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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협동학습에서 보상 제공 방법의 효과를 학생들의 성취도, 학습 동기, 수업 환경에 대한 인 

식, 그리고 보상 제공 방법에 대한 인식의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서울시 남녀 공학 중학교에서 1학년 61명을 선정하 

고 '물질의 세 가지 상태，, 분■자 운동，,，상태 변화와 열에너지，단원에 대하여 14차시 동안 수업을 실시하였다. 보상 

제공 방법은 과제 지향 보상과 수행 지향 보상으로 구분하였다. 연구 결과, 상위 학생들은 과제 지향 보상 집단에서, 

하위 학생들은 수행 지향 보상 집단에서 성취도 중 적용 영역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과제 지향 보상 집단이 학습 

동기 중 주의집중과 관련성, 수업 환경에 대한 인식 중 과제 지향성, 참여도, 질서와 조직성에서 유의미하게 높았다.

주제어: 보상 제공 방법, 협동학습, 성취도, 학습 동기, 수업 환경에 대한 인식

ABSTRACT.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two types of reward methods in cooperative learning were investigated upon 
students' achievement, learning motivation, perceptions of learning environment and perceptions of reward methods. 
Seventh graders (N=61) were selected from a co-ed middle school in Seoul, and were taught about 'three states of mat
ter', 'motion of molecules5 and 'change of state and thermal energy, for 14 class hours. Reward methods were classified 
into task-oriented reward and performance-oriented reward. The results revealed that high-level students performed better 
in the task-oriented reward group, and low-level students performed better in the performance-reward group for the 
'application' subcategory of the achievement test. The scores of attention and relevance in learning motivation and task 
orientation, involvement, and order and organization in perceptions of learning environment test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task-oriented reward group than those in the performance-oriented reward group.

Keywords: Reward Methods, Cooperative Learning, Achievement, Learning Motivation, Perceptions of Learning Envi
ronment

서 론

최근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는 협동학습 

은 전통적인 소집단 학습과 달리 긍정적 상호의존성, 

개별적 책무성, 대면적 상호작용, 협동적 기술, 집단 과 

정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 중 긍정적 상호의존성은 협 

동적 상황이 구조화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서, 

서로의 성공을 위한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들의 인지적 • 

정의적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 이러한 긍정 

적 상호의존성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부분의 협 

동학습에서는 집단 보상 방법을 사용해 왔다.3 즉 집단 

보상 구조 하에서는 구성원들 사이에 서로 돕는 협동 

강화 현상이 유발되기 때문에, 개별 보상보다는 집단 

보상을 제공할 때 보다 일관되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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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心

지금까지 협동학습에서의 집단 보상은 주로 소집단 

단위의 학습 활동 후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퀴즈 점수에 

기초하여 제공되었다.研 그러나, 학습 결과에 기초한 기 

존의 보상 방법은 학생들이 소집단 활동을 통한 학습 

과정 자체보다는 결과에 집착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협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러한 문제에 대하여 목표 이론(goal-theory)은 보상 방 

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목표 이론에서 학 

습 목표를 크게 과제 지향적 (task-oriented)인 것과 수행 

지향적 (performance-oriented)인 것으로 구분하는 것과 

같이 , 보상을 제공하는 방법도 학습 과정의 평가에 초 

점을 맞추는 과제 지향 보상과 학습 결과에 초점을 맞 

추는 수행 지향 보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이 중 소 

집단 활동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과제 지향 보상은 긍 

정적인 소집단 활동에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협동학 

습의 근간이 되는 활발한 언어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과제 지향 보상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데 , 외국 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협동학습에서 과제 지향 보상 및 수 

행 지향 보상을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 

지만 대체적으로 과제 지향 보상 집단의 점수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 국내의 경우에는 집단 보상과 개별 보 

상을 비교한 연구는心 이루어졌으나, 과제 지향 보상과 

수행 지향 보상을 비교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 

다. 한편, 협동학습에서 성취 수준에 따라 보상 유무의 

효과가 달라지므로과제 지향 보상과 수행 지향 보상 

으로 보상 제공 방법 이 달라질 경우에도 학습자의 성취 

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 과학 수업에서 성취 수준 

및 보상 제공 방법에 따른 협동학습의 효과를 조사하였 

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과제 지향 보상 및 수행 지향 보상으로 보상 제공 

방법을 달리한 협동학습이 학생들의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한다.

2. 과제 지향 보상 및 수행 지향 보상으로 보상 제공 

방법을 달리한 협동학습이 학생들의 학습 동기, 수업 

환경에 대한 인식, 보상 제공 방법에 대한 인식에 미치 

는 효과를 조사한다.

3. 학생들의 성취도, 학습 동기, 수업 환경에 대한 인 

식의 측면에서 보상 제공 방법과 학생들의 성취 수준 

사이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를 조사한다.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한 님녀 공학 중 

학교 1학년 학생 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중간 고 

사 과학 성적이 유사한(MS=L60, F=0.00, p=0.947) 2 

학급을 선정하여 , 학급별로 과제 지향 보상 집단(task) 

과 수행 지향 보상 집단(performance)으로 배치하였다. 

두 학급의 중간 고사 과학 성적 평균값을 기준으로 성 

취 수준 상 • 하위 집단을 구분하였으며, 구분한 각 집 

단의 학생 수는 Table 1과 같다.

연구 절차. 수업 처치 이전에 학습 동기와 수업 환경 

에 대한 인식 검사를 실시한 후, 2차시 동안 새로운 수 

업 방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및 연습 수업을 실시하였 

다. 또한, 처치 교사가 협동학습에 익숙해지도록 연구 

자와 면담 및 워크샵을 실시하였다. 수업 처치로는 '물 

질의 세 가지 상태', 분자 운동', 상태 변화와 열에너 

지' 단원에 대하여 14차시 동안 각 집단별로 보상 제공 

방법을 달리한 협동학습을 실시하였다. 교사는 매 차시 

다른 학급을 대상으로 협동학습 수업을 연습하였고, 연 

구자는 집단별로 2~3회 수업을 참관하여 수업 처치가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였다. 수업 처치가 끝난 후, 

성취도, 학습 동기, 수업 환경에 대한 인식, 보상 제공 

방법에 대한 인식 검사를 실시하였다.

수업 처치. 수업 처치 이전의 과학 성적 평균을 기준 

으로 상 • 하위 2명씩 성별을 고르게하여 4인 1조의 소 

집단을 구성하였다. 활동지는 도입을 위한 같이 생각 

해 보자，, 실험활동이 있는 경우는 실험 결과와 결과 해 

석을 기록하는 "함께 관찰하면서 기록하자', 실험활동 

이 없는 경우는 조사 활동 내용과 자료를 해석하는 함 

께 기록하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는，조원끼리 서로 

토의하여 정리해 보자', 배운 내용을 생활이나 새로운 

상황에 적용해 보는 함께 풀어보자' 등의 4단계 과정 

으로 구성하였다. 활동지는 조원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조별로 2부씩 나누어 주었으며, 긍정적 목표의존성과 

상호의존성을 부여하기 위해13 1부만 제출하게 하였고, 

활동지에 조원 모두의 의견을 포함하도록 강조하였다.

Table 1. Numbers of the subjects

Task Performance
High 15 18
Low 13 15
Total 28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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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원에게 개별적 책무성을 부여하기 위해 조장, 

질문자. 기록자, 자료관리자의 4가지 역할을 부여하여 

이를 교대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과제 지향 보상 집단에서는 협동학습에서 중요시되 

는 소집단 기능과 협동적 기술w 중 긍정적 상호의존 

성을 증가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10가지 행동을 

선별하여 (예: 서로 자세히 설명 해주기, 모든 조원이 참 

여하기, 역할에 충실하기 등) 교실 앞에 게시하였다. 이 

러한 행동 목록에 대하여 교사가 매 시간 학생들의 활 

동을 관찰하여 교사 점검표를 작성한 후, 이를 기초로 

소집단 활동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2~3차시에 한번 제 

공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활동지에서 "함께 풀어보자， 

를 중심으로 평가한 점수도 피드백에 활용하였다. 이에 

비해 수행 지향 보상 집단에서는 2~3차시에 한번 퀴즈 

를 실시하고 조원들의 퀴즈 점수를 합산한 조 점수를 

게시하는 보상을 실시하였다.

검사 도구. 성취도 검사지는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 

으로 나눈 이원 목표 분류표에 따라 구성하였다. 내용 

영역은 처치 기간에 학습한 '물질의 세 가지 상태，, 상 

태 변화',，상태 변화와 열에너지，,，분자 운동，,，압력，, 

'기체의 압력과 부피 관계 ', '기체의 온도와 부피 관계， 

이며 , 문항 수는 수업 차시에 비례하여 구성하였다. 행 

동 영 역은 Bloom의 교육 목표 분류에 따라 지식 6문항, 

이해 7문항, 적용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성취도 검사 

지는 과학교육 전문가 3인과 현직 교사 1 인으로부터 안 

면 타탕도를 검증 받았고, 검사 실시 후 구한 내적 신 

뢰도(Cronbach's a)는 0.84였다.

학습 동기 검사지는 Keller의 ARCS 이론에 근거하 

여 개발된 Course Interest Survey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주의집중, 관련성 , 자신감, 만족감의 하위 범 

주에 대하여 각각 8~9문항씩 34문항 5단계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a)는 사전 검사에서 하위 범주별로 0.81, 0.86, 0.55, 

0.78, 사후 검사에서 0.81, 0.86, 0.62, 0.86이었다.

수업 환경에 대한 인식 검사지는 축소본 Classroom 

Environment Scale16 중에서 참여성 , 친화성 , 교사의 지 

원성,과제 지향a질서와조직성 범주에 대하여 각각 

4문항씩 20문항을 5단계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a)는 사전 검사에서 하 

위 범주별로 0.74, 0.46, 0.57, 0.33, 0.83, 사후 검사에 

서 0.69, 0.72, 0.70, 0.48, 0.77이었다.

보상 제공 방법에 대한 인식 검사지는 '이전 수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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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르게 조 점수를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 

까?', 선생님께서 조 점수를 주신 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전에 개별적으로 점수를 주었을 때보다 

조 점수를 받았을 때 공부를 더 열심히 하였습니까?'의 

질문에 대하여 리커트 척도와 서술형으로 구성하였다.

분석 방법. 연구의 종속 변인인 성취도, 학습 동기, 수 

업 환경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성취 수준 및 보상 제공 

방법에 따른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이원 공변량 분석 

(ANCOVAJ을 실시하였다. 통계 분석을 위해 기본 가정 

을 검토한 결과, 성취도의 지식 및 적용은 동변량성을 

만족하지 못하여 반전 후 제곱근을 씌우는 변환을" 한 

후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수업 환경에 대한 

인식 중 참여성은 변환으로도 동변량성을 만족하지 못 

하여 비모수 통계 방법 인 Mann-Whitney U tes를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수업 환경에 대한 인식 중 과 

제 지향성은 공변인의 효과 검증이 유의미하지 않아서 

사전 동질성 (p=0.305)을 조사한 후 변량 분석 (ANOVA) 

를 실시하였으며, 보상 제공 방법에 대한 인식 검사에 

대해서는 X2 검증을 실시하였다. 성취도의 경우는 수학 

성적을, 학습 동기 및 수업 환경에 대한 인식은 각각의 

사전 검사를 공변인으로 사용하였으며, 구획 변인으로 

중간 고사 과학 성적을 사용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에 

는 SPSS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결과 및 논의

성취도에 미치는 효고卜. 성취 수준 및 보상 제공 방법 

에 따른 성취도 검사의 평균 및 교정 평균을 Table 2에 

제시하였다. 이원 공변량 분석 결과 지식과 이해 영역 

에서는 두 집단 간에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 

나지 않았으나(지식: 주효과 MS=0.04, F=0.13, p=0.715, 

상호작용 효과 MS=0.07, F=0.21, p=0.650; 이해: 주효 

과 MS=L81, F=0.74, p=0.392, 상호작용효과 MS=2.52, 

F=1.04, p=0.313), 적용 영역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나 

타났다(7泌Ze 3, Fig. 1). 단순 검증 결과에서는 상, 하 

위 집단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상위 : MS=L39, 

F=2.86, p=0.101, 하위 : MS=0.90, F=2.85, p=0.104). 즉, 

상위 학생들은 과제 지향 보상 집단에서, 하위 학생들 

은 수행 지향 보상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적용 영역 점 

수가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과제 지향 보상 집단에서 

는 활동지의 함께 풀어보자' 부분이 조 점수에 큰 영 

향을 미치므로, 상위 학생들이 하위 학생들에게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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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ans, standard deviations, and adjusted means of the achievement test scores

Task Performance
M SD Adj.M M SD Adj.M

Knowledge
High 5.27 0.70 4.77 4.94 1.39 4.44
Low 2.92 0.86 3.41 2.93 1.87 3.45
Total 4.18 1.42 4.17 4.03 1.90 4.04

Comprehension
High 5.87 1.19 5.44 5.11 1.91 4.68
Low 3.77 1.48 4.18 3.80 1.78 4.25
Total 4.89 1.69 4.89 4.52 1.94 4.52

Application
High 6.33 0.90 5.68 5.39 1.75 4.73
Low 3.85 1.69 4.48 4.60 1.96 5.28
Total 5.18 1.81 5.17 5.03 1.86 5.04

Tbble 3. Two-way ANCOVA. results on 叩plication subtest scores

Source of variance SS df MS F P
Application

Treatment 0.01 1 0.01 0.02 0.884
TreatmentxLevel 2.26 1 2.26 5.52 0.022*

*pv0.05.

Fig. 1. Application subtest scores by achievement level.

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학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학습 동기에 미치는 효고h 학습 동기 검사의 평균 및 

교정 평균을 Table 4에 제시하였다. 하위 범주 중 주의 

집중과 관련성에서 주효과가 나타났다（7가”e 5）. 즉, 과 

제 지향 보상 집단의 학생들이 수행 지향 보상 집단에 

비하여 수업에 집중을 더 많이 하며, 수업 내용이 자신 

의 생활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과제 지향 

보상 집단은 수업 중의 행동을 평가받으므로 학생들이 

조별 점수를 더 잘 받기 위해 더욱 집중하게 되면서, 배 

운 내용을 생활이나 새로운 상황에 적용해 보는 '함께 

풀어보자，의 내용이 생활과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느끼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자신감과 만족감에서는 두 집단 간에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자신감: 주효과 

MS=0.00, F=0.00, p=0.951, 상호작용 효과 MS=0.54, 

F=3.45, p=0.068; 만족감: 주효과 MS=0.32, F=1.57, 

p=0.215, 상호작용 효과 MS=0.38, F=1.83, p=0.182）. 

그러나, 두 집단 모두 네 범주의 교정 평균이 3점보다 

높은 경향이 31^ （.Table 4）, 학생들의 학습 동기는 대체 

로 긍정적인 편이었다. 이는 협동학습이 학습 동기 유 

발에 효과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8

수업 환경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효과. 성취 수준 및 

보상 제공 방법에 따른 수업 환경에 대한 인식 검사의 

하위 영역별 평균 또는 교정 평균을 Table 6에 제시하 

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두 협동학습은 수업 환경에 

대한 인식에 대체로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 

다. 질서와 조직성 범주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협동학습을 통해 시끄럽고 산만한 교실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가능성에 기인할 수 있다.8 친화 

성 , 교사의 지원성 , 질서와 조직성의 이원 공변량 분석 

및 과제 지향성의 이원 변량 분석 결과와 참여성의 

Mann-Whitney U test 결과를 각각 Table 7과 Table 8 

에 제시하였다. 참여도, 과제 지향성, 질서와 조직성에 

서는 주효과가 나타났으며, 모든 범주에서 과제 지향 

보상 집단이 수행 지향 보상 집단에 비하여 점수가 높 

았다. 즉, 과제 지향 보상 집단의 학생들은 수업 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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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eans, standard deviations, and adjusted means of the learning motivation

Task Performance
M SD Adj.M M SD Adj.M

Attention
High 3.63 0.60 3.71 3.42 0.68 3.62
Low 4.25 0.58 4.04 3.68 0.64 3.62
Total 3.92 0.66 3.85 3.54 0.67 3.61

Relevance
High 3.91 0.55 3.95 3.65 0.72 3.69
Low 4.23 0.55 4.09 3.76 0.55 3.83
Total 4.06 0.56 401 3.70 0.64 3.75

Confidence
High 3.57 0.49 3.53 3.74 0.46 3.73
Low 3.88 0.50 3.90 3.69 0.44 3.72
Total 3.71 0.51 3.71 3.72 0.45 3.72

Satisfaction
High 3.96 0.62 3.79 3.70 0.65 3.80
Low 4.25 0.57 4.23 3.84 0.58 3.92
Total 4.09 0.60 4.00 3.76 0.61 3.85

Table 5. ANCOVA results on attention and relevance subtest 
scores

Source of variance SS df MS F P
Attention

Treatment 0.99 1 0.99 5.61 0.021*
TreatmentxLevel 0.43 1 0.43 2.42 0.126

Relevance
Treatment 1.00 1 1.00 7.14 0.010*
TreatmentxLevel 0.00 1 0.00 0.00 0.979

*pv0.05.

신들의 행동이 조 점수에 반영되므로, 수행 지향 보상 

집단의 학생들에 비하여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므로, 수업 분위기가 

다소 정돈되고 조직적 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교사의 지원성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는 

데 (Fig. 2), 단순 검증 결과에서는 상, 하위 집단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상위: MS=0.40, F=2.20, p=Q148, 

하위: MS=0.30, F=0.78, p=0.385). 즉, 상위 학생들은 

과제 지향 보상 집단에서, 하위 학생들은 수행 지향 보 

상 집단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관심 이 많다고 생각하 

는 경향이 있었다. 상위 학생들은 하위 학생들에 비하여 

도움주기와같은협동적 기술을더 많이 사용하는데,"과 

제 지향 보상은 학생들의 행동을평가하여 보상을 주기 

때문에 상위 학생들은 교사가 자신들의 행동을 평가하 

기 위해 더 관심을 가진다고 느낄 가능성이 있다.

보상 제공 방법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효과. 협동학 

습에서 조 점수 부여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조사 결과 

'이전에 개별적으로 점수를 주었을 때보다 조 점수를 

받았을 때 공부를 더 열심히 하였습니까?'의 문항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尸=9.66, p=0.047). 즉, 수 

행 지향 보상 집단 학생들에 비하여 과제 지향 보상 집 

단 학생들이 조 점수로 인해 공부를 더 열심히 하였다 

고 응답하였는데，수업 과정에 대한 평가 점수가 조 점 

수에 포함될 경우 학생들의 학습 노력 이 증가하는 것으 

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이전 수업과는 다르게 조 점 

수를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생님께서 

조 점수를 주신 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의 문 

항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과 

제 지향 보상 집단의 학생들이 수행 지향 보상 집단의 

학생들보다 조 점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기 

준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7泌/e 9).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과학 협동학습에서 보상 제공 

방법이 학생들의 성취도, 학습 동기, 수업 환경에 대한 

인식 그리고 보상 제공 방법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효

2003, Vol. 47, No.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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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eans, standard deviations, and adjusted means of the perceptions of learning environment

Task Performance
M SD Adj.M M SD Adj.M

Affiliation
High 3.53 0.61 3.47 2.97 0.65 3.21
Low 3.92 0.65 3.59 3.27 0.95 3.43
Total 3.71 0.65 3.50 3.11 0.80 3.32

Teacher support
High 4.22 0.47 4.11 3.65 0.58 3.81
Low 4.00 0.75 3.87 4.05 0.54 4.13
Total 4.12 0.61 3.91 3.83 0.59 3.96

Task orientation
High 3.78 0.34 - 3.40 0.60 -
Low 4.08 0.59 - 3.65 0.65 -
Total 3.92 0.49 - 3.52 0.59 -

Order and organization
High 2.42 0.52 2.54 242 0.49 2.44
Low 3.29 0.92 3.21 2.70 0.78 2.64
Total 2.82 0.85 2.85 2.55 0.64 2.52

Involvement
High 3.73 0.48 - 3.10 0.51 -
Low 3.92 0.72 - 3.18 0.95 -
Total 3.82 0.60 - 3.14 0.73 -

Table 7. ANCOVA/ANOVA. results on affiliation, teacher sup
port, task orientation, and order & organization subtest scores

Source of variance SS df MS F P
Affiliation

Treatment 0.44 1 0.44 0.97 0.330
TreatmentxLevel 0.04 1 0.04 0.08 0.781

Teacher support
Treatment 0.00 1 0.44 0.01 0.905
TreatmentxLevel 1.20 1 0.04 4.44 0.040*

Task orientation
Treatment 2.45 1 2.45 7.92 0.007**
TreatmentxLevel 0.01 1 0.01 0.03 0.872

Order and organization
Treatment 1.71 1 1.71 5.84 0.019*
TreatmentxLevel 0.81 1 0.81 2.77 0.102

*p<0.05,**p<0.01.

Table 8. Results of Mann-Whitney U Test in involvement

Mean rank U Z p
Task Performance

Involvement 38.45 24.68 235.500 -3.039 0.002**
**p<0.01.

Fig. 2. Teacher support subtest scores by achievement level.

과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성취도의 적용 영역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는데, 상위 학습자는 과제 지향 

보상에서, 하위 학습자는 수행 지향 보상에서 적용 영 

역 점수가 더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협동학습에서 성 

취 수준에 따른 보상 유무의 효과가 저급 과제에는 나 

타나지 않고 고급 과제에서만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보상 제공의 효과는 과제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그 원인에 대하여 심도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정의적 영역에서는 학습 동기 중 관련성과 주의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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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Results of perceptions of reward methods

Question Group Likert Scale(number/%)

What do you think about grading 
each group instead of evaluating 
each of you?

very 
bad

bad nonnal good very good

Task 1(3.5) 6(21.4) 6(21.4) 9(32.1) 6(21.4)
Performance 1(3.0) 10(30.3) 11(33.3) 6(18.1) 5(15.1)

What do you think about grading 
method?

very unfair unfair normal fair very fair
Task 0(0.0) 2(7.1) 8(28.6) 11(39.3) 7(25.0)

Performance 0(0.0) 2(6.1) 13(39.3) 14(42.4) 4(12.1)

I never studied I didnt study neither
I studied I studied much

Did you study harder in your group much harder harder harder harder
than before? Task 1(3.5) 0( 0.0) 5(17.9) 16(57.1) 6(21.4)

Performance 1(3.0) 8(24.2) 8(24.2) 13(39.4) 3( 9.0)

수업 환경에 대한 인식 중 참여성, 과제 지향^，질서와 

조직성 그리고 보상 제공 방법에 대한 인식에서 보상 

제공 방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학습 동기와 수업 

환경에 대한 인식의 다른 하위 영역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과제 지향 보상 집 

단의 학생들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즉, 과제 지향 보 

상을 제공할 경우, 학생들이 수업 과정에 좀 더 집중하 

여 참여도가 높아지고, 수업 환경을 긍정적으로 생각하 

는 등 정의적 영역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협 

동학습에서 퀴즈 점수 등의 결과에 기초한 보상보다는 

학습 과정 에 대한 피드백과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학생 

들의 소집단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소집단 활동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과제 지향 보상이 

긍정적인 소집단 활동에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협동 

학습의 근간이 되는 활발한 언어적 상호작용을 증진시 

킬 것으로 기대했던 바와 같이 일부 인지적 •정의적 영 

역에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활동 과정을 평가하는 과제 지향 보상 협동학습을 적극 

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과제 지향 보상에서는 학생들의 협동적 행동을 

평가하는데 , 이러한 협동적 기술은 협동학습의 과정에 

서 자동적으로 습득되는 것은 아니다.3 즉, 과제 지향 

보상 집단의 경우 보상이 제한된 집단에만 제공되어 인 

지적 영역에서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 

이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협동 기술 향상 프로그램 

을 과제 지향 보상과 함께 제공하는 방안에 대하여 연 

구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하여 

과제 지향적인 경향이 더 크다고 보고되므로,2° 학생들 

의 사전 성취 수준 이외에 성별이나 학습 목표 성향 등 

에 따른 보상 제공 방법의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도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인 분 

석만이 실시되었지만, 보상 제공 방법에 따른 학생들의 

상호작용 양상을 밝히기 위하여 심도있는 정성적인 연 

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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