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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개발을 위한 팀 프로젝트 활동이

초등수학영재의 공동체배려와 조직관리능력 기술에 미치는 효과
1)

황 용 원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손 홍 찬 (전북대학교)✝

연구에서는 게임개발을 위한 팀 프로젝트 활동이 수학

영재의 공동체배려와 조직관리능력 기술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 영재를 위한 리더십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G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초등수학반 4학년 학생

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영재학생들은 15차시의

팀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공동체배려와 조직관리능력 요

인의 기술점수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으며, 이는 동료들과

함께 수학이론 학습, 게임규칙 확인, 게임 개발 아이디어

회의, 게임 자료 제작, 산출물발표 준비 등의 과정을 경험

하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과목과

분리된 리더십교육이 아닌 수업주제의 특성과 융합된 리

더십교육으로도 영재학생들에게 리더로서의 역량을 길러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Ⅰ. 서론1)

창조경제 시대 국가 혁신 핵심 전략으로서 창의인

재 양성을 위한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2013~2017)이 추진되고 있다. 2002년 영재교육진흥법

시행 이후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국가 정책 차원의 영

재교육이 체계적으로 시작되어 교육 대상과 내용에 있

어서 많은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어 가고 있다.

조석희(2004)는 영재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개인적

필요, 국가 사회적 필요, 교육적 필요의 세 가지로 탐

색하였다. 정규교육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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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려운 영재아들에게 보다 도전적인 과제를 줌으

로써 잠재력 계발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의 개인적

필요, 국가경쟁력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여 국가와 미

래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의 국가 사회적 필요,

그리고 타고난 영재성도 교육을 통해 계속 계발해야만

발휘된다는 교육적 필요가 그것이다.

‘제1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평가 및 중장기 전망

에 관한 연구(김미숙, 2007)’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영

재교육 정책은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적 측면과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라는 개인적 측면을 고려하였

으며,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에서도 ‘잠재력 발현

고도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비전 아래 영재

교육의 개인적, 국가 사회적 필요를 위한 목표를 가지

고 추진되었다.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정착기로 보는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또한 ‘영재교육 최적화를

통한 창조적 인재육성’의 비전을 가지고 창조경제 실

현을 위한 핵심자산으로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노

력하고 있다.

영재 개인의 자아실현을 국가 경쟁력 강화와 연결

시킨다는 것은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창조적

인재육성’ 이후 사회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것이지만, 영재가 자신의 분야에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비전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자신을 관리하고

동료들과 의사소통을 하며 주변인들에 대한 배려를 가

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인재로 자라도록 도와주는

리더십 교육을 포함시킨 영재 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 실제 우리나라 182개 지역의 교육지원청 영재교

육원 중 2015학년도 교육과정을 공개한 69개 영재교육

원 교육과정 분석결과 전체평균 126.84 시간 중 리더

십 교육은 평균 1.23 시간으로 전체 이수시수의 1.15%

에 지나지 않았으며, 전국 20개의 대학교영재교육원도

전체평균 109.6 시간의 교육시간 중 리더십 교육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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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1.2 시간으로 전체 이수시수의 1.09% 에 그쳤다. 90

시간 중 18시간을 리더십교육을 위해 배정한 한 개의

대학교영재교육원을 제외하면 대학교영재교육원의 리

더십 교육 비중은 0.28%에 불과하다.

리더십에 대한 요소는 생각하는 관점과 보는 시각

에 따라 다양하였으며, 시대가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

화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타인에 영향력을 행사

하거나 군림’하는 과거의 리더십과는 달리 요즘에는

봉사적 리더십이나 네트워크 리더십 등을 들 수 있다.

리더십은 개인 내적 문제뿐 아니라 외부 문제에 관심

을 갖도록 권장하기 때문에, 영재의 타고난 잠재력을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김미숙 외, 2006).

미래사회는 창의성과 리더십을 고루 갖춘 인재를

요구한다. 과거 산업시대에는 현재의 문제를 찾아 해

결하는 시대였지만, 미래의 새로운 지식경제 시대에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찰하는 역량이 요구되는 시대(최

승언 외, 2008)이며 이는 사람들과 ‘더불어’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재교육에서의 당면

문제는 미래 교육체제 안에서 리더십을 제대로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영재가

아무리 능력을 겸비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지 못하면 개발한

인재의 활용은 어려워진다. 창의적 인물이 조직의 집

단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리더십을 갖추지 못

한다면 간학문적이고 학제적 협동연구가 필요한 21세

기형 성취를 이끌어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미란

외, 2013)

OECD의 DeSeCo 연구(2003)와 윤현진 외(2007)의

연구를 보면,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사회의 변화 특성

을 기술하며 미래사회를 살아갈 인재들에게 필요한 공

통적 핵심역량으로 갈등조정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

해결능력, 시민의식 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박춘성, 이정규(2008)는 영재학생들이 공부

문제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친구 관계 등

집단 역동에 필요한 부분에서 상당한 부적응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김회용(2009)은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영재

들의 문제점으로 ‘일상적인 자신의 삶을 관리하는 능

력 부족, 동료학생들을 배려하는 이해심 부족, 팀 구성

원과 함께 더불어 과제를 해결해 내는 협력적 실천능

력 부족’을 들었다. 또한,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많이

실시되는 일반적인 창의성 교육과 리더십 교육의 관련

성이 거의 없음을 밝힌 선행 연구결과를 볼 때 영재

교육과정에는 리더십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동료집단에서 발생

하는 문제를 조정하고, 공동체를 배려하는 올바른 시

민의식을 갖춘 잠재적 리더를 양성하는데 집중하여야

한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리더십이 창의성과 함께 영

재교육의 중요한 목표임을 인식하고 영재의 리더십을

구성하는 구성요인을 분석하여 2006년 8개의 하위요소

별 12차시(기초, 발전, 심화 각 4차시 분량), 총 96차시

의 ‘영재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하

지만, 국내 영재교육기관의 평균 교육시간이 100시간

내외인 점을 고려할 때 총 96차시로 이루어진 프로그

램을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리더십이 발현되는

상황은 리더십만이 독립적으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나 활동 중에 문제를 인식하고, 구성원과의 상

호작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현되므로

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해 리더십만을 교육하는 별도

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보다 분야별 전공과목의 교수·

학습과정에 리더십 요소를 융합하여 지도하기 위한 노

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의 96차시

프로그램을 10여 차시 분량으로 단순화하여 적용하거

나, 철학적 탐구공동체 활동이나 영화를 활용한 리더

십 프로그램, 과학, 과학정보, 인문사회영재를 위한 리

더십 프로그램 등의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본 연구에

서는 15~25차시 분량의 융합형 리더십 프로그램으로

전반적인 리더십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공과목이나 수업

주제의 특성에 맞는 리더십 요소를 추출하여 지도하였

을 때 리더십 기술의 특정 하위요소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된 리더십 프로그램이 아닌 전공과목에

융합된 리더십 프로그램으로 리더십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둘째, 팀 프로젝트 활동의 어떠한 부분이 리더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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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자 정 의

Fleishman

(1973)

어떤 목표나 목표들을 달성하도록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서 개인 간의 영향력을 행사하
는 과정

Jago

(1982)

강제성을 띠지 않는 영향력 행사 과정으로
구성원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활동을 조정
하는 것

Bass

(1990)

상황이나 집단 구성원들의 인식과 기대를
구조화 또는 재구조화하기 위해서 구성원들
간에 교류하는 과정

Yukl

(1998)

집단이나 조직의 한 구성원이 사건의 해석,
목표나 전략의 선택, 작업 활동의 조직화,
목표성취를 위한 구성원 동기부여, 협력적
관계의 유지, 구성원들의 기술과 자신감의
개발, 외부인의 지지와 협력의 확보 등에 영
향을 미치는 과정

한국교육개

발원

(2003)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며 개인
과 집단의 목표달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
하는 것으로 우리 생활의 모든 곳에서 요구
되는 능력

[표 1] 리더십의 정의

[Table 1] Leadership Definitions

술 중 공동체배려와 조직관리능력 기술을 향상 시킬

수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리더십의 정의

사회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영재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는 창의성과 함께 리더십을 들 수 있을 것

이다. 황미영(2009)에 따르면 리더십에 대한 관심은 인

간의 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둔 특성이론에서 시작되어

행동이론 및 상황이론으로 발전되면서, 근래에는 인간

의 정의적 측면까지 초점을 확장해 이론적 탐구가 진

행되었고, 리더의 특성이나 행동뿐 아니라 조직 구성

원들의 정의적 측면의 상승을 통해 집단과 개인의 효

과성을 고려한 리더십 개념을 중심으로 다양한 리더십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리더십은 단순하고 명확하게 정의내리기 어려우며,

사회 구성원의 요구와 환경적, 경제적, 시대적 특성에

따라 정의와 그 의미를 달리해 왔다. 지금까지 많이

거론되고 있는 리더십의 정의들은 연도와 학자별로 다

양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여러 학자들이 서로 다르게 리더십을 정

의하고 있지만, 리더십의 정의를 살펴보면 크게 과업

지향적 측면을 강조하는 리더십과 관계 지향적 측면을

강조하는 리더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과업 지향적 측

면에서의 리더십은 집단의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조직 목표의 달성이나 계획, 통제하는 데 중점을 두는

등 리더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며, 관계 지향적 측

면에서의 리더십은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의

사전달 과정을 통해서 특정한 상황에 행사되는 인간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전통적 리더십은 조직과 구성원을 이끌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능력이 중시되어 추진력과 영특함,

권위와 영향력, 구성원과 조직의 상황을 파악한 예측

과 통제력 등이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지만, 현대적

리더십은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며 비전, 동기

부여, 섬김, 배려 등 민주적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

목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과 같이 시대

적 변화와 특성에 맞춘 새로운 요소들이 추가되고 있

다.

2. 리더십의 구성요소

리더십 개념이 등장한 이래 많은 학자들이 리더가

가진 특성을 바탕으로 리더십의 특성을 연구하였는데

리더십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

라 시대변화에 따라 새로운 요소들이 추가되면서 개념

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Plowman(1981)은

리더십의 특성을 의사결정력, 이타주의, 설득력·혁신성,

타인의 필요에 대한 민감성, 촉진자로서의 능력, 목표

지향성, 의사소통 능력, 통합성, 조직운영 능력, 자원동

원력, 모험심, 카리스마, 풍부한 지식, 인내심, 책임감,

창의성으로 들었다.

Renzulli & Smith(1997)는 실제 영재담당교사들이

학생의 리더십을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리더십의 특

성 및 구성요소 일곱 가지를 제시하였다. 해당 요소를

살펴보면, 어떤 일을 끝까지 완수할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행동, 급우들에게 존중받는 경향, 아

이디어를 정교화하고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의사

소통하는 능력, 또래 친구들을 대함에 있어서의 자신

감, 물건이나 사람 또는 일 등을 조직화하고 구조화하

는 능력,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때의 협력적 행동,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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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요인

2차

요인
개념적 정의

개인

내

특성

비전

인생의 목표와 미래의 비전을 가

지고 살아감으로써 추후 구성원들

에게도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게 됨

도덕성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 통제나 제재가 아

닌 도덕적인 가치와 중요성을 연

계시켜 구성원들의 의식 수준을

높은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을 때

더 큰 의의가 있음

자기관리

능력

자율과 책임이 주어질 때 자기 자

신을 스스로 책임지고 절제하며

끝까지 해낼 수 있는 능력

개인

간

특성

타인과

공동체

배려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동

체를 배려하여 공공의 이익을 추

구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

는 능력

조직

관리능력

리더와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바

탕으로 자신이 속한 집단을 이끌

어 갈 수 있는 통솔력

[표 2] 리더십 요인 및 개념적 정의(5개 요인)

[Table 2] Leadership factors & conceptual definitions

(5 factors)

신이 참여하는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

향이다(최지호, 2013; 재인용).

최승언 외(2008)는 리더로서의 덕목 세 가지로 미래

의 인재상에 요구되는 자기관리 능력 및 비전 설정과

관련되는 요소로서 무엇이 바람직한지 식별할 수 있는

도덕성과 자율과 책임이 주어질 때 자기 자신을 스스

로 책임지고 행동할 수 있는 자기관리능력, 자신이 속

한 집단을 이끌어갈 수 있는 통솔력(조직 관리 능력)

을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자신이 정한 목표 또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목표를 목적의식을 갖고 달성할

수 있는 목표 지향 능력, 외부 상황의 변화를 예측하

고 감지하며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조직의 발전을 효율

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변화 관리 능력, 자기 경험과

미래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

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재창조 능력, 집단이나 조직의

구성원이 빚어내는 개인의 정서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인간관계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미숙 외(2005)는 리더십 기초연구사업 2개년 프로

젝트 중 1차 년도에서 다양한 유형의 문헌과 자료에서

나타난 리더십의 구성요소를 찾아 메타분석을 실시하

였다. 각각의 문헌에서 제시하는 요소들을 찾아 정리

한 결과 총 159개의 요인을 찾아내었고, 가장 많이 제

시된 빈도와 유사한 내용을 묶어서 범주화된 20개의

요인은 출현 빈도순으로 비전과 목표 제시, 문제해결

력, 도덕성 및 인품, 자신감, 타인 배려 및 존중, 창의

성, 자기절제 및 관리능력, 조직 관리능력, 협동심 및

팀워크, 의사소통능력, 카리스마, 도전정신, 과제 책임

감, 열정, 대인관계기술, 사회에 대한 헌신·봉사, 지적

능력, 전문성, 국제적 역량, 기타 등으로 이러한 요인들

은 최근 변화하는 리더십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

요인이라고 보았다.

2차 년도인 2006년에는 20개 요인 중 리더십 교육

에서 개발 가능한 요인을 분석하여, 개인의 내적 또는

대인 관계적 특성을 1차 요인으로 보고, 비전과 추진,

도전정신, 의사결정력, 의로움, 과제책임감, 대인관계와

조직능력, 타인과 공동체 배려 등의 7개 하위 요인을 2

차 요인으로 나타내었으며, 2차 요인은 다시 비전, 자

신감, 추진력, 자기관리, 호기심, 모험심, 상황판단, 공

정, 정직, 신의, 성실, 책임감, 대인관계, 의사표현, 조직

관리, 카리스마, 타인배려, 사회헌신, 팀워크의 19개 세

부 하위요인으로 구조화하였다.

전미란 외(2013)는 리더십 기초연구사업을 바탕으

로 리더십을 개인이 내적으로 지니고 있는 ‘개인 내

특성’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대

인 간 특성’으로 구성된다고 보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미래 비전, 합리적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결정능력, 윤

리적 차원의 도덕성과 자기를 절제하고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자기관리능력 등의 내재적 요소와 인간과 인

간 사이의 관계를 바탕으로 자신이 속한 집단을 이끌

어갈 수 있는 조직 관리능력,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배려 등의 외재적 요소들이 개인 삶의 다양한 환경과

시대 맥락 속에서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발휘되는

개인의 능력과 자질이라고 보고 리더십의 구성요소 및

요소별 개념적 정의를 [표 2]와 같이 제시하였다.

Ⅲ. 연구방법

1.연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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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계 연구내용

기초연구

· 문헌조사 및 자료수집

· 선행 연구의 분석 및 고찰

·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문제 선정

· 연구 계획 수립

(리더십 요소 선정 및 리더십 기술 향

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예비

실험

사전

검사

· KEDI 리더십특성검사(간편형)

· 공동체배려 및 조직관리능력 기술에 관

한 설문(서술형)

<KEDI 리더십특성검사(간편형) 재구

성>

프로 · 수학적 주제를 활용한 리더십 향상 프

[표 3] 연구 절차

[Table 3] Study process

그램

적용

로그램 적용

· 총 15차시(40분), 주 1회 5주간 실시

사후

검사

· KEDI 리더십특성검사(간편형)

· 공동체배려 및 조직관리능력 기술에 관

한 설문(서술형)

<KEDI 리더십특성검사(간편형) 재구성>
결과

분석

· 검사 결과의 통계 처리 및 분석

· 연구 결과 정리

본

실험

사전

검사

· KEDI 리더십특성검사(간편형)

· 공동체배려 및 조직관리능력 기술에 관

한 설문(서술형)

<KEDI 리더십특성검사(간편형) 재구성>
프로

그램

적용

· 수학적 주제를 활용한 리더십 향상 프

로그램 적용

· 총 15차시(40분), 주 1회 5주간 실시

사후

검사

· KEDI 리더십특성검사(간편형)

· 공동체배려 및 조직관리능력 기술에 관

한 설문(서술형)

<KEDI 리더십특성검사(간편형) 재구성>
결과

분석

· 검사 결과의 통계 처리 및 분석

· 연구 결과 정리

본 연구는 ‘KEDI 리더십특성검사(간편형) 개발 및

타당화 연구’(전미란 외, 2013)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의 리더십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하였다. 우리나라 영

재교육원 교육과정에서 시행 가능한 15차시 분량의 융

합형 리더십 프로그램이 다섯 가지의 리더십 기술을

모두 향상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여,

영재학생들이 또래 관계, 이해심 부족, 협력적 실천 능

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영재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공동체배려와 조직관

리능력 기술 향상에 집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

하였다. S초등학교 수학동아리 4학년 학생 7명(남학생

2명, 여학생 5명)을 수학과 학습능력, 동기 등을 고려

하여 2개의 모둠으로 편성하여 예비실험을 하였고, 본

실험은 G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4학년 학생 20명(남학

생 16명, 여학생 4명)을 4개의 모둠으로 편성하여 실시

하였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영재와 리더십에 관한 선행 연구 및 문

헌 조사, 리더십 요소 선정 및 리더십 기술 향상을 위

한 프로그램 개발, 리더십 프로그램 적용, 통계 처리

및 자료 분석을 통한 리더십 프로그램 효과 분석, 연

구 결과 정리의 절차로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내용

은 [표 3]과 같다.

3. 연구 도구

가. 게임 개발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게임 개발을 위한 팀 프로젝트 활동이 리더십기술

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2007년 한국교육개발

원에서 영재교육자료로 개발한 ‘수 게임 발표회(서혜애

외)’를 기본으로 ‘What-If-Not 활동을 통한 문제 만들

기(서혜애 외, 2007)’와 ‘큐브 가져가기(NIM) 게임(송

상헌, 2010)’ 등을 참고로 하여 ‘우리가 만드는 게임 페

스티벌(수학 원리를 활용한 게임 만들기)’이라는 주제

로 제작하였다.

15차시로 계획된 프로그램은 기존의 수학 보드게임

을 ‘What-If-Not’ 전략을 활용하여 자신들만의 새로운

수학 보드게임을 만들어내는 팀 프로젝트로 진행되었

다. 매주 3차시 연속차시로 진행되는 수업은 기존에

소개된 수학 보드게임을 체험해보고 관련된 수학 원리

를 팀원들이 함께 탐구하도록 한다. 팀원들은 게임에

포함된 속성들을 ‘What-If-Not’ 전략에 따라 변형시키

고 새로운 규칙이 적용된 수학 보드게임을 개발한다.

각 팀별로 만들어진 보드게임을 다른 팀원들에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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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단계
활동명 주요 수업활동

주요

수업형태

탐구

단계

예상

차시

1단계

계획

수립

하기

게임

이해

및

게임

탐색

․게임이란? ‘What If Not’ 전략 익히기

-도입 문제 소개

-도입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파악하기

-게임이란?

-13만들기 게임

-‘What If Not’ 이란?

․교사강의

․모둠활동

․전체토론

안내
3차시

(120분)

2단계

지식 및

기능

습득

하기

게임

탐구

및

개발

․우리가 만드는 빙고 게임

-게임해보기

-바꿀 수 있는 조건 찾기

-새로운 게임 계획 및 만들기

-게임 실행 및 검토하기

-새로운 게임 설명하기

․모둠활동

․모둠발표

․전체토론

자료분석
3차시

(120분)

․우리가 만드는 머긴스 게임

-게임해보기

-바꿀 수 있는 조건 찾기

-새로운 게임 계획 및 만들기

-게임 실행 및 검토하기

-새로운 게임 설명하기

․모둠활동

․모둠발표

․전체토론

자료분석
3차시

(120분)

․우리가 만드는 Nim 게임

-게임해보기

-바꿀 수 있는 조건 찾기

-새로운 게임 계획 및 만들기

-게임 실행 및 검토하기

-새로운 게임 설명하기

․모둠활동

․모둠발표

․전체토론

자료분석
3차시

(120분)

3단계

수행

하기

게임 만들기

및

게임 발표

․우리가 만드는 보드게임 페스티벌

-활동 : 모둠별 새로운 게임 기획, 제작

-모둠별 발표, 토론, 평가

-활동 : 게임 체험 및 보드게임 대회

-전체 활동에 대한 소감 발표하기

․모둠발표

․전체토론

창의적

산출물 제작

및

발표/평가

3차시

(120분)

[표 4] 차시별 개요

[Table 4] Lesson plan template

하고 PMI(Plus, Minus, Interesting)기법에 따라 서로

의 보드게임에 대하여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친다.

수업의 모든 과정은 팀원 간에 지속적인 의사소통과

조절, 이해, 협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리더십만을 위한

수업은 아니지만,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경험하고 느끼며 공동체배려와 조직관리능력을 향상시

킬 수 있다.

나. 리더십특성검사지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학생들의 리더십 기술 수

준에 대한 변화를 객관적으로 알아보고 프로그램의 효

과에 대한 양적검증을 위하여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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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요인

2차

요인

문항

번호
문항내용

개

인

내

특

성

비전

문항5

문항12

문항20

나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 안다.

나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분명한 목표를 정해놓고 산다.

도덕성

문항6

문항9

문항10

문항14

문항19

물건을 사고 난 후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았다면 되돌려준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보는 사람이 없어도 요금을 꼭 낸다.

주변에 경찰이 없고 차가 오지 않아도 횡단보도가 아니면 찻길을 건너지 않는

다.

친구가 돈을 빌려주고 기억하지 못해도 꼭 갚는다.

아무리 내가 원하는 일이라도 수단과 방법이 옳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자기

관리

능력

문항3

문항11

문항16

한 번 마음먹은 일은 어려워도 끝까지 한다.

나는 하던 일을 마칠 때까지는 다른 것을 참을 수 있다.

TV나 컴퓨터를 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하며 잘 지키는 편이다.

개

인

간

특

성

타인과

공동체

배려

문항4

문항7

문항17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친구의 의견을 들을 때 친구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조직

관리

능력

문항1

문항2

문항8

문항13

문항15

문항18

그룹 활동을 할 때 친구들과 의견을 잘 맞추면서 한다.

그룹 활동을 할 때 친구들의 자신감을 북돋워준다.

나는 무엇을 결정해야 할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잘 결정한다.

의사결정을 할 때 관련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판단 할 수 있다.

나는 친구들의 다양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

그룹 활동을 할 때 여러 친구들이 함께 활동하도록 분위기를 만든다.

2개 5개

[표 5] 리더십특성검사 문항

[Table 5] Leadership inventory items

한 ‘KEDI 리더십특성검사(간편형)’를 재구성하여 사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리더십 요인 중 공동체배려와

조직관리능력 요인에만 집중하기로 하였으나, 프로그

램 적용 전과 후에 다섯 가지 리더십요인이 어떻게 변

화하는지 확인하고 후속연구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섯

가지 요인을 모두 포함하여 리더십특성검사를 실시하

였다. 요인별 문항은 [표 5]와 같다.

다. 동료관찰 설문지(서술형)

본 연구는 피검자 수가 많지 않아 데이터를 일반화

하기 어렵고, 리더십특성검사의 점수가 학생의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는 단점을 보완하며 교수학습 프로그램

의 어떠한 부분이 리더십기술을 향상시켰는지 확인하

기 위하여 동료관찰평가 형식의 반 구조화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내용은 리더십특성검사의 ‘공동체배

려’와 ‘조직관리능력’ 요인의 문항을 바탕으로 재구성하

였으며, 리더십특성검사와 동일하게 프로그램 사전·사

후에 실시하였다.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문항수와 내

용은 동일하지만, 사전검사에는 지금까지 친구로 알고

지내면서 함께 공부하고 활동하며 느낀 경험을 바탕으

로 질문에 답하도록 하였고, 사후검사에는 팀을 이루

어 활동한 경험을 중심으로 질문에 답하도록 안내하였

다. 답변은 조별로 각 문항에 대해서 본인을 제외한 1

명을 선택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기술하도록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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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예비실험의 설문 분석 결과 각 문항에 대

한 이유를 구체적인 팀 프로젝트 활동과 연결시켜 기

술하는데 어려움을 보여, 본 실험에서는 수업활동을

①수학 이론 학습, ②게임의 수학적 요소 확인, ③게임

규칙 확인, ④팀별 경쟁 활동, ⑤게임 개발 아이디어

회의, ⑥게임 자료 제작, ⑦모임 일정 결정, ⑧게임의

수정·보완 과정, ⑨산출물발표 준비, ⑩기타 등으로 나

누어 이유와 함께 관련된 활동에 복수로 체크할 수 있

도록 수정하였다. 동료관찰 설문지의 요인별 문항은

[표 6]과 같다.

요

인

문항

번호
질문

공

동

체

배

려

문항1
우리 팀에서 친구들을 가장 많이 도와주는 사

람은 누구인가요?

문항2

우리 팀에서 친구의 의견을 들을 때 친구의

입장이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많이 노

력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조

직

관

리

능

력

문항3
우리 팀에서 친구들의 다양한 의견을 효과적

으로 조율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문항4

우리 팀에서 팀 프로젝트 활동을 할 때 친구

들의 자신감을 북돋워주고, 모두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사람은 누구인

가요?

문항5

우리 팀에서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표 6] 동료관찰 설문

[Table 6] Peer observation survey

라. 인터뷰 자료

인터뷰 분석은 현장의 살아있는 목소리로, 연구자와

연구대상자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연구 결과에 대해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고, 정보회수에 소용되는 반응

속도가 다른 도구보다 빠르다(신경림, 김미영 공역,

2003)는 점에서 본 연구의 질적 연구방법으로 선택하

였다. 인터뷰는 예비실험과 본 실험에 참여한 학생 중

사전·사후 리더십특성검사점수의 변화가 크거나 동료

관찰 설문 결과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학생을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마. 비디오 자료

본 실험에서 5주간 15차시의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동안 학생들의 수업 장면을 분석하기 위해 학급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디지털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

영하였다.

4. 자료 처리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인 <독립된 리더십 프

로그램이 아닌 전공과목에 융합된 리더십 프로그램으

로 리더십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를 해결하기

위하여, SPSS Window(Ver. 23.0)를 사용하여 리더십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리더십특성검사의 사전 사후 요

인별 점수와 총점에 대한 t-검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리더십기술의 변화

가. 사전 · 사후 리더십특성검사 결과

리더십특성검사는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과 5주간

총 15차시 분량의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에 투입하여

실시하였다.

예비실험 결과 [표 7]과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보다 적용한 후의 리더십기술

점수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변화량의 평균은 0.49

점이며 향상의 정도는 각 영역별로 다음과 같은 차이

가 있었다. 비전의 경우 7명의 학생 중 4명이 향상, 2

명이 하락, 1명은 변화가 없었고 사전검사 평균 4.19점,

사후검사 평균 4.57점으로 평균 0.38점이 향상되었다.

도덕성의 경우 5명 향상, 1명 하락, 1명은 변화가 없었

고 사전검사 평균 3.80점, 사후검사 평균 4.23점으로

평균 0.43점 향상되었다. 자기관리능력의 경우 4명 향

상, 2명 하락, 1명은 변화가 없었고 사전검사 평균 3.90

점, 사후검사 평균 4.57점으로 평균 0.67점 향상되었다.

공동체배려의 경우 4명 향상, 1명 하락, 2명은 변화가

없었고 사전검사 평균 4.09점, 사후검사 평균 4.57점

으로 평균 0.48점 향상되었다. 조직 관리능력의 경우 5

명 향상되었고 2명은 변화가 없었으며 사전검사 평균

3.69점 사후검사 평균 4.20점으로 평균 0.51점 향상되

었다. 끝으로 총점의 경우 5명 향상, 1명 하락, 1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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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요인 사전검사 사후검사 변화량

비전 4.12 4.42 0.30

도덕성 4.10 4.21 0.11

자기관리능력 4.02 4.27 0.25

공동체배려 4.08 4.40 0.32

조직관리능력 3.82 4.15 0.33

총점 4.06 4.29 0.23

[표 8] 사전 · 사후 리더십특성검사 결과(본 실험)

[Table 8] Analysis of pretest-posttest data(main study)

변화가 없었으며 사전검사 평균 3.91점 사후검사 평균

4.39점으로 평균 0.48점 향상되었다. 이와 같이 학생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는 있었으나 각 요인별 평균점수를

비교했을 때 자기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공동체배려,

도덕성, 비전 순으로 모든 리더십 요인의 점수가 향상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리더십 요인 사전검사 사후검사 변화량

비전 4.19 4.57 0.38

도덕성 3.80 4.23 0.43

자기관리능력 3.90 4.57 0.67

공동체배려 4.09 4.57 0.48

조직관리능력 3.69 4.20 0.51

총점 3.91 4.39 0.48

[표 7] 사전 · 사후 리더십특성검사 결과(예비실험)

[Table 7] Analysis of pretest-posttest data(pilo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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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전 · 사후 리더십특성검사 결과(예비실험)

[Fig. 1] Analysis of pretest-posttest data(pilot study)

본 실험에서는 예비 실험에 비해 향상도가 작았지

만 [표 8]과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예비 실험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보다 적용한 후의

리더십기술 점수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변화량의

평균은 0.26점이며 향상의 정도는 각 영역별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었다. 비전의 경우 20명의 학생 중 10

명이 향상, 1명이 하락, 9명은 변화가 없었고 사전검사

평균 4.12점, 사후검사 평균 4.42점으로 평균 0.30점이

향상되었다. 도덕성의 경우 11명 향상, 6명 하락, 3명

은 변화가 없었고 사전검사 평균 4.10점, 사후검사 평

균 4.21점으로 평균 0.11점 향상되었다. 자기관리능력

의 경우 11명 향상, 3명 하락, 6명은 변화가 없었고 사

전검사 평균 4.02점, 사후검사 평균 4.27점으로 평균

0.25점 향상되었다. 공동체배려의 경우 9명 향상, 2명

하락, 9명은 변화가 없었고 사전검사 평균 4.08점, 사

후검사 평균 4.40점으로 평균 0.32점 향상되었다. 조

직 관리능력의 경우 16명이 향상되었고 4명은 하락되

었으며, 사전검사 평균 3.82점, 사후검사 평균 4.29점으

로 평균 0.23점 향상되었다. 끝으로 총점의 경우 17명

이 향상되었고 3명 하락되었으며, 사전검사 평균 4.06

점, 사후검사 평균 4.29점으로 평균 0.23점 향상되었다.

본 실험에서도 학생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는 있었으나

각 요인별 평균점수를 비교했을 때 조직관리능력, 공

동체배려, 비전, 자기관리능력, 도덕성 순으로 모든 리

더십 요인의 점수가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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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사전 · 사후 리더십특성검사 결과(본 실험)

[Fig. 2] Analysis of pretest-posttest data(main study)

나. 사전 · 사후 리더십특성검사 통계 분석 결과

예비실험에서 리더십특섬검사의 요인별 사전 ·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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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요인
N 평균

표준

편차
t p

비전 7 .38095 .70741 1.421 .205

도덕성 7 .42857 .63696 1.780 .125

자기

관리
7 .66667 1.01908 1.728 .135

공동체

배려
7 .47616 .93955 1.336 .230

조직관리

능력
7 .51429 .56400 2.413 .052

총점 7 .47857 .58513 2.164 .074

[표 9] 사전 · 사후 리더십특성검사 통계 분석 결과(예비실험)

[Table 9] Statistics analysis of pre/post test data(pilot study)

리더십

요인
N 평균

표준

편차
t p

비전 20 .30000 .48244 2.781 .012*

도덕성 20 .14000 .30505 2.052 .054

자기관리 20 .25000 .57098 1.958 .065

공동체

배려
20 .33333 .47140 3.162 .005**

조직관리

능력
20 .33333 .45883 3.249 .004**

총점 20 .37500 .41491 4.042 .001**

[표 10] 사전 · 사후 리더십특성검사 통계 분석 결과(본 실험)

[Table 10] Statistics analysis of pre/post test data(main study)

검사 평균값에 대하여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9]

와 같다. 예비실험의 경우 본 실험에 비해 요인별 변

화량은 크게 나타났지만, 조직관리능력 요인과 총점에

서 .05 수준에 근접한 향상을 보였을 뿐, .05 수준의

유의미한 향상을 보인 요인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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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실험의 요인별 사전 · 사후 검사 평균값에 대하

여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검정 결과

도덕성, 자기관리 요인에서는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나

지 않았고, 비전요인에서 .05 수준의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으며, 공동체배려, 조직관리능력 요인과 총점에서

.01 수준의 유의미한 향상이 있었다. 예비실험과 본 실

험은 실험참여 인원과 대상자가 달랐지만, 두 실험모

두 조직관리능력 요인의 변화가 가장 유의미하게 변화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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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동료관찰 설문·인터뷰·비디오 분석 결과

리더십특성검사 통계 분석결과 공동체배려와 조직

관리능력 기술점수의 향상이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으나, 연구에 참여한 피검자의 수가 적고

리더십특성검사 점수가 학생의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

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료관찰 설문·인터뷰·비

디오를 함께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공동체배려와 조직관리능력 기술점수의

평균이 가장 많이 향상된 A(남, 0.91점 향상), B(남,

0.66점 향상), C(남, 0.58점 향상) 3명의 학생과 공동체

배려와 조직관리능력 기술점수의 평균이 하락한 D(남,

0.83점 하락), E(남, 0.41점 하락), F(여, 0.16점 하락) 3

명의 학생으로 선정하였다.

1) 공동체배려와 조직관리능력 기술점수의 평균이

향상된 학생 분석

공동체배려와 조직관리능력 기술점수가 가장 많이

향상된 A학생은 리더십특성검사 결과 자기관리능력 2

점, 공동체배려 1점, 조직관리능력 0.83점, 도덕성 0.2점

이 각각 향상되어 총점이 4.25점에서 5점으로 0.75점

향상되었다. 수업이 진행되는 5주 동안 모둠의 장으로

활동한 A학생은 공동체배려에 대한 사전 설문결과 친

구들에게 준비물을 빌려주고 모둠원을 잘 챙기는 등의

모습을 통해 3명의 선택을 받았고, 사후 설문에서는

게임 자료 제작과 게임 개발 아이디어 회의 등에서 조

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는 평으로 2명의 선

택을 받았다. 조직관리능력에 대한 사전 설문에서는

재미있는 성격과 조장으로서의 기대감으로 3명의 선택

을 받았고, 사후 설문에서는 게임 규칙 확인, 게임의

수정·보완, 산출물 발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친구들을 재미있게 하며 효과적으로

의견조율을 하였다는 평을 받으며 5명의 선택을 받았

다. 비디오 분석을 통해 보았을 때에도 A학생은 항상

미소를 보이고 여유가 있었으며, 모둠 활동을 할 때

항상 모둠의 중심에 위치하여 친구들의 챙기는 과정을

통하여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체배려와 조직관리능력 기술점수가 두 번째로

많이 향상된 B학생은 리더십특성검사 결과 조직관리능

력 1점, 공동체배려 0.33점이 각각 향상되며 총점이

4.55점에서 4.8점으로 0.25점 향상되었다. B학생 역시

모둠의 장이었으며, 공동체배려에 대한 사전 설문결과



게임개발을 위한 팀 프로젝트 활동이 초등수학영재의 공동체배려와 조직관리능력 기술에 미치는 효과 185

학교생활에서도 친구들을 잘 도와주고 모임의 분위기

를 긍정적으로 이끌어간다는 이유로 3명의 선택을 받

았고, 사후 설문에서도 게임규칙 확인, 팀별 경쟁활동,

산출물발표 준비 과정에서 친구들의 이해를 도우며 적

극적으로 조장의 역할을 하였다는 평으로 3명의 선택

을 받았다. 조직관리능력에 대한 사전 설문에서는 판

단력이 좋고 학업성정이 우수하며, 조장으로서의 기대

감으로 7명의 선택을 받았고, 사후 설문에서는 게임

규칙 확인, 팀별 경쟁 활동, 게임 자료 제작, 모임 일정

결정, 산출물 발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설득력 있게

모둠의 의견을 조율하였다는 평으로 6명의 선택을 받

았다. B학생이 속한 모둠은 남학생들로만 구성되어있

고 모둠 구성원이 다른 모둠에 비해 개인주의적인 성

향이 강하며, 모둠 활동 시에 의견이 많이 갈라져 잦

은 다툼이 일어나는 모둠이었다. 산출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모둠원들이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고, 자

료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친구들에게 떠넘기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둠원 간의 갈등을

조절하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경

험을 통하여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체배려와 조직관리능력 기술점수가 세 번째로

많이 향상된 C학생은 리더십특성검사 결과 공동체배려

0.67점, 조직관리능력 0.5점, 자기관리능력 0.33점이 각

각 향상되며 총점이 3.35점에서 3.65점으로 0.3점 향상

되었다. C학생은 앞의 두 학생과 달리 모둠의 장은 아

니었으나, 공동체배려에 대한 사전 설문결과 인상이

좋고, 친구들을 잘 배려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4명의

선택을 받았고, 사후 설문에서도 수학 이론학습, 게임

개발 아이디어 회의, 게임 자료 제작 과정에서 친구들

을 잘 도와주고 친구의 말을 잘 들어주며 친구들을 대

신해 활동 후 뒷정리 등을 자원해서 한다는 평으로 5

명의 선택을 받았다. 조직관리능력에 대한 사전 설문

에서는 친구들을 잘 도와주고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

를 잘 만들어 줄 것 같다는 기대감으로 2명의 선택을

받았고, 사후 설문에서는 팀별 경쟁 활동, 게임 개발

아이디어 회의, 산출물발표 준비 과정에서 설득력 있

는 자료와 정보를 제시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의견

을 결정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평으로 3명의 선

택을 받았다. C학생이 속한 모둠의 경우 영리하고 적

극적이며 부모님의 지원을 많이 받는 모둠의 장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모둠 활동을 할 때 의사결정과 산출

물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친구들을 존중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모습을 통하

여 리더십기술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2) 공동체배려와 조직관리능력 기술점수의 평균이

하락한 학생 분석

공동체배려와 조직관리능력 기술점수가 가장 많이

하락한 D학생은 리더십특성검사 결과 공동체배려 1점,

조직관리능력 0.67점, 도덕성 0.2점이 각각 하락하여

총점이 4.6점에서 4.5점으로 0.1점 하락하였다. D학생

은 공동체배려에 대한 사전 설문결과 친구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는 모습을 통하여 1명의 선택을 받았으나,

사후 설문에서는 한 사람의 선택도 받지 못하였다. 조

직관리능력에 대한 사전 설문에서도 친구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합리적으로 결정을 할 것 같다는

기대로 2명의 선택을 받았으나, 사후 설문에서는 한

사람의 선택도 받지 못하였다. D학생의 경우 개인적인

능력은 우수한 편이나, 모둠 활동을 할 때 소극적인

모습으로 책상에 엎드려서 활동을 구경하는 듯한 태도

를 보인 경우가 많았고, 주변을 서성이며 다른 모둠의

활동을 엿보거나 활동 중에 화장실에 다녀오기도 하였

다. 또한, 산출물발표 준비과정에서 별다른 연락 없이

모임장소에 참석하지 않기도 하고, 본인이 맡은 역할

을 책임감 있게 준비하지 않아, 모둠원들의 갈등을 겪

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모둠원들은 공동체배려와 조직

관리능력에서 D학생을 선택한 학생이 없었고, 본인이

스스로 평가할 때에도 공동체배려와 조직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리더십특성검사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체배려와 조직관리능력 기술점수가 두 번째로

많이 하락한 E학생은 리더십특성검사 결과 조직관리능

력 0.5점, 공동체배려 0.33점이 각각 하락하여 총점이

3.85점에서 3.7점으로 0.15점 하락하였다. E학생은 공동

체배려에 대한 사전 설문결과 친구들을 잘 도와 줄 것

같다는 기대로 1명의 선택을 받았으나, 사후 설문에서

는 한 사람의 선택도 받지 못하였다. 조직관리능력에

대한 사전 설문에서도 유쾌한 성격으로 팀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이끌 것이란 기대를 받으며 3명의 선택을

받았으나, 사후 설문에서는 팀별 경쟁 활동을 할 때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는 평가로 1명의 학생에

게만 선택을 받았다. E학생의 경우 유쾌한 성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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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을 즐겁게 해주기는 하지만, 팀 프로젝트 활동

을 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

료를 준비하고 친구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뚜렷

한 역할이 없었으며, 다른 지도교사의 수업에서도 본

인의 존재를 나타내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본인

의 모습에서 아쉬움을 느끼고 리더십특성검사의 점수

도 함께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체배려와 조직관리능력 기술점수가 하락한 세

번째 학생인 F학생은 리더십특성검사 결과 자기관리능

력 0.33점, 도덕성 0.2점, 조직관리능력 0.17점이 각각

소폭 하락하여 총점 4.9점에서 4.75점으로 0.15점 하락

하였다. F학생은 공동체배려에 대한 사전 설문결과 친

구들의 감정을 잘 알고 이해해줄 것 같다는 기대감으

로 1명의 선택을 받았고, 사후 설문에서는 팀별 경쟁

활동, 게임 자료 제작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

며 친구들을 많이 도와주었다는 평으로 1명의 선택을

받았다. 조직관리능력에 대한 사전 설문에서는 모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친구들

의 자신감을 북돋워주며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

를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로 5명의 선택을 받았으나,

사후 설문에서는 팀별 경쟁 활동, 게임 개발 아이디어

회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제시하며,

합의적으로 의견을 결정한다는 평을 받았지만 사전 설

문보다 2명이 줄어든 3명의 선택을 받았다. F학생은

평소에 표정이 많지 않고, 사교적인 성격은 아니지만

모든 수업에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

으로 산출물점수와 4명의 지도교사가 관찰하여 평가하

는 영재성점수, 출석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 종합성적

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다. 이처럼 개인적

으로 매우 우수한 능력을 지녔고, 공동체배려와 조직

관리능력 점수가 세 번째로 많이 향상된 C학생과 같은

모둠으로 활동하며 우수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었지만,

상대적으로 공동체배려와 조직관리능력 요소에서 팀원

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본인

또한 자신의 활동에 대하여 조금 냉정하게 평가한 것

으로 보인다.

2. 공동체배려와 조직관리능력 기술의 향상 요인

‘팀 프로젝트 활동의 어떠한 부분이 리더십 기술 중

공동체배려와 조직관리능력 기술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가?’에 대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료관찰 설

문과 학생 인터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동료관찰 사후설문([표 6] 참조)에서는 공동체배려

와 조직관리능력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동료를 문항

에 따라 1명씩 선정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자유

롭게 서술한 후에 ①수학 이론 학습, ②게임의 수학적

요소 확인, ③게임 규칙 확인, ④팀별 경쟁 활동, ⑤게

임 개발 아이디어 회의, ⑥게임 자료 제작, ⑦모임 일

정 결정, ⑧게임의 수정·보완 과정, ⑨산출물발표 준비,

⑩기타 중에서 선택(복수응답 허용)하도록 하였다. 공

동체배려 관련 문항과 조직관리 능력 관련 문항에서

선택된 학생들의 선택 근거를 나타내는 10개 항목에서

복수 응답한 수는 각각 52와 77이었다.

가. 공동체배려 기술의 향상 요인

공동체배려 관련 문항에서 선택된 학생들은 ① 수

학 이론 학습(8명, 15.38%), ⑤ 게임 개발 아이디어 회

의(8명, 15.38%), ⑥ 게임 자료 제작(7명, 13.46%) 등의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참

조).

수업

활동
① 수학
이론학습

② 게임의
수학적
요소확인

③ 게임
규칙 확인

④ 팀별
경쟁 활동

⑤ 게임
개발
아이디어
회의

응답

수
8 5 3 5 8

응답
비율
(%)

15.38 9.62 5.77 9.62 15.38

수업

활동

⑥ 게임

자료

제작

⑦ 모임

일정 결정

⑧ 게임의

수정·보완

과정

⑨ 산출물

발표 준비
⑩ 기타

응답

수
7 4 4 4 4

응답
비율
(%)

13.46 7.69 7.69 7.69 7.69

[표 11] 공동체배려 기술을 향상시킨 활동(N=52)

[Table 11] Activities to improve community care capacity  

각 문항에 선택을 받은 학생들은 “수학이론에 대하

여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었

다.”,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 나의 생각을 존중해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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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활동

① 수학

이론

학습

② 게임의

수학적

요소 확인

③ 게임

규칙 확인

④ 팀별

경쟁 활동

⑤ 게임

개발

아이디어

회의

응답

수
3 4 11 8 11

응답
비율
(%)

3.9 5.19 14.29 10.39 14.29

수업

활동

⑥ 게임

자료

제작

⑦ 모임

일정 결정

⑧ 게임의

수정·보완

과정

⑨ 산출물

발표 준비
⑩ 기타

응답

수
7 6 9 10 8

응답
비율
(%)

9.09 7.79 11.69 12.99 10.39

[표 12] 조직관리능력 기술을 향상시킨 활동(N=77)

[Table 12] Activities to improve Organizational Managerial Capacity 

다.”, “친구들의 의견을 잘 들어준다.”, “산출물발표 준

비를 할 때 본인보다 친구들을 먼저 생각해준다.”, “게

임자료 제작을 할 때 가장 많은 노력을 하였다.”, “게

임자료 제작하면서 생긴 쓰레기, 준비물 정리 등을 도

맡아서 한다.” 등의 경험을 하며 공동체배려 기술을 향

상 시켰다.

나. 조직관리능력 기술의 향상 요인

조직관리능력 관련 문항에서 선택된 학생들은 ③

게임 규칙 확인(11명, 14.29%), ⑤ 게임 개발 아이디어

회의(11명, 14.29%), ⑨ 산출물발표 준비(10명, 12.99%)

등의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에 선택을 받은 학생들은 “다른 친구들보다

규칙을 먼저 파악하여 친구들에게 알려준다.”, “아이디

어 회의를 할 때 활동시간이나 발표내용 등을 계획하

고 관리한다.”, “농담이나 유머를 사용하며 모둠의 분

위기를 좋게 한다.”, “활동을 주도하며 모임을 이끌어

간다.”, “실수를 하더라도 위로해준다.”, “합리적으로

의견을 결정한다.”, “친구들의 의견을 잘 들어준다.” 등

의 경험을 하며 공동체배려 기술을 향상 시켰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리더십특

성검사 점수를 분석하였고, 학생들의 동료관찰 설문

분석, 인터뷰 및 비디오 자료를 분석 하였다.

첫째, 독립된 리더십 프로그램이 아닌 전공과목에

융합된 리더십 프로그램으로 리더십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리더십특성검사와 동료관

찰 설문·인터뷰·비디오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리더십특성검사 결과 예비실

험과 본 실험 모두 리더십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비전,

도덕성, 자기관리능력, 공동체배려, 조직관리능력)과 총

점의 평균점수가 향상되었다. 본 실험에 참여한 20명의

학생 중 17명은 리더십특성검사 개인 총점이 향상되었

고 3명은 하락하였으며, 학생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는

있었으나 각 요인별 평균점수를 비교했을 때 조직관리

능력(0.33점), 공동체배려(0.32점), 비전(0.30점), 자기관

리능력(0.25점), 도덕성(0.11점) 순으로 향상되었다.

사전·사후 리더십특성검사 통계 분석 결과 본 실험

의 도덕성, 자기관리 요인에서는 유의미한 향상이 나

타나지 않았고, 비전요인에서 .05 수준의 유의미한 향

상을 보였으며, 공동체배려, 조직관리능력 요인과 총점

에서 .01 수준의 유의미한 향상이 있었다. 예비실험과

본 실험은 실험참여 인원과 대상자가 달랐지만, 두 실

험모두 조직관리능력 요인의 변화가 가장 유의미하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한 피검자의 수가 적고 리더십특성검사

점수가 학생의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는 단점을 보완하

기 위하여 실시한 동료관찰 설문과 인터뷰 및 비디오

분석결과 리더십특성검사 점수가 크게 향상된 학생들

의 경우 동료관찰 설문점수도 높게 나타났고, 점수가

하락한 학생들의 경우 동료관찰 설문점수도 낮아진 것

을 볼 수 있어 리더십특성검사가 학생 스스로 평가하

는 것이라 할지라도 일정수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

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사회 리더로 성장하게 될 영재학생들을

위한 리더십교육은 반드시 독립된 리더십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이나 수업 활동 중에 문제를

인식하고,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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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에서 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전공과목의

교수·학습 과정에 리더십 요소를 융합하여 지도한다면,

모든 리더십 하위요소를 유의미하게 향상시킬 수 없지

만, 전공과목이나 수업 주제의 특성에 맞는 리더십 하

위요소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팀 프로젝트 활동의 어떠한 부분이 리더십 기

술 중 공동체배려와 조직관리능력 기술을 향상 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동료관찰 설문과 학생 인

터뷰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료관찰 사후설문에 공동체배려와 조직관리능력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동료를 선정하고, 그렇게 생

각한 이유를 자유롭게 서술한 후 해당되는 수업활동

요소 10가지 중에서 선택(복수응답 허용)하도록 한 결

과, 공동체배려 관련 문항에서는 수학 이론 학습(8명,

15.38%), 게임 개발 아이디어 회의(8명, 15.38%), 게임

자료 제작(7명, 13.46%)에서 두각을 나타낸 학생들이

선택을 받았고, 조직관리능력 관련 문항에서는 게임

규칙 확인(11명, 14.29%), 게임 개발 아이디어 회의(11

명, 14.29%), 산출물발표 준비(10명, 12.99%) 등의 활동

에서 두각을 나타낸 학생들이 동료들의 선택을 받았다.

본 실험에 참여한 영재학생들은 팀을 구성하여 위

와 같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느린 친구를 도

와주고 상대방을 존중해 주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

청하고 본인의 책임을 다하면서 친구들을 위해 봉사하

는 경험을 통하여 공동체배려 기술을 향상시켰으며,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계획하고 활기찬 분위기

에서 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친구들의 실수를

감싸주고 위로하며 합리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결정

하는 경험을 통하여 조직관리능력 기술을 배워나갔음

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하여 다음

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통계분석의 일반화를 위하여 연구 대상자의

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20명의

학생으로는 통계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우므로, 동일

한 교재를 활용하여 다른 영재교육원과 연합하여 연구

를 수행하거나 학생 수준에 맞게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학년을 달리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 대상자의

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영재교육 전공과목이나 수업 주제의 특성에

맞는 리더십 요소를 추출하고 융합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서론에서 밝혔듯이 우리나라 영재교

육원의 평균 수업시수와 예산 등을 고려했을 때, 영재

교육과정에서 전공과목과 리더십교육을 분리해서 교육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수학, 과학,

발명, 외국어, 예체능 분야 등 각 전공과목과 수업 주

제의 특성을 분석하여 향상 시킬 수 있는 리더십 요소

를 추출하고 그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는 지속적인 연

구가 필요하다.

셋째, 영재교육원 교육과정을 통하여 전공과목에 대

한 전문성과 함께 리더십이 고르게 길러지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014년 영재교육 통계에 따르

면 영재교육 대상자는 117,949명이고 영재교육 담당교

원은 27,263명으로 교원 1인당 학생 4.33명 수준이고,

학급당 평균인원이 20명 정도임을 감안하면, 사사과정

을 제외하고 1개의 영재학급을 4~5명의 교사가 각각의

주제를 가르치고 있는 셈이다. 각 교사가 담당하는 주

제와 주제에 융합된 리더십 요소가 고르게 분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연구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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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team project activity for game making on the elementary 
mathematically gifted students’ community care and organizational management capacity. 7 mathematically 
gifted students of 4th grade are selected and participated. After 15 hours activities during 2 months  of team 
project on game making, their community care and organizational management capacity were improved. This 
results suggested that leadership education is possible in mathematics curriculum for mathematics gifted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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