동체 

활동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학습공동체 활동 수준에 상

관없이 지속적인 학습모임 참여만으로도 학습자의 의사

소통이 향상되었다[21]. 특히, 그룹스터디와 같은 활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22]. 

김옥분[19]의 연구에서는 대학생 111명을 대상으로 

학습공동체 형태의 교수방법이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의사소통능력의 하위 요인중 

정보수집과 타인의 관점이해 요인에서 유의미하게 향상

된 결과를 보였다.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이 학습자 상호간

의 의사전달과 의견 조율 과정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에 주의를 기울이고 선택적으로 정보를 수

집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다고 밝혔다. 즉, 학습공동체 

활동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의사소통능력을 

이끌었다.   

김혜진[23]의 연구에서는 학습공동체 참여집단과 학

습공동체 미참여 집단으로 구분하여 의사소통능력에 관

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학습공동체 참여 경험이 있는 대

학생 집단의 의사소통능력이 학습공동체 참여 경험이 없

는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처럼 학습공동체는 학습

자 스스로 학습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교육의 질을 높이

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염민호, 박선희[16]의 연구에서는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의사소통능력의 하위요소인 생각을 전달하는 것, 의

견을 경청하는 것, 의견을 이해하는 부분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생각을 전달하는 항목과 

의견을 이해하는 항목이 두드러진 변화를 보였다. 학습공

동체는 다양한 형식의 발표기회 제공으로 발표 불안을 

줄이고 소그룹별로 이루어지므로 자연스러운 토론의 과

정을 거칠 수 있다. 토론이나 발표 활동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학습공동체 활동은 학습

공동체 활동의 수준에 상관없이 의사소통능력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특히 정보수집, 타인의 관점이해, 생각

을 전달하는 부분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토론

과 발표의 과정을 통해서 학습하는 분위기를 형성에도 

도움을 주었다. 

2.2.2 협동학습역량

학습공동체 활동은 협동학습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3,16]. 대학교 재학생 231명을 대상으로 실험집

단과 통제집단으로 연구를 설계하였고, 실험집단 학생은 

교수학습센터에서 9주간 실시하는 학습공동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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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하였다. 연구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 협동능

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다른 

사람과 협력적 관계에서 성장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과정

을 통해 성공의 경험을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3]. 

염민호, 박선희[16]의 연구에서는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협업능력이 향상된 결과를 나타냈고 협업능력의 하

위요인인 공동작업시 협업과 타인과의 어울림에서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공동의 학습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함께 과제를 해결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

연스럽게 습득되는 능력이라고 보았다.

홍지인, 배상훈[9]의 연구에서는 2015년 학부교육 실

태조사(K-NSSE) 자료를 분석하여 학습공동체 참여가 어

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 다층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습공동체 참여가 사회·정서적 성과인 협동역량에 효과

가 있다고 하였다. 학습공동체 참여는 함께 공동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돕고 노력하는 과정을 거치

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호의존성을 가지게 된다[24]. 

박성희[3]의 연구에 따르면, 231명의 대학생을 대상으

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교수학습개발센터에

서 9주간의 학습공동체 프로그램 참여 결과를 비교한 결

과,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간 협동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

를 보였다. 학습자가 다른 학습자의 아이디어를 잘 경청

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협동능력 향상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정재원[25]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팀기반 

학습공동체를 8주 동안 실시한 결과 타인과의 관계를 형

성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학습을 경험하였다고 밝혔다. 

팀워크에 필요한 배려, 협동, 존중을 배우는 시간 이였으

며 혼자보다는 그룹으로 함께 하는 것이 결과물의 완성

도를 높이는 것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선행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협동학습역량은 타인과의 

협력적인 관계 형성에서 이루어지며 타인의 의견을 경청

하고 나와 다른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변화하였다. 

즉, 학습공동체 활동은 팀워크에 필요한 사회·정서적인 

것들을(배려, 협동, 존중) 배우는 시간이자 개인으로 학습

할 때보다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의사소통능력과 협동학습역량의 선행연구 결과를 정

리하면, 학습공동체 활동의 결과에 대한 효과성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연구의 규모와 내용은 매우 제한적이

며[3]. 실제 현장에서는 학습자의 중도탈락, 형식적인 수

준으로 진행되는 활동 등 학습공동체 활동에 대한 동기

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6].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학습공

동체 참여에 따른 효과성 분석을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

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2018년도 2학기 A대학교 교수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29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대상자는 자발적으로 학습공동체 프로그램

에 신청서를 낸 학생들이다. 연구대상의 학년은 1학년부

터 4학년까지 다양하게 분포하였고, 다양한 학과의 학생

이 참여하였다. 연구대상의 성별은 여자 173명(58%), 남

자 123명(42%)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1학년은 88

명, 2학년은 87명, 3학년은 82명, 4학년은 39명이다. 프

로그램별로는 040 164명, 튜터링 25명, BUP 49명, 

CUP 58명이다. 

grade learning community　 Total(%)

1

040 61(69.3)

Tutoring 9(10.2)

BUP 14(15.9)

CUP 4(4.6)

all 88(100)

2

040 49(57.3)

Tutoring 6(6.8)

BUP 23(26.4)

CUP 9(10.3)

all 87(100)

3

040 42(51.2)

Tutoring 8(9.8)

BUP 12(14.6)

CUP 20(24.4)

all 82(100)

4

040 12(30.8)

Tutoring 2(5.1)

BUP 0(0.0)

CUP 25(64.1)

all 39(100)

Total

040 164(55.4)

Tutoring 25(8.4)

BUP 49(16.6)

CUP 58(19.6)

all 296(100)

Table 1. Frequency of Survey Respondents     (n=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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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도구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석

재, 장유경, 이헌남, 박광엽[26]의 의사소통능력 척도와 

Jenkins-Farve[27]가 개발한 척도를 이효선[28]이 번안

해 사용한 협동학습역량 척도를 사용하였다. 

3.2.1 의사소통능력 측정도구

이석재, 장유경, 이헌남, 박광엽[26]의 의사소통능력 

척도는 총 4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도구는 한국교육

개발원에서 대학생 및 성인의 의사소통능력 측정을 위해 

개발된 도구이다. 대학생의 문항에 대한 반응은 7점 리커

트 방식으로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7)’까지 응답하였다. 이석재 등[26]의 연구

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0 이었고, 본 연구

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27 이다. 하위요

인별로는 정보수집 .91, 경청 .88, 고정 관념적 사고극복 

.92, 개방적 의사소통 .90, 자기 드러내기 .89, 주도적 의

사소통 .90, 타인 관점 이해 .93으로 나타났다. 

3.2.2 협동학습역량 측정도구

Jenkins-Farve[17]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협

동학습역량 척도는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학습참

여, 학습만족도, 집단 내 차별, 안정감 수준 등 4개의 하

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5점 

리커트 방식으로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에

서 ‘매우 그렇다(5)’까지 응답하였다. Jenkins-Farve[17]의 

연구에서 협동학습역량의 신뢰도는 .75로 나타났으며 이를 

번안하여 사용한 이효선[28]의 연구에서는 3문항을 뺀 

16문항을 사용하여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14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내적합치도(Cronbach's α)가 

.831이다. 하위요인별로는 학습참여 .91, 집단내차별 

.88, 안정감 .86, 학습만족도 .90으로 나타났다. 

3.3 학습공동체 프로그램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 Table 2와 같다.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의 운영은 총 8주 동안 이루어지며, 

학생이 스스로 주제를 설정하고 자발적으로 팀을 이루어 

공부한다. 1개 팀은 4~6명으로 구성된다. 주 1회 2시간

씩 총 16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참여하며 진행된다. 활동

이 끝나면 최종보고서, 포트폴리오, 소감문 제출이 이루

어진다. 처음에 각 팀의 리더 오리엔테이션이 1회 개최되

고, 중간보고회가 1회 개최된다. 매주 활동내용에 대한 

결과를 LMS에 탑재하도록 하였다. 학습공동체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학습공동체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활동을 점검하였다. 

Learning 
Community 

program
features

Tutoring
This is a program where a tutor who has excellent 
skills in the subject and a tutor who wants to get 

help in learning are teamed together.

040

This program is a team of students who have 

common interests such as supplementing the 
courses taken in the semester or studying in a 
deeper way, competition, and discussion.

BUP(Basic 
Upgrade 
Program)

This is an after-school class for foreign language, 
mathematics, and basic subjects, which is the 
foundation of university mathematics ability.

CUP(Career 
Upgrade 
Program)

This course is an after-school course for students 
who want to get a certificate of major, prepare for a 

foreign language proficiency test, prepare for a 
national examination, etc. It is a learning program 
where about 15 students from Mentor (professor) 
and Mentee 

Table 2. Learning Community Program Features

3.4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사전검사는 2018년 9월 둘째주에 실시되었고, 사후 

검사는 프로그램이 끝난 시점인 2018년 12월 말에 실시

되었다. 총 296부의 자료를 수집하고 296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의 t검증을 사용하였다. 

4. 연구결과

4.1 학습공동체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효과성 분석

    결과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의 참여 전후 학생들의 협동학습

역량과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의사소통능

력(t=2.382, p<.001)은 프로그램 참여전보다 참여후 감

소하였고, 협동학습역량(t=-3.905, p<.01)은 프로그램 

참여 전 보다 참여 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본 프로그램

이 학생들의 협동학습역량 함양에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division time M SD t

Communication
pre 3.81 .40

2.382*

post 3.76 .37

Table 3. Differences between the communication 

ability and the cooperative learning capacity 

according to participation in th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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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factor time M SD t

Communicat
ion

Information 

collection

pre 4.20 .53
-1.849

post 4.25 .52

Listen
pre 3.65 .51

-4.289***

post 3.79 .53

Stereotypical 
thinking 

overcoming

pre 4.04 .71

5.826***

post 3.81 .52

Open 
communication

pre 3.82 .55
23.029***

post 3.10 .28

Self examination
pre 3.65 .55

-4.185***

post 3.79 .58

Initiative 
communication

pre 3.52 .62
-7.130***

post 3.78 .58

Understanding 
Others’ 

Perspectives

pre 3.80 .58

-3.047**

post 3.91 .65

Cooperative 
Learning 

Competency

Learning 

Participation

pre 6.03 .97
-3.683**

post 6.21 .86

Intragroup 
discrimination

pre 6.60 .95
-1.461

post 6.69 .97

a sense of stability
pre 6.24 1.10

-1.832
post 6.36 1.02

learning satisfaction
pre 5.96 1.02

-3.444**

post 6.14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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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Difference test results by factors of communication 

ability and cooperative learning capacity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의 참여가 의사소통능력의 하위 

요인별로 어떤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프로그램 

참여전과 후에 대한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경청(t=-4.289, p<.001), 고정 관념적 사고극복(t=5.826, 

p<.001), 자기 드러내기(t=-4.185, p<.001), 주도적 의사

소통(t=-7.130, p<.001), 타인관점 이해(t=-3.047, p<.01) 

요인에서 프로그램 참여 전 보다 참여 후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증가하였다. 개방적 의사소통(t=23.029, p<.001)의 

경우 사전 검사보다 사후검사에서 감소하였다.

또한,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의 참여가 협동학습역량 요

인별로 어떤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프로그램 전

과 후에 대한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학습참

여(t=-3.683, p<.01), 학습만족도(t=-3.444, p<.01) 요인

에서 프로그램 참여 전 보다 참여 후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증가하였다. 

4.2 학습공동체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학년별 효과

    성 분석결과

4.2.1 1학년

1학년 학생의 프로그램 참여 전후 협동학습역량의 차

이를 알아보기 위해 차이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division time M SD t

Cooperative 
Learning 

Competency

pre 6.12 .76
-1.929

post 6.26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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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Examination of pre-post differences in first 

year cooperative learning capacity

4.2.2 2학년

2학년 학생의 프로그램 참여 전후 협동학습역량의 차

이를 알아보기 위해 차이검증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037, p<.05). 즉, 

프로그램의 참여가 협동학습역량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division time M SD t

Cooperative Learning 
Competency

pre 6.22 .76
-2.037*

post 6.35 0.61

*p<.05

Table 6. Verification of preliminary post hoc differences 

in 2nd grade cooperative learning capacity

협동학습역량의 요인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요인이 

프로그램 전보다 후의 수준이 증가하였다.

factor time M SD t

Learning 
Participation

pre 6.09 .98
-1.248

post 6.20 .85

Intragroup 
discrimination

pre 6.58 1.02
-1.569

post 6.75 0.59

a sense of 
stability

pre 6.24 1.07
-1.860

post 6.44 .80

Learning 

satisfaction

pre 6.05 1.02
-.699

post 6.12 .92

*p<.05

Table 7. Preliminary Post-Variation Verification by Factors 

of Second Grade Cooperative Learning Competency

Cooperative Learning 
Competency

pre 6.18 .62
-3.905*

post 6.33 .54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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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3학년

3학년 학생들의 프로그램 참여 전후 협동학습역량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t=-3.760, p<.01). 즉, 프로그램 참여 후 학생들의 협동

학습역량이 증가하였다.

division time M SD t

Cooperative Learning 

Competency

pre 6.13 .78
-3.760**

post 6.39 .73

**p<.01

Table 8. Verification of preliminary post hoc differences 

in 3rd grade cooperative learning capacity

3학년 학생의 프로그램 참여 전후 협동학습역량의 요

인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학습참여(t=-4.401, p<.01)와 

학습만족도(t=-4.065,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 즉, 프로그램 참여 후 학생들의 학습참여

율과 학습만족도가 증가하였다.

factor time M SD t

Learning 

Participation

pre 5.98 .99
-4.401***

post 6.34 .84

Intragroup 
discrimination

pre 6.6 .84
-.083

post 6.61 1.11

a sense of 

stability

pre 6.19 1.19
-1.738

post 6.42 1.07

Learning 
satisfaction

pre 5.86 1.06
-4.065***

post 6.24 .94

***p<.001

Table 9. Verification of pre-post difference by factor of 

3rd year cooperative learning capacity

4.2.4 4학년

4학년 학생의 프로그램 참여 전후 협동학습역량의 차

이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3 학습공동체 프로그램별 효과성 분석결과

4.3.1 040(공부사랑공동체) 프로그램

040 프로그램의 참여가 협동학습역량과 의사소통능

력 요인별로 어떤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프로그

램 참여 전과 후에 대한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division factor time M SD t

Communic

ation

Information collection
pre 4.25 .54

-.422
post 4.27 .52

Listen
pre 3.68 .47

-3.130**

post 3.81 .50

Stereotypical thinking 
overcoming

pre 4.15 .69
6.416***

post 3.87 .52

Open communication
pre 3.87 .58

17.032***

post 3.01 .31

Self examination
pre 3.67 .53

-1.848
post 3.76 .57

Initiative 
communication

pre 3.55 .61
-2.189*

post 3.65 .63

Understanding Others’ 
Perspectives

pre 3.84 .56
-1.507

post 3.91 .65

Cooperativ
e Learning 
Competen

cy

Learning Participation
pre 6.15 .86

-2.200*

post 6.30 .76

Intragroup 

discrimination

pre 6.69 .90
-.825

post 6.75 .71

a sense of stability
pre 6.42 .90

-.106
post 6.43 .98

Learning satisfaction
pre 6.09 .91

-2.62**

post 6.27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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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1. Difference test results by factors of cooperative 

learning capacity and communication ability

분석 결과, 의사소통능력의 경청(t=-3.130, p<.01), 고

정관념적 사고극복(t=6.416, p<.001), 개방적 의사소통

(t=17.032, p<.001), 주도적 의사소통(t=-2.189, p<.05) 

요인에서 프로그램 참여 전 보다 참여 후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협동학습역량의 학습참여(t=-2.200, 

p<.05), 학습만족도(t=-2.629, p<.01) 요인에서 프로그램 

참여 전 보다 참여 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4.3.2 튜터링 프로그램

튜터링 프로그램의 참여가 협동학습역량과 의사소통

능력 요인별로 어떤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프로

그램 참여 전과 후에 대한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division time M SD t

Communication
pre 3.85 .40

.479
post 3.81 .48

Cooperative Learning 
Competency

pre 6.31 .76
.277

post 6.28 .74

*p<.05

Table 10. Verification of preliminary post hoc differences 

in 4th grade communication ability and 

cooperativ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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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factor time M SD t

Communicati
on

Information collection
pre 4.20 .57

-.232
post 4.22 .44

Listen
pre 3.57 .62

-.635
post 3.65 .51

Stereotypical thinking 

overcoming

pre 4.06 .67
.777

post 3,95 .44

Open communication
pre 3.88 .59

6.836***

post 3.01 .23

Self examination
pre 3.64 .64

-1.648
post 3.81 .51

Initiative 
communication

pre 3.50 .68
-1.985

post 3.70 .72

Understanding 
Others’ Perspectives

pre 3.77 .75
.327

post 3.73 .66

Cooperative 
Learning 

Competency

Learning Participation
pre 6.34 .91

-.807
post 6.46 .83

Intragroup 
discrimination

pre 6.61 .77
-.299

post 6.65 .79

a sense of stability
pre 6.16 1.39

-.723
post 6.34 1.08

Learning satisfaction
pre 6.25 1.09

.271
post 6.2 1.03

***p<.001

Table 12. Difference test results by factors of cooperative 

learning capacity and communication ability 

according to participation in tutoring program 

분석결과, 의사소통능력의 경우 개방적 의사소통

(t=6.836, p<.001) 요인에서 프로그램 참여 전 보다 참

여 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협동학습

역량의 경우 요인별 유의한 차이는 확인할 수 없으나

(p>.05) 학습참여, 집단내 차별, 학습만족도, 안정감에서 

프로그램 참여 전 보다 참여 후 평균값이 증가하였다.

4.3.3 BUP(Basic upgrade program) 프로그램

BUP 프로그램의 참여가 협동학습역량과 의사소통능

력 요인별로 어떤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프로그

램 참여 전과 후에 대한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의사소통능력의 경우 경청(t=-2.230, p<.05), 

고정 관념적 사고극복(t=3.488, p<.01), 개방적 의사소통

(t=12.567, p<.001)요인에서 프로그램 참여 전 보다 참여 

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협동학습역량

의 경우 요인별 유의한 차이는 확인할 수 없으나(p >.05) 

학습참여, 집단내 차별, 안정감, 학습만족도에서 프로그

램 참여 전 보다 참여 후 평균값이 증가하였다. 

4.3.4 CUP(Career Upgrade Program) 프로그램

CUP 프로그램의 참여가 협동학습역량과 의사소통능

력 요인별로 어떤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프로그

램 참여 전과 후에 대한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division factor time M SD t

Communi
cation

Information collection
pre 4.18 .49

-1.851
post 4.30 .49

Listen pre 3.66 .47 -2.230*

Table 13. Difference test results by factors of cooperative 

learning capacity and communication ability 

according to participation in BUP program

post 3.79 .49

Stereotypical thinking 
overcoming

pre 4.03 .65
3.488**

post 3.72 .46

Open communication
pre 3.84 .46

12.567***

post 2.97 .18

Self examination
pre 3.71 .54

-1.877
post 3.85 .55

Initiative 

communication

pre 3.56 .60
-1.405

post 3.65 .62

Understanding Others’ 
Perspectives

pre 3.83 .50
-1.813

post 3.95 .56

Cooperativ
e Learning 
Competen

cy

Learning Participation
pre 5.82 1.08

-.930
post 5.94 .93

Intragroup 
discrimination

pre 6.36 1.21
-1.144

post 6.57 .77

a sense of stability
pre 6.17 1.09

-.352
post 6.24 1.04

Learning satisfaction
pre 5.77 1.12

-1.042
post 5.8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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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ision factor time M SD t

Communicati
on

Information collection
pre 4.05 .51

-1.769
post 4.17 .61

Listen
pre 3.62 .60

-2.167*

post 3.81 .63

Stereotypical thinking 

overcoming

pre 3.72 .84
.219

post 3.69 .61

Open communication
pre 3.64 .50

8.489***

post 3.01 .29

Self examination pre 3.52 .59 -3.648**

Table 14. Difference test results by factors of cooperative 

learning capacity and communication ability 

according to participation in 040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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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의사소통능력의 경청(t=-2.167, p<.05), 

개방적 의사소통(t=8.489, p<.001), 자기 드러내기

(t=-3.648, p<.01), 주도적 의사소통(t=-3.833, p<.001), 

타인관점 이해(t=-2.907, p<.01) 요인에서 프로그램 참

여 전 보다 참여 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

한, 협동학습역량의 학습참여(t=-3.271, p<.01), 안정감

(t=-2.726, p<.01), 학습만족도(t=-2.582, p<.05) 요인에

서 프로그램 참여 전 보다 참여 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학습공동체 프로그램 참여가 대학생의 의사

소통능력 및 협동학습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이

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첫째, 학습공동체 프로그램 참여가 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및 협동학습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학

습공동체 프로그램의 참여 전후 학생들의 협동학습역량

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습공동체 프로

그램이 협동학습 역량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3,20]와 일치하는 결과이

다. 박성희[3]의 연구에서는 대학생119명을 대상으로 교

수학습센터에서 실시하는 학습공동체 활동을 실시한 결

과, 대학생의 협동능력이 향상되었다. 학습공동체는 스스

로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학생들과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심층학습(deep learning)

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29]. 그러므로 대학생의 협동학

습역량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학습공동체 참여가 요구

되는 바이다.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원인은 개방적의사소통 요인의 점수가 

낮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추후에 진행되는 학습

동아리 운영에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분위

기를 조성하고 토론이나 발표의 기회를 많이 부여하여

[16] 리더뿐만이 아니라 참여 학생 모두가 의견을 낼 수 

있는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선행연구에

서도 학습공동체 참여가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차이가 나

타나지 않은 연구들이[3,20이 있었으며 이를 위해 학습

공동체 운영과 관련된 여러 조건들(팀구성 방법, 팀리더

의 리더쉽 유형, 학습지원서비스 등)이 의사소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분석과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협동학습역량의 하위 요인별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협동학습역량의 하위요인인 학습참여, 학습만족도

에서 프로그램 전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의 특성상 함께 협업하고 타인과 

어울려서 과제를 해결하며 자연스럽게 협업능력이 향상

된 것으로 보인다[16]. 학습공동체를 통해 팀워크에 필요

한 배려, 협동, 존중을 배우며 질 높은 결과물을 창출하고

[25], 혼자 학습할 때보다 즐거운 학습의 경험을 이루고 

이러한 경험이 학습자간의 협동학습능력의 증진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학습공동체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학년별 차이

를 살펴본 결과, 2학년과 3학년에서 프로그램 전후 협동

학습역량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공동체 참여가 협동능력을 향상시켰다는 선

행연구[3,16]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1학년과 4학년의 경

우 협동학습역량에서 차이를 관찰할 수 없었기에 그 원

인에 관해서 추후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을 통한 원인 탐

색이 요구된다. 

넷째, 학습공동체 프로그램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040, CUP 프로그램이 튜터링, BUP프로그램보다 의사

소통능력, 협동학습역량 증진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040프로그램은 의사소통능력의 자기 

드러내기와 타인 관점 이해를 제외한 경청, 고정 관념적 

사고극복, 개방적 의사소통, 주도적 의사소통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협동학습역량에서

는 학습 참여, 학습 만족도에서 프로그램 참여 전보다 참

여 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튜터링 프로그램은 의사소통능력의 개방적 의사소통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협동학습

post 3.80 .62

Initiative 
communication

pre 3.41 .63
-3.833***

post 3.75 .69

Understanding 

Others’ Perspectives

pre 3.67 .61
-2.907**

post 3.94 .69

Cooperative 
Learning 

Competency

Learning Participation
pre 5.69 1.06

-3.271**

post 6.05 1.00

Intragroup 

discrimination

pre 6.53 .88
-.581

post 6.53 1.02

a sense of stability
pre 5.79 1.34

-2.726**

post 6.26 1.08

Learning satisfaction
pre 5.62 1.07

-2.582*

post 5.94 1.07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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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의 경우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BUP 프로

그램은 의사소통능력의 경우 경청, 고정 관념적 사고극

복, 개방적 의사소통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협동학습역량의 경우 요인별 유의한 차이는 확

인할 수 없었다. CUP 프로그램은 의사소통능력의 경청, 

개방적 의사소통, 자기 드러내기, 주도적 의사소통, 타인

관점 이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협동

학습역량의 경우 학습참여, 안정감, 학습 만족도 요인에

서 프로그램 참여전보다 참여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튜터링 프로그램과 BUP프로

그램에서 협동학습역량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습자간의 상호작

용의 기회를 높이고[19], 의견을 조율하고 타인의 아이디

어를 경청하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노력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25].

본 연구는 학습공동체 프로그램 참여가 대학생의 의사

소통능력 및 협동학습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는 학습공동체 참여에 따른 효과를 실증적

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학습공동체 운

영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학습공동체가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학습공동체 프로

그램은 주로 국고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이

러한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학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충분한 활동지원금을 

제공하고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노력 또한 뒷받침 되어

야 한다[30].  

둘째, 학습공동체 활동시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구

조적인 장치(역할분담, 지속적인 모니터링, 모두에게 역

할 부여하기, 공동의 팀규칙 설정 등)들이 필요하다. 이러

한 구조적 장치들이 학습동기를 지속하고 촉진하는 하나

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참여인원이 적은 학년과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처방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

서는 4학년의 참여가 너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학습공동체 프로그램 

주제나 활동에 관한 요구분석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러

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신규프로그램을 개설하거나 현

재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모든 학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중에서는 

BUP프로그램의 참여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원인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

다. 교수님의 지원이나 운영방식을 수정 및 개선하여 효

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효과적인 팀 운영을 위해서는 팀당 참여 인원수

를 15명에서 8명으로 줄여서 운영되어야 한다. 팀당 참

여인원을 줄이면 리더나 멘토교수의 지원과 피드백, 학습

자 상호간의 의견개진 및 조율의 기회가 높아질 것이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오리엔테이션에서 이전 학기의 우수사례

를 소개하거나 구체적인 운영 방법들을 제시해준다면 학

습공동체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결론 및 논의를 토대로 연구의 한계점과 추가

적인 방법론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검사이기 때문에 대학생

의 주관적 판단과 실제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왜곡된 응답과 불성실한 응답의 가능성이 있기에 

후속연구에서는 인터뷰, 관찰법 등 을 토대로 한 질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의 특정 대학에만 국한되어 

이루어졌다. 대학마다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의 유형이 다

양하다. 그러므로 참여대학 범위를 넓히고 학습공동체 효

과성을 밝히기 위해 교수설계 및 모형개발에 대한 연구

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전체 프로그램의 효과, 학년별 효

과, 프로그램별 효과를 살펴보았으나 단과대학별 분석이

나 성별에 따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추후 연구에

서는 단과대학별,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다면 구체적

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

을 것이다. 

넷째, 추후 연구에서는 메타분석을 활용하여 학습공동

체 효과성 분석 및 학습공동체 프로그램 설계시 효과성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절변인 분석을 실시하는 것도 의

미가 있을 것이다. 이는 학습공동체의 객관적인 효과를 

파악하고 학습공동체 프로그램 설계시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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