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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s of small group collaborative

transcription activities on the improvement of university students' English

listening ability. Based on the results of pre-tests, a class of 42 students

was subdivided into 11 small homogeneous groups of three to four

students. Each group was provided with 7 different news items to be

transcribed. Means were compared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scores,

followed by comparison of transcription errors in content and function

words. Finally, students' perception and attitudes about the use of small

group transcription for improving listening skills were qualitatively

analysed and compared with pre- and post test results. It was found that

post test scores highly correlated with improvement of listening ability. It

was also found that groups of high degree of collaboration showed

improvement in listening ability while lack of collaboration contributed to

loss of interests in listening. Students who see process more important

were found to make more contribution to the group success than those

who place more emphasis on the results.

[small group collaborative transcription/listening/cyber cafe, 소집단

협동전사/듣기/사이버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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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이버 카페를 정규 영어수업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이 보고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초급영작문 지도를 위한

카페(Benglish, 2000년 3월), 영어청해 지도를 위한 카페(Elistening, 2000년 8월), 방

송영어 지도를 위한 카페(KBC English, 2001년 8월) 등을 통해 학생들이 영어 학

습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영어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영어뉴스 전사 활동을 하는 과정에 있어 소집단 협동학습을 적용하는

것이 대학생의 듣기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규명하고 소집단 별

로 어떠한 성공과 좌절의 요인을 안고 있는가를 카페에 게시된 글을 비교 분석함으

로써 듣기능력 향상을 위한 최적의 소집단 활동 구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소집단별로 시기별 영어뉴스 전사 오류율의 변화를 분석하여 기술한다.

둘째, 각 소집단 간 오류율 순위의 변화를 분석하여 기술한다.

셋째, 사전-사후 듣기 평가 결과 듣기 능력 향상의 정도와 오류율의 변화 과정을

비교하여 기술한다.

넷째, 사전-사후 듣기 평가 결과 듣기 능력 향상의 폭이 큰 소집단과 향상의 폭

이 낮은 소집단의 전사활동 유형을 비교한다.

다섯째, 소집단 전사활동의 유형과 영어 듣기능력 향상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기술한다.

여섯째, 소집단 뉴스 전사활동을 통해 영어 듣기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소집단

활동 구성 방안을 구안한다.

1. 뉴스를 통한 듣기 지도 관련 연구

차경환, 이원석, 심재황(2005)에 따르면 지난 40여년간 영어듣기와 관련된 연구는

교재분석, 평가, 전략, 그리고 듣기 저해요소의 4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본

연구와 관련된 뉴스듣기 지도와 관련된 연구로는 차경환(2000)과 김동규(2000)를 들

수 있다. 차경환(2000)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영어 뉴스의 어떤 요소 때문에 청해

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AP뉴스 CD를 활용하여 연구하여 영어 학습의 저해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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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자주 지적되어온 어휘력 부족과 원어민의 발음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이 뉴스

청해의 저해 요인임을 밝혀내었고 담화적인 능력이 문장단위에서의 어휘나 발음체

계 이해보다 더욱 두드러진 저해 요인임을 밝혀내었다. 김동규(2000)는 영어 수업

교실에서 AP라디오 뉴스를 활용하는 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진정성 있는 듣

기 자료의 활용이 듣기 자료에 대한 능동적인 태도를 함양할 뿐만 아니라 듣기능력

향상에 효과적이라 논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에 두고 뉴스영어를 통해 대학생 영어듣

기 능력을 신장하고자 하였으며 아직까지 소집단 전사활동을 통해 듣기능력을 향상

시키고자 시도한 연구가 없으므로 학생들에게 전사 자료를 제시하고 협동학습을 통

해 뉴스를 전사하는 가운데 듣기 연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

나는가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2. 소집단 협동학습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장점을 교육에 흡수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개개인

의 학습 성향을 이해하고 이를 수업에 응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습자의 수업참

여 동기를 유발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소집단 협동학습은 경쟁 학습구조와

개별 학습구조가 가지고 있는 정의적이고 인지적인 약점들을 극복하고 발달 심리학

과 사회 심리학 연구에 기초하여 형성된 개념이다. 협동학습 이론은 Slain(1991),

Kazan(1992), Johnson, Johnson & Holdable(1994), Arrosion & Pandore(1997)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전해오고 있다.

협동학습 이론가들의 주장은 우수한 학생들은 자신이 손해 본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과 협동적인 방법으로 함께 나누는 학습활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게 되며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도 우수한

학생들과 협동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협동도 하나의 기

술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논의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협동학습의

개념을 영어 뉴스 전사의 과정에 적용해 보고 집단별 전사활동에 있어 나타나는 협

동학습의 유형과 조별 듣기점수의 향상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규명함으로써

듣기능력 향상을 위해 바람직한 협동학습 유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하 이론적 배

경에서는 협동학습의 여러 가지 유형을 소개한다.

2. 협동학습의 유형

협동학습은 학습 파트너(협동 짝꿍, learning partners), 군집 집단 좌석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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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 group seating), 학생 팀학습(student team learning), 직소우 학습(Jigsaw

learning), 소집단 프로젝트(small group projects)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1) 학습 파트너

교사와 학생들에게 있어서 학습 파트너와 함께하는 학습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협동학습을 시작하는 데 가장 적은 위험 부담을 주는 방법이다. 짝 활동은 보다 더

복잡한 형태의 협동학습을 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여 준다. 이는 긍정적인 학생

상호작용을 고무시키는 기본적인 방법이며 학생들로 하여금 서로 도우면서 배우게

하고 학생들의 주의력을 증가시켜 준다.

2) 군집 집단 좌석 배치

세 명씩 조를 이루어 앉은 학생들이 교사가 부여한 과제물을 제출하기 전에 서

로 상대방의 과제물들을 검토한다. 이 때 각 과제물은 집단의 나머지 두 학생의 검

토를 받았다는 사인이 들어 있어야 한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집단내의 동료학생으

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을 배우게 된다. 교사는 한 집단의 구성원 모두가 손을 들었

을 때에만 질문에 답을 한다.

3) 학생 팀 학습

Slavin에 의해 개발된 팀학습 활동의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교사는 능력, 성, 인종적 배경이 서로 다른 학생들을 4명씩 편성하여 하나의

팀으로 구성한다(팀들은 매 5-6주마다 바뀌게 된다).

(2) 교사는 전체 학급을 대상으로 수업을 전개한다.

(3) 각 팀은 교사가 준비한 학습지를 서로 짝을 이루어 함께 해결한다. 즉, 서로

질문하고, 답안지를 검토하고, 틀린 문제들을 서로에게 설명하여 준다. 그들에

게 부여된 목적은 팀의 모든 성원들이 퀴즈에서 만점을 받는 것이다.

(4) 학생들은 퀴즈를 위해 책상을 원래의 위치로 정렬한 후에, 교사가 부여하는

퀴즈에 임하게 된다.

(5) 팀의 점수는 각 팀의 성원들이 얻은 향상 점수를 합한 것으로 계산된다. 학생

들은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이전에 얻은 점수의 평균과 개인 퀴즈 점수를 비

교하여 향상 점수를 얻게 된다. 이전 평균점수를 초과하면 할수록 더욱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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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향상 점수를 얻게 되므로 학생 팀 학습은 개인에 대한 집단 책임감과 집

단에 대한 개인 책임감을 동시에 발달시킨다.

4) 직소우 학습

직소우 학습은 심리학자인 Aronson에 의해 처음 개발된 모형으로 세 단계의 전

형적인 수업 절차로 구성된다(Aronson & Patnoe, 1997). 이러한 학습 형태를 직소

우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모집단(home team)이 전문가 집단(expert team)으로 갈

라졌다가 다시 모집단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마치 직소우 퍼즐(조각난 그림 끼워 맞

추기 퍼즐)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것이다. 결국 모집단과 전문가집단에서 학생들은

활발한 협동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다.

(1) 모집단 활동

처음에 교사는 수업 주제로 한 단원을 선정한 후 당해 시간 수업의 계획을 대강

설명해 준다. 다음으로 5-6명으로 구성된 모집단에 몇 가지의 하위주제가 질문의

형식으로 적혀있는 전문가 용지(expert sheet)를 배포한다. 이 하위 주제들은 소집

단 구성원 각자에게 하나씩 할당되며, 각 주제를 맡은 구성원은 그 하위 주제에 한

하여 전문가가 된다. 또한 학생들은 하위 주제 외에 각자가 소집단내에서 해야 될

역할, 예컨대 리더나 기록자와 같은 역할을 정한다.

(2) 전문가 활동

각각의 소집단에서 동일한 주제를 맡은 각 소집단의 전문가끼리 따로 전문가 소

집단을 형성하여 함께 학습활동을 한다. 전문가 활동은 주로 그 하위주제를 공부한

다음 각자의 모집단에 돌아가서 모집단의 동료들에게 어떻게 핵심내용을 전달해 줄

것인가를 중심으로 토론하게 된다. 교사는 전문가 소집단에서 다루어야 할 학습의

요점과 범위를 안내해주는 자료를 제공해 준다.

(3) 모집단 재소집(home team reconvene)

전문가 집단의 활동이 끝나면 다시 모집단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전문적 지식을

소집단 내의 다른 동료들에게 전수한다. 다른 동료들은 자기가 전문으로 선택한 것

외에는 전혀 학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전공하지 않은 영역은 전적으로 동

료 전문가의 지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료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수용

하게 된다. 이 과정이 끝나면 전체 과제를 범위로 개인 평가를 받는다.



262 한 상 호

5) 소집단 프로젝트(small group projects)

협동학습의 중요한 형태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학생들로 하여금 하나의 산출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 함께 작업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강조점은 시험을 보기

위해서 자료들을 배우는 것보다는 집단적인 문제해결, 창의성, 그리고 팀 연구 활동

과 같은 협동적 과정에 그 자체에 있다.

또한 팀별 경쟁의 상황을 만듦으로서 수업의 활동성을 높일 수 있다. 경쟁 그 자

체는 집단 속에 적대감을 유발시킬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경쟁이 협동의 윤리에 입

각한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가진 교실 안에서 일어난다면, 집단들 간의 경쟁은 재미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동기를 불어넣어 줄 수도 있다.

듣기 지도에 있어 소집단 협동학습을 활용한 예는 고경희(1998)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고경희는 네명의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비상호적인 청취과업을 수행하는데

협동학습이 효과적이라는 논의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위

협동학습 유형 중 학생 팀학습과 소집단 프로젝트 학습을 혼합 적용하여 11개의 소

소집단별로 녹음된 뉴스를 제시하여 협동학습을 통해 전사하는 과정을 일정기간 동

안 경험하게 될 때 듣기능력이 향상이 되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질적 분석

을 통해 각 소집단별로 듣기 능력 개발에 있어 소집단 협동학습의 성공과 실패가

듣기 능력 향상과의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지방 중소도시에 소재한 G 대학교 영어전공 3학년

학생 42명(남 5, 여 37)으로 구성된다. 이 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한 후 2년 동안 초

급영어듣기와 영어청취연습 등의 2개 과목을 이미 이수하였으며 고급청취 강좌에

해당되는 방송영어 강좌를 수강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듣기 수준은 토익 400점에서

600점 정도의 중하위 수준이었으며 본 연구는 학생들이 방송영어를 수강한 2002년

2학기에 약 4개월 동안에 걸쳐 수행되었다.

2.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영어 학습 집단내 상호작용의 유형이 집단 구성원의 영어 듣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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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에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단일 집단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사전-사후 검사를 통한 가설검증과 인류학적 자료수집

및 분석을 수반하는 복합 연구 설계를 구안하였다.

사전-사후 검사는 각 소집단별로 듣기능력 향상의 정도를 T검증과 ANOVA 검

증을 통해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인류학적 자료수집의 일환으

로 연구자는 사이버 공간에 카페를 구성하여 학생들의 자연스런 생각과 느낌 공유

의 장을 제공하고 연구자 자신에게 참여관찰자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각 소집단별

상호작용의 특징을 발견한 후 이것이 듣기능력의 향상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규명해 내고자 하였다.

강좌가 끝난 후에는 카페활동과 소집단 전사활동에 대한 학습자들의 생각과 느

낌을 조사 연구함으로써 채팅에 나타난 생각 및 느낌과 비교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3. 지도의 실제

1) 사이버 카페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소집단 협동 전사활동의 과정과 관련된 자연스런 자료의 수집을

위해 사이버 공간에 학습 카페를 개설, 운영하였다. 카페에서는 학생들이 닉네임을

만들어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연구자에게만 닉네임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함

으로써 개별 학습자의 사생활이 존중되었고 그 결과 학생들이 다른 학습자들을 의

식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

연구자는 또한 학생들의 자기 소개글에 적극적으로 답글을 달아줌으로써 학생들

이 연구자에 대해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신뢰감 형성의 또 다른 방법으로

연구자는 학습자와의 일대일 채팅을 통해 학생들에게 영어 학습에 관한 개별 상담

을 제공해 주기도 하였다. 또한 채팅을 통해 수업과 전사활동에 대한 생각과 느낌

이 공유되도록 하였으며 연구자는 이를 갈무리하여 영어듣기 학습에 대한 학습자들

의 가식적이지 않은 가치관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자 시도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의 가치관과 관련된 정성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개설

한 카페는 새식구방, 알림방, 느낌나눔방, 학습준비방, 학습활동방, 수업준비실, 기본

자료실 등으로 구성하였다.

(1) 새식구방

학기초 카페에 가입한 후 서로 인사를 나누는 공간이다. 모든 학생들이 실명 혹

은 가명으로 가입하도록 하였으며 가명으로 가입한 경우 반드시 연구자에게 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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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도록 하였다. 새식구로 가입하여 가입인사를 한 학생들에게 연구자는 개별적

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답글을 달아줌으로써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가 인격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인격적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질적 대화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질적 자료의 타당도를 높여준다.

(2) 알림방

알림방에는 강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필요한 알림글과 전사한 내용에 대한

분석내용과 피드백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매주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알림방의 글

을 통해 학생들이 수업과 과제에 대해 준비된 태도로 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느낌나눔방

조별 활동 상황과 수업방식에 대한 느낌이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되는 공간이다.

연구자는 학습자들이 느낌나눔방에 올린 자연스런 느낌과 생각의 글을 분석의 대상

으로 삼고자 하였다.

(4) 학습준비방

전사한 내용을 자료실에 올린 후 연구자에게 보고하는 방이다. 학습자들은 이 공

간을 활용하여 과제 활동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기쁨과 좌절감을 표현하기도 하

여 느낌나눔방의 자료와 같이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였다.

(5) 학습활동방

전사한 뉴스의 원본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다.

연구자는 학생들이 자료실에 전사한 자료를 조별로 게시한 바로 다음날 원본 스크

립트를 제공하여 즉각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이 방에서는 뉴스

영어의 특징, 듣기 요령 특강 자료 등도 함께 제공하였다.

(6) 수업준비실

수업준비실에는 연구자만이 조회 가능한 자료를 보관하여 연구의 자료로 활용하

였다. 이 방에는 주로 학생들의 강의에 대한 느낌과 개별 학생들과의 상담내용, 그

리고 대화방에서 대화한 내용 등을 갈무리하여 탑재하였으며 각 조별 소집단 전사

활동의 성격과 내용의 심층 이해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7) 기본 자료실

기본 자료실에는 학생들이 전사한 글을 첨부 화일의 형식으로 올리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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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출력한 후 스크립트 원본과 비교하여 오류의 수

를 점검한 다음 조별로 오류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순위 등을 공개하여 피드백으로

제공하였다.

2) 소집단의 구성과 연구의 가설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한 42명(남 5, 여 37)의 학생들에게 사전 듣기 평가를 실시

한 후 11개의 소집단을 구성하였다. 사전평가 문항은 토익 듣기 유형 2와 3으로 구

성하였으며 평가 결과 1위에서 11위까지를 각 조의 조장으로 맨 앞에 편성하였고

12위부터 21위까지는 역순으로 각 조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각 조의

3위권 학생과 4위권 학생을 각 조에 편성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연구 출발 시점

의 각 조별 능력은 비교적 동질집단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각 조의 조원들이 서로 간에 누가 실력이 앞서는지를 알 수 없도록 각 조

의 조원 명단을 카페에 게시할 때 맨 앞의 1위 학생만 그대로 두고 뒤의 2, 3, 4위

학생은 임의로 순위를 바꾸어 학생들에게 공개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 내에서

의 협동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들 개개인에게 자신

의 원점수를 알려주고 전체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함께 제시해 줌으로써 자신

이 전체 학생들 가운데 차지하는 위치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고 학습에 임하도

록 하였다. 표 1은 각 소집단의 구성 현황을 보여준다.

표 1

소집단 구성 현황

소집단 A B C D E F G H I J K 계

N 4(3) 4 4 4 4 4 4 4 4(3) 4 4 42

조를 구성한 후 조의 맨 앞에 있는 학생은 조장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각 조원들끼리 서로 인사를 나누고 향후 조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

지사항 코너에 게시해 주었다. 이와 같이 조의 구성에 있어 동질성이 확보되도록

한 다음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조별 구성원의 성격과 상호작용 방식의 특징으로 인해 소집단 협동학습의 패

턴이 조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2) 소집단 협동학습 패턴의 차이로 인해 조별 간에 듣기능력 향상의 폭이 서로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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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재 및 수업의 진행

(1) 교재

교재는 Good News, Bad News: News stories for listening and discussion

(Kisslinger & Barnard, 1998)을 주교재로 사용하여 뉴스 영어를 듣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배경지식과 듣기연습 활동을 제공해 주었다. 또한 소집단 활동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학습 보조 자료로 연구자가 직접 녹음한 AP 뉴스 자료를 활

용하였다.

(2) 수업의 진행

수업은 매주 3시간 강의 중 2시간을 주교재 학습에 할애하여 1주에 한 단원씩

학습하였으며 나머지 1시간은 강의 외 시간에 학생들이 소집단별로 뉴스를 듣고 전

사하여 카페에 게시한 자료의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전체 학습을 통해 전사한 내용

에 대한 피드백 기회를 제공하였다.

연구자는 학기 초에 녹화한 뉴스 테이프를 음성만 다시 복제하여 각 조에게 제

공하여 소집단 활동을 통해 전사하도록 과제를 부과하였다. 각 조는 2주에 1개씩

총 7개의 뉴스 항목을 조별로 반복 청취하며 전사를 하여 카페의 자료실에 게시하

였다. 전사 자료의 게시 시기는 매주 일요일 자정으로 제한하여 동시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조의 전사내용을 미리 보지 못하도록 차단하였다. 따라서 각 조원들

간의 협동과 조간의 선의의 경쟁이 상승작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전사결과에 대해서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문법 및 어휘 오류의 수를 각 조

별로 비교하여 오류율과 그 순위를 매 주마다 산출한 다음 평균, 표준편차, 순위를

공개하여 학생들 스스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

교재 및 전사 자료 게시와 피드백

주교재 뉴스자료 전사활동의 수
전사내용의

게시 시기 및 방법

전사내용의 확인과

피드백

Good News Bad

News
AP 뉴스

7회

(2주당 1회)

조별 동시 카페

자료실에 게시

문법, 어휘 오류의 수,

평균, 표준편차, 조별

순위 공개



소집단 협동 전사활동이 대학생의 영어듣기 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267

4.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1) 정량적 자료의 분석

정량적 자료는 선행평가 및 사후평가 자료의 분석과 조별 뉴스 전사 자료에 나

타난 어휘 및 문법상의 오류의 수, 평균, 표준편차, 순위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분

석하였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조별 선행평가 자료와 사후평가 자료를 비교하여 성적의 향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분석한다.

(2) 각 조별로 7회의 전사 자료에 나타난 전사 오류율을 산출한다.

(3) 각 조별로 7회의 전사 자료에 나타난 전사 오류율의 순위 변화를 분석한다.

(4) 각 조별 듣기능력의 향상 정도와 전사 오류율 간에 관찰되는 관련성을 분석

한다.

2) 정성적 자료의 분석

정성적 자료는 카페에 게시된 학생들의 생각과 느낌, 채팅 자료, 설문분석 자료

등이 포함되며 분석내용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카페에 게시한 조별 활동에 대한 느낌을 조별로 비교 기술한다.

(2) 채팅에 나타난 조별 활동에 대한 느낌을 조별로 비교 기술한다.

1. 듣기 능력 향상

1) 사전-사후 검사

소집단 전사활동을 시작하기 전의 사전 평가 결과와 소집단 전사활동을 통해 7

개의 학습과제를 해결한 후 실시한 사후평가 결과 학생들의 듣기 능력이 아주 크게

향상되었다. 표 3은 소집단별로 사전-사후 평가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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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소집단별 사전-사후 평가 결과

소집단 A B C D E F G H I J K
집단

평균

표준

편차

사전

평가

평균 58.5 52 53 55 53.5 54 55 54.5 51.3 54 54 54.1 1.03

표준편차 14.5 20.5 16.5 9.6 10.1 10.3 9.9 9.1 6.2 8.2 8.2 10.6 10.57

사후

평가

평균 68 70.5 70 70 62.5 69.5 75 66 62 69.5 60.5 67.6 4.51

표준편차 19.6 11.6 15.9 13.5 9.9 3.4 8.1 15.7 13.4 15.8 12.4 12.4 12.43

향상 9.5 18.5 17 15 9.0 15.5 20 11.5 10.7 15.5 6.5 13.5 -

향상도 순위 9 2 3 6 10 4 1 7 8 4 11 - -

표 3에서는 각 소집단별로 사전평가와 사후평가 결과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향상된 듣기점수의 평균과 그 향상도의 순위를 모두 제시하였다. 전체 학생의 듣기

능력은 사전평가 평균 54.1점에서 사후평가 평균 67.6점으로 13.5점이 향상되어 듣

기 점수 향상의 폭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조별 성적 향상 현황을 살

펴보면 11개 조 중에서 듣기능력 향상이 가장 크게 이루어진 조는 G조로 20점이

향상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B조 18.5점, C조 17점, F조와 J조 15.5점, D조 15점의

순으로 향상되어 평균 향상점수인 13.5점보다 더 많은 향상을 보인 조는 모두 6개

조로 나타났다. 그리고 향상이 저조한 조는 K조 6.5점 향상, E조 9점, A조 10점, I

조 10.7점, H조 11.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2) 가설의 검증

사전평가 결과 조별 평균점수 간의 표준편차가 1.03인데 비해 사후평가 결과 조

별 평균점수 간의 표준편차는 4.51로 나타나 조별로 성적 향상의 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를 ANOVA 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사전검

사 시 F값이 0.10이던 것이 사후검사 시에는 0.43으로 높아져 조별 차이가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F값의 임계치가 산출된 F값보다 높으므로 나타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듣기 점수 향상의 집단간

차이는 질적 분석을 통해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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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값 유의도

사전검사 집단간 141.05 10 14.11 0.10 1.00

집단내 4,663.75 33 141.33

계 4,804.80 43

사후검사 집단간 769.63 10 76.96 0.43 0.92

집단내 5,875.00 33 178.03

계 6,644.64 43

표 4

사전-사후 소집단별 ANOVA 분석 결과

이러한 듣기 점수의 향상은 교재 요인, 뉴스 전사활동 요인, 개인적 노력 요인

등 여러 가지 변인의 상호작용의 결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소집단

협동 전사활동의 효과가 조별로 다르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상이 높은 조와 낮은 조간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좀 더 면밀히 탐구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카페에 게시된 학생들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갈무

리한 채팅자료의 분석을 통해 다루도록 하겠다.

2. 전사 오류의 비교

1) 전사 오류율의 변화

표 5는 시기에 따른 소집단별 전사 오류의 변화 과정을 보여준다. 7개의 뉴스 항

목의 길이에 차이가 있지만 모두가 뉴스 영어이기 때문에 그 문체가 일치하므로 연

구자는 오류율의 차이는 듣기능력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표 5

소집단별 전사 오류의 변화

소집단

시기

n = 어휘수

A B C D E F G H I J K 평균
표준

편차

1차

n=124

오류수 3 7 14 16 2 10 7 3 10 12 16
7.0 4.2

비율(%) 2.4 5.7 11.3 12.9 1.6 8.06 5.7 2.4 4.8 9.7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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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n=114

오류수 12 12 17 12 4 5 6 6 23 11 19
10.5 5.5

비율(%) 10.5 10.5 14.9 10.5 3.5 4.4 5.3 5.3 20.2 9.7 16.7

3차

n=124

오류수 3 7 14 16 2 10 7 3 10 12 16
9.1 5.1

비율(%) 2.4 5.7 11.3 12.9 1.6 8.06 5.7 2.4 8.1 9.7 12.9

4차

n=378

오류수 18 59 57 45 10 62 34 22 6 54 30
9.6 5.4

비율(%) 4.8 15.6 15.1 11.9 2.7 16.4 9.0 5.8 1.6 14.3 8.0

5차

n=104

오류수 12 17 18 13 13 10 9 11 10 11 8
11.5 3.0

비율(%) 11.5 16.4 17.3 12.5 12.5 9.6 8.7 10.6 9.6 10.6 7.7

6차

n=95

오류수 9 9 5 3 3 8 6 4 12 12 5
8.0 8.4

비율(%) 9.5 9.5 5.3 3.2 3.2 8.4 6.3 4.2 12.6 12.6 5.3

7차

n=81

오류수 5 13 5 5 1 16 12 7 10 10 10
10.6 5.4

비율(%) 6.17 16.1 6.2 6.2 1.2 19.8 14.8 8.6 12.4 12.4 12.4

표 5에서 보듯이 7 차례에 걸친 전사 자료에 나타난 오류율의 평균은 최하 7.0%

에서 최고 11.5%로 전체적으로 약 9.47%의 오류율을 보여주었다. 1차 시기의 오류

율은 평균이 7.0이었고 7차 시기의 평균은 10.6으로 나타나 전체적인 오류율은 줄어

들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매시기에 나타나는 조별 오류율의 편차는 1

차 전사 시에는 1.6%에서 12.9% (표준편차 4.2), 2차는 3.5%에서 16.7%(표준편차

5.5), 3차는 1.6%에서 12.9% (표준편차 5.1), 4차 1.6%에서 16.4% (표준편차 5.4), 5

차 7.7%에서 17.3% (표준편차 3.0), 6차 3.2%에서 12.6% (표준편차 8.4), 7차 1.2%

에서 19.8% (표준편차 5.4)로 예외없이 최고팀과 최하팀간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타났다.

흥미있는 현상은 처음 출발할 때 조별 평균점수가 거의 일치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매 관찰 때 마다 전사 결과의 조별 순위가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순위

의 차이는 다른 조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좀 더 나은 학점을 확보하기 위한

각 조원들의 협동학습의 결과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전

사 오류율의 변화 과정을 각 조별로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한다.

2) 전사 오류율 순위의 비교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제로 제시된 뉴스 자료의 길이가 다르고 난이도

의 동질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각 조에게 전사 활동 자료로 제시하였으므

로 조별로 전사능력을 비교하기 위한 객관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각각의 항목이 11

개의 조에 공통으로 제시되었으므로 조별 오류율의 순위는 각 조별 협동학습의 질



소집단 협동 전사활동이 대학생의 영어듣기 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271

적 차이를 설명해 주는 하나의 단서로 파악될 수 있다. 또한 전사율의 순위와 사전

-사후 평가시 듣기능력의 순위를 상호비교하게 되면 전사의 정확도와 듣기능력 향

상간의 관련성을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표 6에서는 소집단별

전사 오류율의 순위 변화, 사전-사후 평가시의 순위, 듣기능력 향상도의 순위를 함

께 제시하였다.

표 6

소집단별 전사 오류율의 순위 변화

소집단

시기 A B C D E F G H I J K

사전평가 1 10 9 2 8 5 2 4 11 5 5

1차 2 4 9 10 1 6 4 2 6 8 10

2차 6 8 9 10 1 2 3 3 11 5 7

3차 2 4 9 10 1 6 4 2 6 8 10

4차 3 9 10 7 2 6 6 4 2 8 5

5차 6 10 11 8 8 3 2 5 3 6 1

6차 8 8 4 1 1 7 6 3 10 10 4

7차 2 10 2 2 1 11 9 5 6 6 6

순위평균 4.14 7.57 7.71 6.86 2.14 5.86 4.86 3.43 6.29 7.29 6.14

평균의 순위 3 10 11 8 1 5 4 2 7 9 6

사후평가 7 2 3 3 9 5 1 8 10 5 11

향상도

순위
9 2 3 6 10 4 1 7 8 4 11

표 6에서 보듯이 매 전사 때마다 소집단간 전사 오류율의 순위가 변하고 있다.

이는 각 조에서 전사 활동을 하는 가운데 다른 조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

한 조원들간의 협동적 상호작용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 각 조의 사전평가,

시기별 전사 오류율, 사후평가, 그리고 듣기 점수의 향상도에 나타난 순위를 비교하

여 제시하도록 하겠다.

(1) A조의 순위 변화

A조의 경우 사전평가 결과의 순위가 1위이고 전사결과의 순위에 있어 평균 순위

가 3위로 상위권에 포함되지만 사후평가 결과는 조별 순위에서 7위로 밀려났고 향

상도 순위도 11개 팀 중 9위로 나타났으며 사전평가 점수가 54점에서 64점으로 사

전-사후 평가의 차이가 10점으로 다른 조에 비해 점수 향상은 전체 집단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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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 점수인 13.8점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의 구성과 조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2) B조의 순위 변화

B조의 경우를 살펴보면 사전 평가시 10위였던 것이 사후평가에서는 3위로 나타

났다. 전사 오류율의 평균 순위는 11개 팀 중 10위 였지만 사전 사후 평가 평균점

수의 비교 결과 52점에서 70.5점으로 18.5점이 향상되어 전체 평균 향상점수인 13.8

점보다 높게 나타나 조원들간의 협동이 비교적 잘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3) C조의 순위 변화

C조의 경우도 B조와 같이 사전평가 53점에서 사후평가 70점으로 17점이 향상되

었으며 순위도 9위에서 4위로 향상되어 조별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B조에서와 같이 전사 과정에 나타난 평균 순위는 11개 팀

중 11위로서 사후 평가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 실제 전사의 과정에 나타난

팀내의 인식과 태도 및 상호작용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4) D조의 순위 변화

D조의 경우 사전평가 55점에서 사후 평가 70점으로 15점이 향상되었으며 순위는

2위에서 3위로 별 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사과정에 나타난 순위의

평균은 11개 팀 중 8위로 나타났다.

(5) E조의 순위 변화

E조의 경우 사전평가 53.5점에서 사후 평가 62.5점으로 9점이 향상되었으며 순위

는 8위에서 9위로 별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할 만한 점은 전체 오류

율이 2.14로 아주 낮으며 오류율의 변화과정의 평균 순위가 1위로 나타났지만 사전

평가 대비 사후평가 성적 향상이 9점으로 아주 낮은 편이었다. 이는 전사활동의 결

과보다는 과정이 성적향상에 더 도움이 된다는 가설을 설정하게 해준다. 왜냐하면

과정에 충실하지 않고 결과에만 집착할 경우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

사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

다.

(6) F조의 순위 변화

F조의 경우 사전평가 54점에서 사후 평가 69.5점으로 15.5점이 향상되었으며 향

상도 순위는 5위에서 5위로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사과정의 평균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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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순위도 5위로 나타나 별다른 특징이 보이지 않았다.

(7) G조의 순위 변화

G조의 경우 사전평가 55점에서 사후평가 75점으로 20점이 향상되어 가장 많은

향상이 이루어진 조이다. 전사 오류율의 순위변화도 평균의 순위가 4위로 양호한

편이며 사전 사후 향상도 평가 결과 향상도의 순위가 1위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전사의 과정에서 조원들간의 능동적인 협력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가

설을 설정하게 해주며 다음 절에서 질적 자료를 통해 가설을 검증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8) H조의 순위 변화

H조의 경우 사전평가 54.5점에서 사후평가 66점으로 11.5점이 향상되어 향상도

순위가 중하위 수준인 7위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순위는 4위에서 8위로 하락하였

다. 그리고 전사 과정에 나타난 오류율 순위의 변화는 오류율 순위가 2위로 아주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전사과정에서의 결과가 높다고 해도 사전-사후 평균 차이가

높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질적 평가에서 다시 검증을 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

다.

(9) I조 순위 변화

I조의 경우 사전평가 51.3점에서 사후평가 62점으로 10.7점이 향상되었다. 이는

평균인 13.5점에 미달하는 수준이며 향상도 순위는 8위로 중하위 수준으로 나타났

다. 전사과정 중의 오류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순위 평균이 6.29로 7위에 해당되며

상호작용이 비교적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10) J조 순위 변화

J조의 경우 사전평가 54점에서 사후평가 69.5점으로 15.5점이 향상되어 비교적

상위의 순위를 보여주었다. 평균 순위는 5위에서 5위로 사전평가와 사후 평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사과정 중의 오류율의 순위 변화는 순위의 평

균이 7.29로 9위로 나타났다.

(11) K조 순위 변화

K조의 경우 사전평가 54점에서 사후평가 60.5점으로 6.5점이 향상되어 향상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평가 순위는 5위였으며 사후평가 순위는 11위로

향상도 순위가 11위였다. 12.4점이 향상되었다. 전사과정 중의 오류율의 변화는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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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평균이 6.14로 평균의 순위는 6위로 중위 수준을 보여주었다.

매 전사 때마다 소집단간 전사 오류 비율의 순위가 심하게 변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은 각 조원들이 조별 전사 오류 분석 결과에 아주 강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

을 기울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를 소집단내 상호협동의 강도를 설명해 주는

자료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에 의해 카페에 게시된 자료에 나

타난 그들의 생각과 느낌 자료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다음 절에서 구체적

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전사 오류율과 듣기 점수 향상과의 관련성

각 조별 순위의 변화와 사전-사후 듣기 점수 차이의 관련성을 기술하기 위해

Spearman Rho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7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7

전사오류율, 듣기 점수 향상, 사전-사후 검사 결과의 상관관계

사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평균 사후 향상

사전 1.00

1차 0.09 1.00

2차 0.29 0.59 1.00

3차 0.09 1.00 0.59 1.00

4차 0.09 0.52 0.26 0.52 1.00

5차 0.26 -0.08 0.23 -0.08 0.46 1.00

6차 0.26 0.01 0.23 0.01 0.07 -0.18 1.00

7차 0.18 0.15 -0.07 0.15 0.28 -0.48 0.55 1.00

평균 0.45 0.70 0.70 0.70 0.80 0.42 0.34 0.24 1.00

사후 0.18 -0.07 -0.05 -0.07 -0.75 -0.39 -0.04 -0.28 -0.43 1.00

향상 -0.06 -0.09 -0.04 -0.09 -0.75 -0.25 -0.24 -0.50 -0.50 0.92 1.00

표 7에서 보듯이 사후점수의 순위와 향상도의 순위 간에 .915의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조를 구성할 때 순위를 기준으로 비교적 동질 집단으로 구성하였으

므로 사후 점수의 향상이 높을수록 향상도가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표에서 보듯이 전사 순위와 듣기점수 향상과의 상관관계는 상관계수가 대체적으로

0.5 이하의 낮은 수치를 보여주어 통계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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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보다는 각 조의 조원들의 조별활동에 대한 인지 정도와 태도에서 사후점수 향

상의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사전평가 결과 하위 수준에서 상위 수준으로 향상된 B,

C. J조와 중위 수준에서 상위 주순으로 향상된 D, F, G조의 조별 활동 상황과 조활

동에 대한 조원들의 인식 및 태도를 상위에서 중위, 중위에서 하위로 하락한 A조,

H조와 하위 수준에서 거의 진척이 없는 E, I, K조와 비교하여 기술하도록 하겠다.

4. 정성적 자료의 분석

본 절에서는 조별 활동에 대한 조원들의 인식과 듣기능력 향상과의 관련성을 기

술하고자 한다. 먼저 소집단 협동학습의 효과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및 태도를 게

시판에 올라온 글을 분석하여 제시한 다음 이어서 채팅 자료에 나타난 조별활동 현

황을 비교하여 제시함으로써 소집단 협동 전사활동의 유형이 듣기능력 향상에 어떠

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기술하도록 한다.

1) 카페 게시 자료의 분석

(1) 소집단 협동학습의 효과에 대한 애초의 인식

소집단 협동학습을 통한 전사활동에 대한 애초의 인식은 긍정적인 인식과 부정

적인 인식이 모두 있었으나 긍정적인 인식이 더 많이 나타났다. 긍정적인 측면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에서 다른 의견과 나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 “‘자칫 딱

딱해 보일 수 있는 뉴스기사들을 쉽게 접하고 또 가까이하게 되는 습관이 붙어 지

는 것“(bubble tea),
1)
”모르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의견을 나누는 것“(피쿤)”, “혼자

서 할 때보다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점“(작은그늘), ”부족

함을 친구들이 모두 채워준다는 점“(나는학생), ”일단 같이 모여서 하면 내가 듣지

못했던 것을 조원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점“(꺄르르) 등이 제시되었으며 부정

적인 측면은 ”서로의 수업 시간이 많이 틀려 짬을 내기 어렵다는 점“, ”같이 만나

면 테입을 들을 공간이 없다는 것“(피쿤, 하록하록, 아나아나, 코코, 화야, 나얌 등),

“과목별로 모두 조가 있어서 시간 맞추기가 힘들다는 점”(닭고기), “조장들이 고생

을 많이 한다는 점”(감동이었어) 등에서와 같이 거의 모든 조원들에 의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대한 부담이 지적되었으며 조장의 부담, 시험의 부담 등도 소집단

협동 학습의 어려움으로 제기되었다.

1) 이하에서 괄호 안에는 해당 학생의 닉네임을 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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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집단 협동학습에 대한 느낌

소집단 협동 전사학습을 경험하면서 대인관계 개선, 책임감 증가, 자신의 학습에

대한 반성, 정확성 증가, 문제해결책 발견, 발견의 기쁨 등의 긍정적인 내용이 여러

학생들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

“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친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더 좋다”(찌

뉘), “책임감이 있어지는 것 같다”(오아시스),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조원들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서로

다른 부분들을 비교해서 다시 들어보니 내가 혼자 들을 때 전혀 생각지도 않은 부

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물고기자리), “친구들과 함께 모르는 부분을 채워 가면서

서로 의존도 하고 가끔 서로에게 미루는 분위기가 있을 때쯤이면 얼굴 보고 반성하

고 다시 새로 시작한다는 점,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혼자서 하는 것보다 정확성

이 훨씬 높아요”(감동이었어), “몰랐던 좋은 멤버들도 만나고 공부와 인간관계, 좋

은 공부방법인 것 같아요”(똥침), “공부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집에서 열심히 듣

고 조원들이랑 맞춰보니 내가 몰랐던 부분이 머리에 쏘옥.”(티나), “혼자 하는 것보

다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닭고기), “실력이 부쩍부쩍 향상되는 느낌입니다. 예

전에는 놓치곤 했던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 집착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군요.

그렇게 하다 보니 리스닝이 정말 좋아진 것 같고 앞으로 해야 할 영어 공부 특히

리스닝 쪽에 방향이 잡히는 것 같다”(부시시), “혼자 끙끙댈 때보다 여럿이 같이 하

니까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코코), “역시 외국어 공부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

보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이 더 능률적인 것 같다”(신주쿠), “모여서 듣는

다는 것이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듣기 공부를 평소보다 더 할 수 있어서 좋다”(가

을사랑), “혼자 듣고 올리는 일이면 소홀하게 되고 약간 미루게 되는데 조별로 활

동하니까 한번 더 신경써서 듣게 되고 미루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오렌지걸), “책

임감을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친한 사람들끼리 조가 이루어졌다면 미룰

수 있었던 일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실력은 없지만 노력을 하게 되었고요

또 혼자서 고민했던 부분을 함께 고민하다보니 보다 쉽게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어

요”(희여리), “조별 모임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파이팅), “상당한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나 하나 때문에 조원의 성적이 달려있으니

그 책임감 덕분에 더 많이 듣고 열심히 하려는 건지도 모르죠”(여니바다).

(3) 소집단 협동학습을 통한 의식의 전환과 향후 계획

깨달음 후에는 의식의 전환과 실천 계획이 여러 학생들에게서 능동적으로 나타

났다. 이하에서는 이 중 초기에는 부정적이었지만 협동학습을 하게 됨에 따라 의식

전환이 이루어진 경우를 제시하도록 한다.

“조별 작업이라! 전 처음에는 그다지 호응이 가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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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는 혼자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두 번의 조별 모임을 갖고 시

간을 가지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처 자기가 알지 못했던 부분을 상대방이

긁어 주니까.^^ 새롭게 깨닫기도 하면서, 뭉쳐서 하는 작업이니까 소홀히 할 수 없

었습니다. 그만큼 더욱 집중도 더 잘되고, 조 활동을 끝마치고 나더라도 했던 내용

들은 머리속에 선명하게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미국 방송영어

인데 수없이 많이 고치고 고쳐가면서 완성에 가깝게 다가가는 과정에서 재미를 느

낄 수 있었습니다. 제출을 하고, 수업 시간에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는 아! 이거였구

나 하는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더군요”(희여리), “조별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능률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같은 조 친구들과 같이 테입을 듣

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저의 부족한 점도 많이 알게 되고 더 열심히 들

어야지 하는 욕심도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조원들을 도와서 더 열심

히 한번 해보렵니다”(찌뉘)

이 외에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별 활동을 함으로써 나의 영어 실력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신주쿠), “제가 친구들에게 배우는 걸 다

음에 시간이 지나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으면 하네요”(나는학생),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실력향상을 가져왔으면 좋겠어요”(부시시) 등의 능

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와 각오가 많이 제시되었다.

이처럼 소집단 협동 전사활동이 영어 듣기능력 신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

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듣기 능력의 신장이 이루어진 조와 그렇지 않은 조 사이

에 조원들의 상호작용의 유형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

로 분석하여 보아야 소집단 협동학습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게시판에 탑재된 글과 개별 채팅에서 나타난 내용을 종합적

으로 비교 분석하여 제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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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별 소집단 상호작용 활동의 비교 분석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소집단 전사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부정적인 의식을 표명하였던 학생들도 조별 전사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

긴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다 느끼고 깨달은 대로 실천하지는 못한다. 어떤 학생은

좌절하게 되고 어떤 학생은 노력을 하지만 진척이 없을 수 있고 어떤 학생은 노력

을 통해 많은 성과를 얻을 수도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개인적인 성향과 소집단에서의 활동의 양상이 성적이 크게

향상된 조와 성적 향상이 저조한 조 사이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분석해 보고

이것이 소집단 협동학습에 시사하는 바를 찾아보고자 한다.

선행평가와 사후평가 비교 결과 듣기 능력이 향상된 B, C, D, F, G, J 조원들이

게시한 느낌과 조별활동 사항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성적 향상이 저조한 조와 비교

해본 결과 각 조별로 성적향상 혹은 퇴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몇 가지 주제가 발

견되었다. 이하에서 발견된 주제를 중심으로 소집단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요약하

면서 제시하도록 한다.

(1) 민주적 공동작업과 조원 책임 게시형

이 형식은 모든 구성원이 리더 역할을 경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우선 모든 조

원들이 각각 미리 해당 부분을 전사해 오고 조모임을 하면서 리더를 정해 토론을

이끌도록 하고 최종 스크립트를 게시하도록 한다. B, F, G조에는 이러한 협동학습

의 모형이 적용되었다.

① B조의 협동학습

B조의 경우 학습 과업에 대한 책임이 분산되어 있었다. 특히 조장은 하위 학생

들이 좀 더 분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승(win-win)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0월

17일 글 올리는 시간에 대화방에서 만난 학생들은 모두가 각 조의 1,2위를 다투는

학생들인데 B조는 최하위 학생이 참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하위 학생의 능동성이

조장될 때 그 학생 개인뿐만 아니라 조 전체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② F조의 협동학습

B조와는 달리 F조는 역할 분담이 균등하게 이루어져 있었다. 오아시스, 티나, 말

레나가 각각 2회씩 번갈아가며 과제를 게시하고 똥침도 이에 잘 동참하여 조 내에

서 최고의 향상을 보여주었으며 그 결과 조원의 성적이 거의 비슷할 정도로 발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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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F조의 조별활동을 소개하면, “저희 조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모이고 그 때

마다 머리를 맞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몰랐던 좋은 멤버들도 만나고

공부와 인간관계, 좋은 공부방법인 것 같아요”(오아시스). F조는 또한 소집단 협동

학습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수업이 두 시간 있는 날은 한 시간은 수업하고

한 시간은 조별 토론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언을 하기도 하였다. 이는 소집단 협

동학습을 처음 구성할 때는 정규 교과 시간 속에 협동학습의 시간을 포함하여 학습

의 방식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본다.

③ G조의 협동학습

G조의 경우 역할분담이 잘 이루어져 있는 대표적인 조였다. G조는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다른 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있어 결과가 좋기도 하였다. 또한 G

조는 반성과 깨달음을 통한 발견의 기쁨을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어 협동학습이 효

과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조별로 듣기를 하면서 실력이 늘어야 할 텐데 조원들 실력이 도토리 키재기니

몇 번을 들어도 안 들리는 건 절대로 안 들리고 그래도 조별로 하면 이게 아닐까

하며 틀리더라도 찾아내는 기쁨을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수업 비는 시

간에 다들 모이기가 어렵지만 모여서 알아내는 동안엔 서로 발음을 따라해 보기도

하고 이상하게 따라해 웃기도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실력이 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sunflower),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서로서로 들어보고 또 들어

보고 같이 사전 찾고 그러다가 한 단어를 발견했을 때의 그 기쁨이란"(행복한부시

시), “같은 내용이지만 각자 다른 부분도 의외로 많아서 반성도 되고요 저희 조는

다 아는 친구들이라 수업 시간도 비슷하고 해서 모이기엔 불편이 없는 것 같아 좋

아요”(뽀샤시).

(2) 권위적 공동작업과 조원 책임게시형

공동작업과 책임게시와 관련한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한명의

권위자에 의해 결정이 될 경우 전체 협동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

E조 조장의 경우는 군에 갔다 온 실력이 있는 선배로써 후배들을 위압하는 권위자

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이 경우 조장의 리더십 스타일이 수정되지 않으면 동료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게 되어 학습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C조 조장의 독특한 리더십 스타일로 인해 후배 조원들은 자기주도성을 상실하게

되고 그 결과 소극적 학습을 하게 되어 평균보다 훨씬 낮은 성적의 향상을 보여주

었다. 즉, 조장 개인이 협동학습의 과정보다는 게시 자료의 결과에 더 관심을 가지

게 되고 이로 인해 후배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게 됨으로써 11개 팀 중 전사오류율

이 가장 낮은 2.14%를 보여주고 7회의 전사 중 1위가 5회나 나타나기에 이르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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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조의 평균점수 향상은 11개 팀 중 10위에 그쳐 결과 중심의 권위적 협동 작업이

구성원의 학습과정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을 입증해 주었다.

(3) 공동작업-조장게시형

공동작업-조장게시형은 조장의 능력과 포용성 정도에 따라 조원들의 결속이 좌

우되며 이는 결국 조의 성적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

① 적극적 리더십

C조의 경우 조장인 Thank God은 공동 작업을 하는 가운데 구성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였으며 전사의 결과물은 본인이 직접 솔선수범하여 6

회나 게시하였다. 이러한 조장의 솔선수범으로 인해 조원들이 카페에 글을 올리는

횟수가 다른 조보다 월등하게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결국 조원들이 조장을 신뢰하

는 정도가 높았기 때문에 모두에게 협동학습이 신이 났고 조원 개개인의 게시가 많

아졌으며 따라서 듣기 성적도 많이 향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C조 조장의

리더십은 E조 조장의 리더십 스타일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만일 E조의 조원들이

조장과 같은 연령이고 같은 수준의 능력을 지닌 학생들이었다면 권위적 공동 작업

이 민주적 공동 작업으로 전환되어 조의 평균점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론된다.

② 소극적 리더십

공동작업-조장게시형에서 조원들의 협력이 결여될 경우 경쟁 지향적 조별학습은

성적의 향상에 저해가 된다. D조의 경우 4명의 조원 중 1명은 활동이 전혀 없고 또

다른 1명은 가정 문제로 활동에 참여하는 횟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조원들

간의 협동의 질이 저하되어 전사 오류율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사후 평가에서 조장

자신의 성적이 하락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D조의 조원들은 조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전사 결과를 게시하도록 방관하게 됨으로써 구성원간의 민주적 합의와 의사결

정이 협동학습에서 성공의 중요한 변인이 됨을 입증해 주었다.

H조 조장의 경우는 복수 전공을 하는 다른 학과의 학생이 협동학습 보다는 이기

적인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고 개인적 소견 진술, 경쟁 지향적 발언 등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어 이를 방기한 채 자신의 노력으로만 다른 조원들과 단합하고 이기적

인 동료의 전사결과와 협동 작업을 통해 얻은 전사 결과를 통합하여 그 결과물을

게시함으로써 전사 자료의 평균 오류율은 2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역시 민주적

리더십의 부재, 결과 지향적이고 경쟁 지향적 게시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정

작 자신의 듣기 성적은 하락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사전 평가 대비 사후 평가 결

과도 하락하게 되어 수평적, 민주적 합의에 따른 의사결정과 결정된 사항의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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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이 협동 학습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입증해 주었다.

③ 이기적 리더십

앞에서 E조 조장의 리더십을 권위적 리더십이라 분류하였다. 주목할 만한 현상

은 이와 유사한 리더십이 A조, I조, J조, K조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E조와는 달리 조장이 다른 조원들과 모두 같은 학년이므로 권위적

리더십과 구분하여 이기적 리더십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이기적 리더십이 나타나

는 조에서는 조원들의 활동에 대한 태도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A조와 J조의 조장은 이지적인 학습자로 협동학습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힘에

있어 조의 활동에 대한 소개를 회피하고 오히려 자신의 학습전략이나 태도에 대해

서만 언급하는 등 독자적인 학습자의 모습을 보였다. 또한 조 활동 소개도 자기중

심적으로 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언급은 대개가 듣기학습에 대한 일반적인 학습전

략 혹은 자신의 학습방법에 대한 서술 등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소속 집단의 단

합이나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결여되었으며 그 결과 A조는 사전평가에서

듣기 성적이 1위이던 것이 사후평가에서는 7위로 하락하게 되었으며 J조의 경우 전

사오류율이 9위로 하위권을 유지하였고 사전평가 대비 사후평가 순위가 하락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I조와 K조의 경우도 이러한 개인주의적 성격의 학습자가 2명씩 포

함되어 있어 평균향상도의 순위가 하락하게 되었다. 이는 자기중심적 학습자를 어

떻게 관리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을 제기해 주고 있다.

3) 카페 채팅 자료의 분석

본 절에서는 카페의 채팅에서 나타난 각 조의 조원들의 조별 상호작용 상황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일대일 채팅은 주로 조원이나 조장이 전사한 자료를 자료실

에 게시하기 전 후에 이루어졌다. 이처럼 갈무리된 채팅 자료는 그 분량은 A4용지

약 22쪽에 달하였으며 채팅자료의 분석 결과는 표 8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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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카페 채팅 자료의 분석

별명 날짜
대화의

길이
소집단명

대화의

지향점
특징

물고기자리 10. 2 1 C p

주관적, 개방적,

과정지향적,

협력적

공유적

비단언적

아나아나

10. 17 3

D p

하록하록 B p

포도나무 J p

룰룰루 A r 객관적, 물질주의적

결과지향적,

경쟁적

제시형

보고식

참참참
K r

장미 H r

소말리아 11.6 1 F p

부시시 11.19 15 G p

Thank God 11.26 2 C p

* p (과정지향적)/ r(결과지향적)

표 8에서 보듯이 B, C, D, F, G, J조 조원의 대화는 주관적, 개방적, 과정 지향

적, 협력적, 공유적, 비단언적 성격을 보여주었으며 A, H, K조 조원의 대화는 객관

적, 물질주의적, 경쟁적, 제시적, 보고적인 특징을 보여주었다. 이는 앞 절의 게시

자료에서 언급하였던 이기적 리더십을 나타낸 조장들의 특성과 비슷한 것으로 이러

한 이기적 리더십이 방기되면 조원들간의 상호작용이 수동적 활동으로 전락되어 듣

기능력의 향상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반면 주관적, 개방적, 과정

지향적, 협력적, 공유적, 비단언적 상호작용은 적극적 리더십과 관련되어 소집단내

상호작용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듣기능력의 향상을 가져다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며 결론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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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소집단 협동 전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듣기 능력이 신장되었다. 7회에 걸

친 소집단 전사활동의 결과 학생 전체의 듣기능력은 사전평가 평균 54.1점에서 사

후평가 평균 67.6점으로 13.5점이 향상되어 듣기 점수 향상의 폭이 상당히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11개 조 중 듣기 능력 향상의 정도는 G조 20점, B조 18.5점, C조 17점, F

조와 J조 15.5점, D조 15점의 순으로 향상되었다. 또한 조는 K조 6.5점, E조 9점, A

조 10점, I조 10.7점, H조 11.5점으로 평균보다 듣기능력 향상의 폭이 낮았다.

셋째, 듣기능력의 사전-사후 평가 결과 사전검사 시에는 F값이 0.10이던 것이 사

후검사 시에는 0.432로 높아져 조별 차이가 더 커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후

검사시 F임계값이 산출된 F값보다 높으므로 조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넷째, 매 전사 때마다 소집단간 전사 오류 비율의 순위가 심하게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각 조원들이 조별 전사 오류 분석의 결과에 아주 강한 관심을 가

지고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인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전사오류율 순위,

사전 검사 순위, 사후 검사 순위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표 7에서 보듯이 사

후점수의 순위와 향상도의 순위 간에 상관계수가 .915의 높은 상관이 나타났다. 이

는 사후 점수의 향상이 높을수록 향상도가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전

사 순위와 듣기점수 향상과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전사 순위 보다는 각 조의 조원들의 조별 활동에 대한 인지 정도와 태도에서 사후

점수 향상의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섯째, 게시판에 올라온 소집단 협동학습의 효과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및 태도

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초기에 부정적으

로 생각하던 학생들도 실제로 협동학습을 경험한 다음에는 긍정적인 쪽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여섯째, 소집단 협동 전사활동의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주적 공동작업과 조원

책임제를 도입함으로써 듣기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유리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즉, B

조, F조, G조와 같이 조원들간에 리더십이 합리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각 조원들이

리더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경험하게 될 때 조 전체의 듣기 능력이 향상될 수 있었

다.

일곱째, 반면에 C조나 E조와 같이 조장이 권위적 리더십이나 이기적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면 조원들이 과제에 대한 지나친 부담을 안게 되어 조 전체의 듣기 능

력 향상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

여덟째, 공동작업 후 조장이 게시하는 경우 조장의 능력과 포용성 정도에 따라



284 한 상 호

조원들의 결속이 좌우되며 이는 결국 조의 성적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

다. 조장이 적극적이고 포용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면 조원들이 조장을 신뢰하게 되

고 그들의 활동이 능동성을 띠게 되어 전체 듣기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조장이 소극적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어 협력이 결여될 경우 경쟁지향적 조별학습은

성적의 향상에 저해가 된다.

아홉째, 소집단 협동학습이 B, C, D, F, G, J조에서처럼 과정을 중시하는 방향으

로 이루어지게 되면 조원들의 상호작용이 상승하게되어 듣기능력이 향상되지만 경

쟁적이고 결과 지향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자 하는 구성원이 많을수록 협력적 상호

작용이 저해되러 조원 전체의 듣기능력 향상에 장애가 생기게 된다.

2.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자가 직접 지도한 영어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

이므로 추후 좀 더 과학적인 연구의 일환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정량적 연구 결과 소집단 협동학습의 차이가 듣기능력 향상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질적 연구 결과로 비추어 보면 조장의

리더십의 유형에 따라 협동학습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고 이것이 조 전체의 듣기능

력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추후 연구에서 다시 검증해 볼 필

요가 있다.

셋째, 매 전사 때 마다 조별 순위가 변하는 것을 다른 조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더 나은 학점을 확보하기 위한 선의의 경쟁의 결과라는 연구자의 관찰에 의

한 추정은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 입증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추후연구를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질적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교차하는 연구방

법은 연구의 타당성이 높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도 적용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소집단 전사활동의 과정을 참여관찰 하지 못하고 참여자

들이 카페에 게시한 자연스런 자료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연구의 타

당성을 높이기 위해 추후 연구에서는 비디오 촬영 분석, 참여 관찰 기법 등을 적용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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