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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학습을 통한 또래교사와 또래학습자의 인지구조 변화

-초등 도형영역에 대하여-

김 미 정 (보은산외초등학교)

1) 이 광 호 (한국교원대학교)
✝

이 미 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성 창 근 (광주큰별초등학교)

본 연구는 또래교수 활동을 통하여 변화된 도형의 개념

및 성질, 도형간의 관계에서 인지구조를 관찰하고 어떻게

정교화 해 가는지에 대해 또래교사와 또래학습자의 인지

구조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

은의 S초등학교 5학년 학생 6명을 대상으로 또래교수와

학습자 3팀을 선정하고 도형영역에 대한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인지

구조를 분석하였다. 또래교사와 또래학습자 모두 도형영역

에서 인지구조가 변화되었으며 특히 또래교사의 인지구조

의 변화가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따라서 또래교수활동은

체계적인 계획하에 일관성 있는 교수활동 뿐만이 아니라

학습활동에 더욱더 많은 교사의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수학 성취도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른다. 하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수학을 어렵게 생각하

여 기피하는 학생들, 선수학습의 결손 누적으로 인한

수학부진아들이 생기고 있다. 수학과는 위계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단계 내용에 대한 학습이 최소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 보다 상위단계 내용의 학습에

대한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즉 교육과정이 계열화되

어 있어 수학의 기초기능이 결여되면 다음 단계로의

진행이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한정의, 2006). 이러한

수학 학습부진아를 구제하기 위하여 학교에서는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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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아들을 대상으로 특별보충과정을 진행한다. 하지

만 교과의 하위 영역이나 학습부진 및 학습장애 학생

들의 인지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히 진행

된 읽기나 쓰기 영역에 비해 수학 관련 연구는 많지

않아서(김애화, 2006; 이대식 외, 2007) 수학 학습부진

및 장애 학생들의 인지적 특성을 고려하고, 하위 영역

별 교수 계획을 세워 지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수학의 다양한 영역 중에서도 도형영역은 연

령에 관계없이 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이고 의미 있는

수학영역으로, 수와 더불어 일상생활을 설명하고 문제

를 해결하는데 가장 많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기하개념

과 공간감각이 좋은 학생은 수의 개념, 측정, 통계 등

의 다른 수학 영역을 배우는데에도 유리하다(NCTM,

2000). 하지만 도형영역은 수학의 다른 영역에 비해 학

습부진학생들 뿐만 아니라 일반학생들 조차 어려워하

는 영역이다(노영아 안명곤, 2007; 장영은, 2003).

사회적 구성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 대표적인 학

자 Vygotsky는 근접발달영역(Zone of Proximal

Domain : ZPD)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근접발달영역은

구성주의적 학습의 민감 영역으로서 타인의 조력과 자

기주도적인 문제해결을 통해서 의미 있는 지식을 구성

할 수 있는 최적의 발달 영역이라고 하였다. Piaget에

의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몇

개의 반사 기능만을 가지고 마치 생물체가 환경에 순

응하기 위하여 자신의 신체 구조를 바꾸어 가듯이 인

간도 환경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사물을 대상으로 하

는 지적 활동인 물리적 경험과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인

사회적 요인)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인지구조를 재

구성해 나간다.

미국의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교수인 클린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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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ton)은 그의 멘토링 저서『관계』에서 멘토링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관계에 의하여 장․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관계적인 경험이라

고 정의한다. 교수 학습상황에서 멘토링을 또래교수라

할 수 있는데, 또래교수는 다인수 학습상황에서 교사

주도의 획일적인 교수방법을 개선하고 개인별, 수준별

수업을 전개할 수 있어서 학습자들의 학업적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한다. 학업능력이

비슷한 또래끼리 번갈아 학습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고

받음으로써 교사주도형 수업에 비해 긴장감이 적고,

연령에 맞는 어휘나 실례를 사용하여 학습문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래교수 활동 시에 짝의 근

접발달 영역을 자극 하여 더 높은 발달단계로 안내하

기도 하였다(박지숙, 2009, 재인용).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또래교수는 학습부진아들

의 근접발달영역을 확대시키고 자신의 인지구조를 재

구성해 나가는 과정에 효과적이므로 수학 우수아와 수

학부진아의 인지구조를 관찰하기에 알맞은 방법이다.

안미경(2009)과 유근미․김수연(2010)은 동료간 또래교

수가 또래 학습자의 학업성취와 자아개념 등 정의적

특성의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말하였고, 홍진곤․조승

래(2003)는 우수학생과의 협력 학습을 통한 수학 학습

부진아 지도의 효과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

데, 동료와의 협력학습이 이루어진 집단에서 유의미한

학업성취도 향상을 볼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수

학 학습이 이루어진 집단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이

루어지지 않았으나, 협력학습이 이루어진 집단에서는

뚜렷한 개선을 볼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효

과들은 주로 정의적 측면에서 그치거나 수학적 성취도

를 따지는 양적연구를 했을 뿐 실제적으로 또래교수를

통해서 나타난 수학우수아와 수학부진아의 인지구조의

차이에 대해 연구한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교수 활동을 통하여 변화된 도

형의 개념 및 성질, 관계에서 인지구조를 관찰하고 어

떻게 정교화 해 가는지에 대해서 집중관찰을 통하여

수학우수아와 수학부진아의 인지구조 차이를 알아보고,

연구 결과를 통해 학생들의 도형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효과적인 지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인지구조

피아제는 인간의 사고는 일정한 단계를 거치면서

보다 복잡한 수준으로 발달해 간다고 하였으며, 인지

발달의 각 단계는 특정한 개념 혹은 지적 구조에 의해

특징지어진다고 하였고 이러한 지적 구조를 도식이라

고 칭하였다(김종석, 1984). 도식은 일정한 방식으로

우리가 보는 세상을 조직한다. 예를 들어 아동초기의

도식은 매우 자아 중심적으로 세상을 지각하게 만든다.

이러한 도식의 사용은 어린이가 성장함에 따라 감각

운동적 차원을 넘어 개념적 차원에까지 확대되어 간다.

즉 도식은 변화하는 인지발달의 구조로 이것이 발달되

어 정신적 발달로 이어지는 적용구조라 할 수 있다(서

봉연, 1988).

피아제의 이론에서 인간의 지적 능력이란 개인이

주변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 할 수 있는 능력이며,

인간의 지적 능력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어떻

게 변화되어 가는가의 과정과 그 변화의 양상을 아는

것이 인지 발달을 이해하는 것이다(조정구․박준용,

1996). 피아제에 따르면, 개인에게는 환경과의 균형을

이룩하여 그의 행동 및 사고 양식의 무모순성을 달성

하려는 기본 욕구가 있는데 동화와 조절, 조직 기능에

의한 그러한 평형화 과정에서의 행동 및 사고 양식의

변화를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구광조 외, 1995). 따라

서 사전에 가지고 있던 인지구조는 또래학습을 통한

새로운 경험에 의해서 동화와 조절의 단계를 거쳐 평

형화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인지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

다.

Skemp는 수학학습의 주요 목적은 스키마 즉, 개념

적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강완․백석윤

, 2000). 이에 수학학습 지도는 기존의 스키마를 바탕

으로 관련된 개념적 관계망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보고,

학생들의 학습을 위해서 스키마의 재구성을 목표로 교

사는 학생들 스스로 수학적 아이디어를 탐구하여 스키

마의 재구성을 시도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도해야 한

다고 주장한다(박만구 박경선, 2009). Skemp의 이론에

따라 직관적 지능이 기존의 도형에 대한 학생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전의 인지구조라 하면 반성적 지능은

또래학습을 직관적 지능에 의해 구성된 개념이나 개념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는 능력이다. 학생의 직관적 지

능을 이해한다면 반성적 지능에 의하여 고차원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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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발전시키는데도 큰 도움이 되므로 직관적 지능과

반성적 지능 관찰은 모두 의미 있는 일이다.

Piaget의 지적 구조에서 특히 개념적 구조에 초점을

두었을 때 Skemp의 개념적 구조와 유사한 점을 살펴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인지구조는 개념적 구조에

한정하며 특히 개념들간의 연결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Vygotsky의 근접발달영역은 지식이 사회적 참여를

통해서 구성된다는 원칙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Vygotsky는 발달 수준을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으로 구분 하였는데 실제적 발달 수준은 아

동이 주위의 도움 없이 혼자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하고, 잠재적 발달 수준은 자기보다 높은 수

준의 친구나 어른 등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더 높은 수준을 말한다. 이 두 수준 사이의

영역을 근접발달영역(Zone of Proximal Domain :

ZPD)이라고 한다(신명희 외, 2010).

아동이 자기보다 조금 더 높은 인지발달 수준에 있

는 또래나 어른과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학

생의 인지적 발달이 촉진되고 이를 통해서 잠재적 수

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상호작용이

주로 협동적 대화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협동적

대화는 단순히 문제를 제시하는 것 이상을 의미하며

중요한 단서나 힌트를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협동적 대화를 통해 제시되는 도움

은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발판(비계:scaffolding)의 역할을 한다.(고벽진 외,

2006). 이러한 특성은 교사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

습을 지도하기보다는 교사의 역할을 하는 학습자인 또

래교사가 또래학습자의 인지구조와 발달수준을 고려하

여 학습을 지도하게 되면 잠재적 수준으로 가는데 더

욱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또래학습

가. 또래교수의 의미와 특징

또래교수(peer tutoring)란 또래교사(tutor)가 또래학

습자(tutee)에게 교수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교수

이며 또래교사(tutor)와 또래학습자(tutee)가 일대일로

짝을 이루어 연습, 반복, 개념 설명을 통하여 서로 가

르치고 배우면서 학업성취와 사회적 능력을 촉진하고

자 하는 또래협력 교수체계를 말한다(박온서, 2004, 재

인용). 여기서 또래란 비슷한 생활연령을 가지고 사회

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을 말하며, 또래

교사는 교사나 성인에 의해 임의적으로 주어지는 지위

로서 또래교사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김정효,

2009).

또래교수는 Vygotsky의 근접발달영역(ZPD: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

다. 근접발달 영역은 경험이 많은 학습자가 지도자가

될 때 더 큰 잠재적 가능이 있다고 보는데, 또래 지도

자가 지적으로 생산적인 방법으로 지도 받는 학생을

이끌어 갈 수 있으므로 지도 받는 학습자 혼자 하는

경우보다 더 큰 잠재력이 발휘된다. 이렇게 한 아동이

더 능력 있는 또래와 문제해결 활동에 참여할 경우,

활동에 참여한 아동은 잠재된 새로운 영역의 발달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박지숙, 2009).

이와 같이 전통적인 교사 중심의 강의식, 주입식 학

습지도 방법을 탈피하여 학습자들끼리 협력 할 수 있

는 원리를 도입하여 아동지도에 이용하는 방법으로 또

래교수는 우수한 학습자나 먼저 학습한 학습자가 부진

하거나 같은 또래의 학습자들과 짝을 이루어 도움을

마련해주고 함께 해가는 협력의 과정이라 할 수 있으

며, 또한 또래교수는 교사 수업의 보조적 방법으로 유

용하게 활용 할 수 있다(이규명 박은혜, 2000).

또래교수는 또래간의 만남을 통한 경험의 과정들이

축적된 지식으로 내재화 될 수 있다. 교수와 연습 기

회, 피드백 제공에 있어서 다양한 학생들의 요구에 따

른 개별화된 교수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반응을 유

의미하게 증가시키고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고

점검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구조화된 학습과제를

통하여 교수와 연습 기회, 피드백을 제공한다. 또한 학

업 기술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정의적 영역에서는

자아 존중감을 기르며 수줍음이 많거나 어린 아동, ‘권

위’에 대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을 도울 뿐

아니라 동료 간의 긍정적 관계를 촉진하고 협동을 조

성하는 데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김정효, 2009).

나. 또래교수의 유형

1) 상호적 또래교수

기초적 학업수행과 긍정적 상호작용의 향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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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또래지원 학습전략 중의 하나가 상호적 또래교

수(RPT: reciprocal peer tutoring)로서 두 명의 학습자

가 또래교사(tutor)와 또래학습자(tutee)가 되어 수업내

용을 진행하거나 복습하는 것으로 상호적 또래교수를

정의 할 수 있다(박지숙, 2009, 재인용). 수업진행 동안

두 명의 학습자들은 역할을 바꾸어 가며 학습지원을

주고받아야 하는 것이다.

김정효(2009)는 상호적 또래교수를 Fantuzzo와 그의

동료들이 개발한 것으로 또래교수 전략에서 집단-보상

과 상호 의존성 요소를 최대화하고, 더 효과적으로 만

들기 위하여 고안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 전략은 짝이

되는 각 학생들이 협력하면서 학생들이 학생과 교사의

역할을 대체하고 팀 구성원 간에 학업진전을 꾀하도록

돕는 구조화된 형식이다.

박현화(2007)는 중학교 12명의 학습부진 학생을 특

별보충과정에서 상호적 또래교수 집단과 전통적 학습

집단으로 나누어 수학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상호적 또래교수 집단에서 유의미한 향

상을 보였음을 보고하였다.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하여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또래학습자 측면에서는 즉각

적인 피드백과 성공적인 학습 경험으로 인해 학습 동

기가 유발된 것이 그 원인으로 밝혀졌으며, 또래교사

측면에서 또래학습자를 가르치는 경험이 학습 효과를

높였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또래교수 상황의 측

면에서 수학적 성취도 향상을 가져온 원인으로는 상호

적 또래교수 활동에서 또래 간 경쟁심이 강화되어 학

습량의 증가를 가져온 점과 교수자로서 책임감을 부여

받은 학생들이 자신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 노

력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2) 비상호적 또래교수

비상호적 또래교수(non-reciprocal peer tutoring)는

상급학생 또는 같은 연령의 또래가 다른 또래의 학습

을 돕는 것으로 한 또래만이 또래교사로서 역할을 하

며, 짝 간에 인지적 수준, 학업 능력, 사회적 기술에서

수준차가 있어야 한다(박지숙, 2009).

본 연구에서는 상호적 또래교수와 비상호적 또래교

수에서 분석되었던 또래교사 측면에서의 책임감, 또래

학습자 측면에서의 피드백과 성공적 학습경험을 부여

해주고자 하였고, 학생간의 수준차를 고려해 인지적

학업적 능력에서 수준이 조금 더 높은 학생들을 또래

교사로 비상호적 또래교수법을 활용하였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의 대상은 연구자

가 담임을 맡고 있는 보은의 S초등학교 5학년 학생 6명

을 대상으로 또래교수 3팀을 선정하였다.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수학 평균을 내어 상위

에 해당하는 3명(T1,T2,T3)은 또래교사, 하위에 해당하

는 3명(S1, S2, S3)은 또래학습자로 선정하였다.

또래교사에 대한 요건은 수학능력뿐만 아니라, 의

사소통의 기술이 있고 대인 관계 기술이 있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며 자신의 또래학습자에게 지켜

야 할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 이들은 의사소통능력이 좋은 편이며, 또래학습자를

기꺼이 도와주려는 의지도 가지고 있었으며 수학에 흥

미가 있고, 어느 정도 자신감도 있었다. 선발된 또래교

사와 또래학습자들은 평소 가까이 지내기에 또래교수에

서 서로의 유대감 형성에도 좋은 영향을 주었다.

2. 연구설계

또래교사와 또래학습자 선정
개인별 성향과 학업성취도를 고려하여 정함

실험 참여 동의서 작성


사전 검사 실시
또래교사, 또래학습자 각각 도형의 인지구조 파악을 위한 

사전 검사  및 면담 실시


또래교수 활동 준비
또래학습자의 정서적 지지 방법 숙지
또래학습자와 합의하여 학습목표 설정

또래교사는 교사로부터 효과적인 교수방법 습득


또래교수 활동 실행
1회 1시간, 6회 실시

또래교사가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관련된 개념을 몰라서 질문하는 
경우에만 설명(교사 개입 최소화)
또래교수 활동 기록지 작성

매 교수활동 후 성찰일지 작성
또래교수 후 또래교사, 또래학습자 비디오 분석

또래교수 시 관찰된 사실에 대한 분석


사후 검사 실시
또래교사, 또래학습자 각각 도형의 인지구조 변화 관찰 

위한 사후 검사 및 면담 실시

[표 1] 연구설계

[Table 1] The design of the study

3. 검사도구

본 연구에 앞서 2007 개정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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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도 작성과 연구 결과 분석을 위해 도형영역에 대한

내용지식을 조사하였으며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았어

도 학생들의 활동에서 관찰될 수 있었던 개념도 삽입

하였다. 사전 사후 검사지 작성 및 또래교사용지도안

과 활동지 및 지도카드를 작성하였다. 도형의 개념 및

성질 관계에서 인지구조를 관찰하고, 또래교수 활동을

통하여 어떻게 변화 및 정교화 해 가는지를 관찰하였

다. 또 또래교사와 또래학습자간의 인지구조 차이를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도형 지도 방안을

모색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도구는 본 연구자가 개발

하여 현장 교사들과 수학교육 전문가와 협의를 통하여

검토하였다. 검사지는 학생들의 도형 영역에서의 인지

구조를 검사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5학년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었다. 문제 해결과정 중 학생의 인

지구조를 알아보기 위해서 대부분의 문항에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쓰도록 하였고 학생들이 작성한 답과

이유 그리고 면담을 통해 인지구조를 분석하였다.

4. 자료수집 및 분석

사전 검사지와 임상면담을 통해 사전 인지구조를

분석하며, 활동지와 비디오 관찰을 통해 또래학습을

탐색하고, 사후 검사지와 임상면담을 통해 사후 변화

된 인지구조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를 토대로 도형에 대해 학생의 또래교수

학습 활동 전후의 인지구조 변화에 대한 개념들을 분

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결망을 그렸다. 연결망을 통

해 학생별로 변화된 인지구조를 분석하였다.

학생들의 인지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 면담한 결과

를 바탕으로 학생이 이해하고 있는 개념과 개념들 간

의 연결망을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있어 Jonassen,

Beissner & Yacci(1993)이 제시한 개념도 작성과정을

참고하여 연결망을 다음과 같이 그렸다.

1. 가장 중요하고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시작한다.

종이에 그 개념 단어를 쓰고 그것 둘레에 원을

그린다.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실선으로

원( 개념 )을 그리고, 오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점선으로 원 ( 오개념 )을 그린다.

2. 학생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첫 번째 개념과 연결

지어 생각하는 두 번째 개념을 종이에 쓰고 원을

그린다. 두 개념 사이에 선을 그린다. 두 번째 개

념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고 이것을 첫 번째 개념

과 연결 지어 생각하고 있다면 실선( )으

로 연결하고, 두 번째 개념에 대한 부족하거나 잘

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첫 번째 개념과 연결 지어

생각하고 있거나 적절하지 못한 개념의 연결일

경우는 점선( )으로 연결한다.

3. 학생이 이해하고 있는 또 다른 개념을 종이에 쓰

고 그것에 원을 그린다. 세 번째 개념이 첫 번째

개념과 두 번째 개념 중 어느 것과 관련지어 생

각하는지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연결

지어 생각하는 개념들 각각 사이에 실선

( ) 또는 점선( )을 그린다.

4. 초등학교 과정에는 실제 나와 있지 않으나 학생

들이 학습과정 중에 이미 알게 된 개념에 대해서

는 굵은 점선( )으로 그리고, 연결하면

안 되는 것을 연결했을 경우에는 실선 가운데 실

선 하나를 엇갈리게 그려 ( ) 표시한다.

5. 학생이 가지고 있는 개념 모두가 포함될 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한다.

6. 전체적인 연결망의 조직을 점검한다. 개념도가

혼란스러운 것 같다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연결망은 생략한다.

Ⅳ. 연구 결과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은의 S초등학교 5학

년 학생 6명을 대상으로 또래교수와 학습자 3팀을 선

정하고 도형영역에 대한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고 자

료를 분석하였으며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인지구조를

분석하였다.

또래교사와 또래학습자는 검사지나 면담에서 자기

만의 언어를 사용하여 표현의 방법은 달랐으나, 의미

상 수학적 용어나 개념이 같은 것은 동일한 것으로 분

석하였다. 그리하여 앞의 학생과 중복되는 내용은 생

략하고 학생의 특이한 연결망을 위주로 제시하였다.

면담내용을 담은 에피소드에서 R은 연구자, T1, T2,

T3은 또래교사, S1, S2, S3은 또래학습자를 의미한다.

1. 각에 대한 인지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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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사인 [그림1]에서 도형으로 생각하는 것을 골

라보도록 하여 각을 도형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

고자 했다. 여섯 명의 학생 모두 ③, ⑥은 도형이 아니

라고 대답하여 각은 도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표현은 조금씩 달랐지만, T1, T2, T3, S1,

S3 다섯 명은 <에피소드 1>에서와 같이 선으로 모두

둘러싸여 있어야 도형인데, 각은 선으로 둘러싸여 있

지 않기 때문에 도형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S2는

<에피소드 2>에서 각은 도형이 아니라 도형을 이루는

일부분이라고 설명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그림 1] 도형의 다양한 예시

[Fig. 1] Various examples of figures

<에피소드 1>

R : ①~⑩까지 중에서 도형이 아닌 것은 ③과

⑥이라고 적고, '선분이 없기 때문에'라고

적었는데 선분이 무엇인가요?

S1 : 도형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요.

R : (③과 ⑥의 '각의 변'을 가리키며) 그럼

이건 선분이 아닌가요?

S1 : 그것도 선분이긴 한데.........그건 완전히

둘러싸여 있지 않아서요.

R : 꼭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도형이에

요?

S1 : 네. 그런 것 같아요.

<에피소드 2>

R : ③과 ⑥은 도형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

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S2 : ③과 ⑥은 각이잖아요.

R : 각은 도형이 아닌가요?

S2 : 네. 각은 도형 안에 있는 거고, 도형은 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도형이니까요.

R : (원을 그리며) 그럼 원은 도형이 아닌가요?

S2 : 도형이에요. 원은 각과 변이 너무 많아서 동

그라미가 된 거니까, 도형이 맞죠.

<에피소드 1>과 <에피소드 2>에서와 같이 6

명 모두는 각이 선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기 때문

에 도형이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따라서 6명 모두 도형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도형과 각을 연결시키지 못함을 알 수

있었고, 도형으로서의 각에 대한 연결망은 [그림

2]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도형 각

[그림 2] 도형으로서의 각에 대한 6명 모두의 연결망

[Fig. 2] 6 students’cognitive structure about the angle

as a figure

T2는 또래학습 전에는 도형에 대한 인지가 약했고

도형과 각, 도형과 꼭짓점과의 연결성이 약했다. 그러

나 또래학습 후에는 도형에 대한 인지도 강해졌으며

도형과 각, 도형과 꼭짓점 사이의 연결성도 강해졌다.

각의 크기에 있어서도 또래학습 전에는 <에피소드 3>

에서와 같이 [그림 3]에서 예각, 둔각만을 인지하고 있

으며 둔각에 대한 오개념을 가지고 있었으나 또래학습

후에는 예각, 직각, 둔각, 평각, 180°가 넘는 각까지 연

결성이 강해졌다.

<에피소드 3>

[그림 3] 예각, 직각, 둔각을 표시하는 문제에 대

한 T2의 답안

[fig. 3] T2's answer for checking about acute,

right and obtuse angle

R :여기에서 둔각이라고 표시한 부분이 많은데, 둔각

이란 무엇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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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 : 둔각은 직각보다 각이 큰 것이요.

T2는 선으로 모두 둘러싸여있어야 도형이라고 생각

하였고, 각은 도형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각 자체는 도

형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또래교수활동을 위해 사전에

또래교사지도안과 지도카드로 학습을 하고 자신이 가

지고 있던 스키마들을 다시 연결시켜가며 자신의 인지

구조를 변화시켰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도형에 대한

스키마는 다각형에 해당되는 것임을 깨닫고, 점, 선, 면

으로 이루어진 것은 모두 도형이고 각은 점과 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도형이라고 인지하게 된 것이다.

T2의 또래학습 전 각에 대한 연결망 [그림 4]와 또

래학습 후 각에 대한 연결망 [그림 5]를 비교하면 다

음과 같다.

변 직선

꼭짓점도형

각각의 크기

예각

직각

둔각

[그림 4] 각에 대한 T2의 연결망(또래학습 전)

[Fig. 4] T2's cognitive structure about an angle(Before

peer learning)

변 직선

꼭짓점도형

각각의 크기

예각

직각

둔각

평각
180°를 넘는 각

[그림 5] 각에 대한 T2의 연결망(또래학습 후)

[Fig. 5] T2's cognitive structure about an angle(After

peer learning)

S2는 또래학습 전에는 도형, 꼭짓점, 변에 대한 인

지가 약했고 도형과 각, 각과 꼭짓점, 각과 변(직선)과

의 연결성이 약했다. 사후검사에서 도형과 각에 대한

연결성은 여전히 약했지만, 다른 개념들의 연결성은

강해져서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평각과 180°를 넘

는 각도 연결성이 강해졌다.

[그림 6] 각의 개수를 묻는 문제에 대한 S2의 답안

[fig. 6] S2's answer for checking the number of angles

또래학습에서 <에피소드4>와 같이 T2는 S2가 ‘변’

의 개념을 ‘면’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수정해주

었고 쉽게 지나갈 수도 있었던 변에 대한 개념을 S2는

확실히 인지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꼭짓점에 대한 개

념도 인지하고, 각과 꼭짓점의 두 개념 사이를 연결하

게 되었다.

<에피소드 4>

T2 : 10번은 왜 각이 아니라고 했어?

S2 : 봐. 각이 되려면 면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꼭짓

점이 이렇게 있어야 하잖아. 그런데 면이 이렇게

삐져나와서 꼭짓점이 여기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

고 없기 때문에 아니라고 했어.

T2 : 그러면 너는 면과 면이 겹쳐서 각이 있다고 했

고, 이건 꼭짓점을 넘어서 각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런데 각은 (그림을 그려주며) 두 직선이 이 한

점에서 만나서 이 사이의 크기가 각이야. 반드시

두 직선이 만나야 하고, 곡선도 안 돼. (변을 가리

키며) 이게 면이라고 했잖아. 이건 면이 아니고

직선이 만난건데 변이라고 읽어.

(중략)

S2 : 도형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 각은 이 도형 안에

있어. 면과 면 사이에 이렇게 꼭짓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각이 있잖아. 그래서 도형이 아니

라고 했어.

T2 : (변을 가리키며)그런데 일단 네가 이게 면이라고

했잖아. 이건 면이 아니라 변이야. 그리고 각은 도

형이야. 그 이유가 도형은 점과, 선과 면으로 이루

어져 있거나 이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야. 그

런데 각은 이게 점이고 이게 선이지? 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도형이 될 수 있는 거야. (각

을 그려주며) 각은 도형이야. 그 이유는 점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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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게 점과 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도형이야.

S2는 <에피소드4>에서와 같이 또래학습을 통해 점,

선, 면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고 각은 도형임을 학습했

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던 스키마가 다각형임을 인지

하지 못하였고 두 개념의 혼란으로 인해 각이 도형임

을 평형화시키지 못하였다.

각의 크기에 있어서는 [그림 7]에서와 같이 사전검

사에서 예각, 직각, 둔각만을 인지하였지만, 사후검사는

[그림 8]과 같이 둔각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갖게 되

었고 평각과 180°가 넘는 각까지 인지하여 도식을 넓

히게 되었다.

변 직선

꼭짓점도형

각각의 크기

예각

직각

둔각

[그림 7] 각에 대한 S2의 연결망(또래학습 전)

[Fig. 7] S2's cognitive structure about an angle(Before

peer learning)

변 직선

꼭짓점도형

각각의 크기

예각

직각

둔각

평각
180°를 넘는 각

[그림 8] 각에 대한 S2의 연결망(또래학습 후)

[Fig. 8] S2's cognitive structure about an angle(After

peer learning)

2. 삼각형에 대한 인지구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그림 9] 삼각형과 삼각형이 아닌 도형의 다양한 예시

[Fig. 9] Various examples of Triangle and non-triangle 

[그림 9]에서처럼 삼각형의 개념과 성질에 대한 학생

들의 인지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10가지 도형을 제시

하고,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이등변삼각

형 정삼각형을 고르고 그 삼각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였다. 마지막 문제에서는 삼각형이 아닌 것을 고르

고 왜 그렇게 생각하였는지도 설명하도록 하였다. 문

제에 대한 답안과 추가 면담을 분석하여 삼각형에 대

한 개념과 여러 가지 삼각형들에 대한 개념 및 관계에

대한 인지구조를 알아보았다.

사전검사에서 내각이 3개만 있으면 변이 엇갈려

있어도 된다고 했던 T1은 사후검사에서 삼각형의 개

념이 정확하게 내면화되어 있었다.

T1은 S1에게 여러 가지 삼각형이 아닌 이유를 설명

하기 위해 사전에 공부하다가 엇갈린 변은 삼각형의

변이 될 수 없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또 사전검사에서 직각삼각형은 90˚와 같거나 90˚가

넘는 각이 1개 있는 삼각형이라고 설명하면서 직각삼

각형이 둔각삼각형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S1

에게 예각삼각형과 직각삼각형을 설명해주는 과정에서

<에피소드5>의 또래 학습을 통해 예각, 직각, 둔각에

대해 개념을 이해하고 정리함으로써 90°가 넘는 둔각

이 하나 있는 삼각형이 둔각삼각형이라는 개념이 정확

히 내면화되었고 직각삼각형과 둔각삼각형의 관계를

잘 이해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에피소드 5>

T1 : 네가 예각삼각형을 그릴 때 예각 하나만 그리고

표시했잖아. 하지만 더 정확한 것은 예각이 세

개 인거야. 두 개도 아니고, 한 개도 아니고 세

각 모두 예각인거야.

S1 : 모든 각을 안 썼네.

T1 : 예각삼각형은 아까 말했듯이, 예각은 0°초과 90°

미만인 각이 예각인데, 이 세 각이 모두 예각인

삼각형이야. 이걸 주의해야 하고... 직각은 90°,

둔각은 90°초과 180°미만이어서... 직각삼각형은

직각이 두 개라면 모든 각을 더 했을 때 180°

가 돼서 각이 두 개만 되니까 한 각만 직각이

어야 하고, 둔각삼각형도 90°초과인 각이 두 개

이상 되면 각이 두 개 밖에 나오지 않아서 한

각만 둔각이어야 해.

T1의 또래학습 전 [그림 10] 삼각형에 대한 연결망

과 또래학습 후 [그림 11] 삼각형에 대한 연결망을 비

교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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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형

각 변꼭짓점 직선
이어진
직선

엇갈린
직선

직각삼각형 이등변삼각형

둔각삼각형

정삼각형

예각삼각형

종류

[그림 10] 삼각형에 대한 T1의 연결망(또래학습 전)

[Fig. 10] T1's cognitive structure about triangles(Before

peer learning)

삼각형

각 변꼭짓점 직선
이어진
직선

엇갈리지
않은 직선

직각삼각형 이등변삼각형

둔각삼각형

정삼각형

예각삼각형

종류

[그림 11] 삼각형에 대한 T1의 연결망(또래학습 후)

[Fig. 11] T1's cognitive structure about triangles(After

peer learning)

T3은 사전검사에서 3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으

며 각과 변, 꼭짓점이 3개씩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고,

변은 곡선이 아닌 직선, 선분으로 이어져 있어야 한다

고 했으나, 엇갈린 변으로 이루어져 있어도 삼각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사후검사에서는 엇

갈린 변으로 이루어진 도형은 삼각형이 될 수 없다고

수정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또래교수활동지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기에 그에 대한 기억으로 수정한

것으로 보였다.

삼각형의 종류에 대한 연결망에서는 <에피소드 6>

에서와 같이 이등변삼각형의 각의 동치와 변의 동치에

대한 연결성보다는 ‘이등분되는 삼각형’이라는 시각적

인 모양에 더 강한 연결을 보였다. 이는 이등변삼각형

개념이 완전히 내면화 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

이며 그 결과 이등변삼각형과 직각삼각형, 이등변삼각

형과 둔각삼각형 두 개념 사이의 연결성이 약하게 되

었다. 이러한 이등변삼각형에 대한 인지구조는 사전검

사와 사후검사에서 변함이 없었다.

<에피소드 6>

R : 그럼 이등변삼각형은 둔각삼각형이 될 수 있어

요?

T3 : 네. 둔각삼각형을 반으로 나누면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이등변삼각형이 될 수 있고, 이등변삼각형

을 합치면 한 각이 둔각이기 때문에 둔각삼각형

이 될 수 있어요.

R : 그림으로 설명해 볼까요?

T3 : (그림 그리며) 반으로 나누면 왼쪽, 오른쪽 모양

이 같기 때문에 이등변삼각형이 될 수 있어요.

R : 모양이 같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어떻

게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 있나요?

T3 : 이등변삼각형은 반으로 나누면 서로 모양이 같기

때문에...

R : 이등변삼각형은 뭐라고 했죠?

T3 : 두 변의 길이가 같고 두 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

형

R : 근데 이 삼각형(T3이 그린 삼각형을 가리키며)이

왜 이등변삼각형인가요?

T3 : 이등변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가 서로 같고 두 각

의 크기가 같은데, 이 각(30°)과 이 각(30°)의 크

기가 같고, 이 선분(ⓐ)과 이 선분(ⓑ)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등변삼각형이 될 수 있어요.

R : 그럼 직각삼각형은 이등변삼각형이 될 수 있을까

요?

T3 :

(직각이등변삼각형을 그리며) 한 각이 직각이고,

나머지 두 각이 45˚, 45˚가 되면 두 각의 크기도

같고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R : 그럼 반대로 이등변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 될 수

있을까요?

T3 : 이등변삼각형이 두 각이 예각이고 한 각이 직각

이면 될 수 있다고 봐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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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T3은 대체적으로 사전과 사후의 인지구조

변화의 차이가 적었다. 또래교수활동 전 또래교수지도

안과 지도카드를 보고 또래교수활동을 준비하라고 했

을 때, 학습주제에 대한 외부의 정보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키마에 동화와 조절을 하기 보다는 자신의 스

키마 또는 문제에 대한 답을 외우고 그것을 위주로 전

달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또래교수활동 후에

도 S3의 인지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림 12]‘삼각형’ 또래교수활동을 위한 T3의 지도일지

[Fig. 12] T3's journal for peer teaching about triangles

3. 사각형에 대한 인지구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그림 13] 사각형과 사각형이 아닌 도형의 다양한 예시

[Fig. 13] Various examples of Rectangular and non-rectangular 

[그림 13]과 같이 사각형의 개념과 성질에 대한 학

생들의 인지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10가지 도형을 제

시하고 정사각형, 직사각형, 마름모, 평행사변형, 사다

리꼴을 고르고 그 사각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였다.

마지막 문제에서는 사각형이 아닌 것을 고르고 왜 그

렇게 생각하였는지도 설명하도록 하였다. 문제에 대한

답안과 추가 면담을 분석하여 사각형에 대한 개념과

여러 가지 사각형에 대한 개념 및 관계에 대한 인지구

조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T2는 사전검사에도 사각형들의 개념과 관계에 강한

연결성을 지닌 인지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에피소드 7>과 [그림 14]에서 볼 수 있듯이 또래

학습에서는 T1과 같이 사각형들의 개념에 대해 정리

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각형들의 관계를 연

결망으로 직접 그려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사

후검사에서도 여전히 사각형들의 개념과 관계에 강한

연결성을 지닌 인지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에피소드 7>

T2 : 아주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 다른 사각형과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하는데, 사각

형을 이루는 조건이 있잖아. 그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야.

정사각형은 각의 크기가 모두 직각으로 같

지, 변의 길이도 모두 같지. 이건 개념이야. 그

런데 여러 사각형과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더

알아야 하는 게 있어. 정사각형은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네 각이 직각이 되잖아. 그럼 마주보

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하게 되는 거야.

사각형을 알려면 개념만 알아도 되는데, 관계

를 알려면 그 사각형의 특징까지 알아야해.

[그림 14] ‘사각형의 종류’ 또래교수활동을 위한 T2의 지도일지

[Fig. 14] T2's 'journal for peer teaching about the kind

of rectangle

S1은 사전검사에서는 <에피소드 8>과 같이 사각형

의 개념이 구성성분과 성질보다는 이름이 있는 익숙한

사각형 즉, 시각적인 모양에만 강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사후검사에서는 사각형

은 각 4개, 꼭짓점 4개, 변 4개로 이루어진 것을 <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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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드 9>에서와 같이 설명하며 사각형의 내포개념에

강한 연결성을 갖게 되었다.

<에피소드 8>

R : 사각형이 아닌 것에 ②, ③, ④, ⑤, ⑦이라고 써

놓았잖아요. S1이 생각하는 사각형이란 무엇인가

요?

S1 : 마름모,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정사각

형 이런 것처럼 이름이 있어야하고. 선분이 이어져

있어야 해요.

R : 꼭 이름이 있어야 해요?

S1 : 그냥 도형이라면 모를까 이런 것은 사각형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에피소드 9>

R : 사각형이란 무엇인가요?

S1 : 네 변으로 둘러싸여 있고, 네 각이 있고 그리고

네 꼭짓점이 있는 것이요. 아! 그리고 ⑩처럼 곡

선으로 되어 있으면 안돼요.

R : 그럼 이건 사각형이에요. 아니에요?

S1 :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네 변으로 이어져 있긴 한

데,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가 있어서 사각형이 아

니에요.

R : S1은 전에 ①, ⑤, ⑨도 사각형이 아니라고 했었

는데, 이번엔 사각형이라고 했네요. 왜 그렇게 했

어요?

S1 : 네 변도 있고 네 각도 있으니까 사각형이 되요.

한 쌍의 변만 평행해야 사다리꼴이고, 정사각형을

45° 회전시킨 모양이 마름모라고 인식 했던 S1은 또래

학습을 통해 한 쌍 이상이 평행한 도형은 모두 사다리

꼴이라고 할 수 있으며, 네 변의 길이가 같은 도형이

마름모임을 이해했다. 하지만 완전한 내면화가 이루어

지지 않아서 사전에 가지고 있던 오개념과 새로 인지

한 올바른 개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

었다.

사전검사에서는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의 개념을 올바

르게 인지하고 관계를 잘 설명하였었는데, 사후검사에

서는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의 개념을 알고도 관계를 잘

설명하지 못하였다. 그 원인은 사각형의 여러 가지 개

념과 성질을 한꺼번에 인지함에 있어 여러 가지 성질

중 무엇을 적용시켜야 할지 몰라 헷갈려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의 약한 연결로 이어졌다.

따라서 S1의 사각형에 대한 인지구조는 [그림 15]에

서 또래학습후 [그림 16]으로 변화 되었다.

사각형

변 각

이어진
선분

종류
연꼴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

[그림 15] 사각형에 대한 S1의 연결망(또래학습 전)

[Fig. 15] S1's cognitive structure about rectangle(Before

peer learning)

사각형

변 각
예각

직각

둔각

내각외각이어진
선분

180° 이상의 각

종류
연꼴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

꼭짓점

[그림 16] 사각형에 대한 S1의 연결망(또래학습 후)

[Fig. 16] S1's cognitive structure about rectangle(After

peer learning)

S3도 T1과 같이 사전검사 [그림 17]에서 사각형에

대하여 시각적인 네모모양에 더욱 강한 연결성을 가지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사후검사에서는 사각형

은 각 4개, 꼭짓점 4개, 변 4개로 이루어진 것을 설명

하며 사각형의 내포개념에 강한 연결성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삼각형에 대한 또래학습의 영향으로 엇갈린 변

도 사각형의 변이 될 수 있음으로 연결되었다.

S3dms 사전 검사에 비해 [그림 18]과 같이 사각형

의 개념에 대한 이해나 사각형들의 관계에 대한 연결

정도가 강해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완전한

내면화가 되지 않아 문제마다 반응이 달랐고, 마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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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평행사변형 두 개념 사이의 연결이 아직은 약함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T3과의 또래학습에서 T3이 문

제에 대한 해답만을 전달하려고 했던 것과 상호 의사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각형

변 각
예각

직각

둔각

내각외각이어진
선분

180° 이상의 각

종류
연꼴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

[그림 17] 사각형에 대한 S3의 연결망(또래학습 전)

[Fig. 17] S3's cognitive structure about rectangle(Before

peer learning)

각
예각

직각

둔

각

내각외각

180° 이상의 각

꼭짓점

사각

형

변

엇갈린
선분

종류
연꼴

사다리

꼴

평행사변

형

마름

모

직사각

형

정사각

형

[그림 18] 사각형에 대한 S3의 연결망(또래학습 후)

[Fig. 18] S3's cognitive structure about

rectangle(After peer learning)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또래교수활동을 통하여 변화된 도형

의 개념 및 성질 관계에서 인지구조를 관찰하고 어떻

게 정교화 해 가는지에 대해서 집중관찰을 통하여 또

래교사와 또래학습자의 인지구조 차이를 알아보고, 그

결과를 통해 학생들의 도형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효과적인 지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표 2]는 또래학습 전과 또래학습 후에 인지구조의

변화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는 사전에도 잘 연결

되었던 연결망이 사후에도 역시 강한 연결망으로 나타

난 것을 표시한 것이다. '○'는 사전에는 약한 연결망

을 보였으나, 또래학습 후 사후검사에서는 강한 연결

망으로 바뀐 것을 표시한 것이다. '△'는 사전과 사후

큰 변화 없이 약한 연결망으로 나타난 것을 표시한 것

이다.

T1 T2 T3 S1 S2 S3

도형으로서 각에 대한 연결
망 ○ ○ ○ ○ △ △

각의 개념과 구성 성분에
대한 연결망 ○ ○ ◎ ○ ○ ○

각의 개념과 크기에 대한
연결망 ○ ○ △ △ ○ ○

삼각형 개념에 대한 연결망 ○ ◎ ◎ ◎ ◎ △

삼각형의 종류와 관계에
대한 연결망 ○ ◎ △ △ ○ ◎

사각형 개념에 대한 연결망 ○ ◎ △ ○ ○ △

사각형의 종류와 관계에
대한 연결망 ○ ◎ △ △ ○ △

[표 2] 도형에 대한 인지구조 변화

[Table 2] The change of cognitive structure about figure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또래 교수과정 전 인지구조 분석에서 대부분

각, 삼각형, 사각형에 대한 연결망이 약한 인지구조를

보였으나, 또래 교수과정 후 인지구조 분석에서 각, 삼

각형, 사각형에 대한 연결망이 사전보다 강해진 인지

구조를 보였다.

[표 2]에서 보듯이 또래끼리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실제적 발달수준이 비슷한 또래끼리 근접발달영역에서

사전에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던 개념을 이해한 방법,

또는 사전에 연결이 약했던 인지구조를 강하게 만들게

된 방법을 의사소통함으로서 강한 연결로 이루어진 인

지구조로 재구성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각, 삼각형, 사각형에서 사전 인지구조는 6명

학생 모두 달랐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스키마의 양과

스키마들의 연결성에 따라 인지구조의 상태가 다르다

는 것이다. 이러한 인지구조 상태는 사후에도 많은 영

향을 미쳤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스키마가 많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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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할 수 있는 다리가 많아져 도식의 크기가 커지고

연결성이 강해진다. 하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스키

마가 적을수록 스키마가 많은 학생보다는 도식의 크기

가 작고 연결성이 약함을 확인했다. 이것은 인지구조

에 맞지 않은 수준이나 내용을 학습시킨다고 해도 인

지구조가 급격히 변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결론은 인지구조에 맞게 수준별 또는 개별

지도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인지구조에 따라

동화와 조절이 서로 균형 있게 이루어져 평형의 상태

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각 학생마다 동화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스키마를 넣어주어야 할지, 어느

부분의 조절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이 달라지기 때문

이다.

셋째, T2가 삼각형과 사각형에 대한 인지구조가 강

하게 연결되어 있던 것을 빼고, 나머지 학생들은 도형

영역에 있어 또래교사와 또래학습자 둘 사이에 큰 차

이는 없었다. 하지만 또래 교수과정 후 인지구조 분석

에서 또래학습자보다 또래교사가 더욱 강한 연결로 이

루어진 인지구조로 변하였다. 사전에는 T2를 제외하고

는 다섯 명 모두 각, 삼각형, 사각형 각 개념에 대한

연결성이 약한 부분이 비슷하였다. 하지만 사후검사에

서는 S1, S2, S3에 비해 T1, T2, T3가 훨씬 더 강한

연결성을 가진 인지구조를 보였다.

또래교사가 또래교수를 준비하면서 직관적 지능에

의해 구성된 개념이나 개념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고

반성적 지능을 갖게 된다. 또한 또래학습자와의 교수

활동을 하면서 또래학습자에게 또래교사의 설명에 대

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스키마를 더 활용

하면서 보다 확실한 내면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결

론으로 이어진다.

이에 교사는 틀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외우도록 하

는 도구적 이해보다는 무엇을 알지 못하고 어떤 스키

마를 연결시키지 못하여 이해하지 못하였는지 확인 한

후 스키마들의 연결을 돕도록 하여 관계적 이해가 이

루어지고 직관적 지능과 반성적 지능이 고루 발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함을 시사한다.

넷째, 또래교사의 인지구조가 또래학습과 또래학습

자의 학습 후 인지구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래 교수과정 후 인지구조가 또래교사 사이,

또래학습자 사이에도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T2는 사전에도 다른 친구들에 비해 각, 삼각형, 사

각형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어 다소 강한 연결망을

가진 인지구조를 보였고 사후검사에서는 각, 삼각형,

사각형에 대해 모두 강한 연결을 가진 인지구조로 완

성하였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오개념을 인지하거나

또는 또래학습자가 자신과 같은 오개념을 가지고 있음

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이 이해한 방법, 자신이 가진

스키마를 최대한 동원하여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었

다.

하지만 사전 스키마가 약하고 동화와 조절이잘 이

루어지지 않았던 T3은 T1과 T2에 비해 사전․사후검

사에서 많은 변화가 없어 연결성이 약한 인지구조를

보였다. T2와 또래교수활동을 한 S2는 사전에는 삼각

형개념에 대한 연결망을 제외하고는 연결성이 약해

S1, S3와 비슷하였지만, 사후에는 각과 도형에 대한

연결성을 제외하고 모두 강한 연결을 보여 S1, S3보다

훨씬 강한 연결을 가진 인지구조를 재구성하였다. 그

에 반해 S3는 사후에도 또래학습자들 중 인지구조가

제일 약한 연결망으로 재구성되어 있었다. 이것은 또

래교사의 스키마에 대한 연결성이 약했던 점과 또래교

사와의 상호작용 부족이 낳은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지구조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또래교사가 또래학습자의 인지구조도 강하게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또래교수활동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래교사와 또래학습자의 선정에 있어서도 학

습능력, 사회성, 의사소통능력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지만 각 역할에 대한 책임감과 사전훈련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준비와 관심이 많이 필요하며 체

계적인 계획 하에 일관성 있는 교수활동이 될 수 있도

록 교사의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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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e study is finding the effectiv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on the concepts of 
figures through exploring the change of students’ cognitive structures before and after the peer 
teaching activities. The difference of the peer teacher’s and student’s cognitive structures was 
investigated for the activities. 

Three teams, six students of 5th grade, were selected from the S elementary school in Boyeon. To 
figure out the students’ cognitive structures, pre and post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and 
analyzed. Both peer teachers’ and learners’ cognitive structures were changed. 

Peer teachers’ cognitive structures were changed more positively than peer learners. A consistent 
systematic planation and continuous teacher support and effort are needed for th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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