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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주의를 반영한 수학 수업이

학생의 지식 생성 수준 및 추론능력에 미치는 영향

- 초등학교 4학년 분수를 중심으로 -1)1)

이 응 석 (해마루초등학교)

2)김 진 호 (대구교육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구성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자 중

심 수학 수업이 학생들의 추론능력과 지식 구성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4학

년 분수 단원을 구성주의 수학 수업으로 재구성하여 수업

을 실천하고, 학생들의 추론능력과 분수 지식 생성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한 학습자

중심 수업은 교사 중심 수업보다 학생들의 추론능력과 학

습한 내용에 대한 재생력, 학습하지 않은 지식의 생성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한 학습자 중

심 수업은 교사 중심 수업보다 분수 지식 생성 수준을 향

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한 학습자

중심 수업은 수학적 추론능력을 발달시켜 지식 생성 능력

수준을 향상시킨다. 또한, 추론능력과 분수 지식 생성 능

력이 학습자 중심 수업을 받은 학생들에게서는 상관이 있

었으며 교사 중심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추론능력이 높아

도 생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실험집단은 추론능

력이 높으면 지식 생성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학습자 중심

수업은 학생들의 추론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

를 통해 지식 생성 수준도 향상될 수 있다.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 현장에서는 교실 수업 개선에 대한 관심과 노

력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많은 교사들이 교육계의

내․외적인 요구뿐만 아니라 현장의 수업 외적인 과도

한 업무로 수업에서 소홀히 한 부분을 반성하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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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심인 수업 자체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학습자

중심의 수업, 협동학습, 배움 공동체 등이 모두 학습자

들에게 좋은 수업은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에 대한 수

업의 방법적인 측면과 관련되어 있다.

수학 수업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학습자들에게 어

떤 수업을 제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현장에서의 교사들이 실제 수업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연구들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제한적인 의미에서의

좋은 수업을 찾고 있다. 그 이유는 교사들의 수업에

대한 관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수학적 지식에 대한

본질에 대한 관점이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

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존재하며, 교육을 통해

어떻게 새로운 지식 만들어 내며 적용할 수 있을 것인

지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론적 관점이 바뀌어져야만 이

를 바탕으로 현장에서의 진정한 수업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인식론적 견해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하지

만, 교수설계라는 측면에서 Duffy & Jonassen(1991)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누었다. 즉, 지식은 개인의 경험과

는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합리론적 입장인

객관주의와 개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 내에서 창

출된다고 보는 경험론적인 입장인 구성주의로 나눌 수

있다. 객관주의란 주관에 비해 객관을 존중하는 입장

으로서, 모든 것들은 실체와 속성과 관계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Lakoff, 1987). 따라서 이들을 인식한다는

것은 단지 실체, 속성, 관계를 아는 것이며, 경험은 여

기서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

이 인간의 외부에는 완전한 지식의 구조가 있지만, 인

간의 내부에는 불완전한 인지 구조가 있다고 보고 객

관주의자들은 인간 밖에 있는 완전한 지식의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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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마음에 심어 주는 작용을 교육이라고 본다. 즉,

인간의 내부는 하얀 백지와 같은 상태에서 학습을 통

해 점차적으로 지식이 채워지는 것이다. 따라서, 객관

주의에서 말하는 지식은 인식의 주체와 독립되어 외부

에 존재하며, 지식 구성은 외부의 지식을 발견 또는

수용하여 체계적으로 구조화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지식

은 개인의 부단한 반복적인 암기를 통해 단기 기억에

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된다(황윤한, 2001).

한편, 구성주의자들은 사전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이

지식을 구성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경험이 다른 두 사

람은 똑같은 지식을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Glasersfeld는 구성주의의 기원을 나폴리 철학자인

Vico에 두고 있다. Glasersfeld(1989)에 의하면, 1710년

에 Vico는 자신의 논문(De antiquissiman Italorum

sapientia)에서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무엇에 대해 안

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자신이 구성해 놓은 인식의

구조를 알 뿐”이라고 하였다. Vico는 “안다”(to know)

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줄 안다(to know how to

make)”라고 설명했다(p. 123). 즉, 어떤 사람이 무엇을

(a thing)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는 것에 대

해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안다.”라는 뜻이다. 인간은 오

직 자신이 구성한 내용에 대해서만 안다고 할 수 있다

(Yager, 1991). Kant는 이러한 아이디어에 덧붙여 인

간은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학습자는 적극적으로 지식을 취하고 사전

지식에 비추어 동화시키며, 자기 자신의 해석에 의하

여 지식을 구성한다고 하였다(Cheek, 1992).

인식에 대한 다양한 견해차 때문에 구성주의를 한

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다(Jonassen, 1991). Piaget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구성주의자들은 개인적인 사고

와 의미 창조를 강조하였고, 새로운 형태의 구성주의

자들은 사회적인 맥락에서의 지식 형성을 강조하였다

(Forman & Pufall, 1988). 구성주의자들이 지식의 생성

이 개인적 또는 사회적으로 일어난다는 두 입장 모두

결국 지식에 대한 역동성, 개인적․사회적으로 창출되

는 합리적인 과정이라는 견해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식에 대한 이런 관점을 가지는 구성주의를 적용

한 학습 환경을 조성할 때는 몇 가지 학습 설계 원칙

들을 적용할 수 있는데 수업 목적이나 목표는 학습자

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되어야 하며 학습은

반드시 학습자에 의해 내적으로 통제되고 중재되어야

한다(Jonassen, 1991). 또한 지식 구성의 과정에 경험

과 학습자의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고 다양한 관점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통하여 학습의 과정에 대

한 선택권을 학생들에게 부여하고 주인 의식을 갖게

해야 한다(Honebein, 1996).

결국 객관주의 인식론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은 이

세상에는 시․공간적, 역사적 차이를 넘어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진리와 법칙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며

이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형태의 진리와 법칙을 효율

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데에 학습 목표를 두게 될 것

이다. 반면 구성주의 인식론에서 출발하는 교사는 이

런 보편적 진리와 법칙이 존재한다는 전제를 부정하며

수업을 전개하게 될 것이다. 모든 인간은 지식을 구성

할 수 있는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출

발하여 개별적으로 고유한 형태의 인지 구조를 거쳐

학생 개개인에게 의미 있는 형태로 선택, 변경되어 받

아들여지는 수업을 하게 될 것이다. 지식은 학생 개인

의 머릿속에 각기 다른 형태로 발전되어 있는 인지 구

조를 거쳐 가면서 여과되고 걸러져서 결국 자신에게

의미 있는 형태와 가치를 지니게 된다.

인지 구조는 기존의 지식을 통합하고 새로운 학습

을 위한 도구가 되며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구성주의

를 바탕으로 한 수업을 하는 교사는 학습자가 앞으로

필요한 인지 구조를 구성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아이

디어의 구조를 튼튼히 하고 항상 그들의 인지 구조를

재구성할 준비가 되어 있도록 가르칠 것이다. 수학 학

습에서도 인지 구조는 학습과제에 사용 가능한 정신적

구조로 주제를 이해하는데 쉽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어떤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것

을 적당한 인지 구조에 동화시키는 것이며 기본적인

인지 구조에 더 많은 것들이 첨가되어 인지 구조가 점

점 확장된다. 공식에 기초한 것과 이해의 결과 얻어진

것 사이에는 적응력에서 차이가 있는데 공식의 근거를

이해하면 새로운 문제에 대한 인지 구조의 적응력을

높일 수도 있다(Skemp, 1987).

구성주의를 기반으로 한 수학 수업은 학업성취능력

이 상, 중, 하인 학생들에게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주

며 개념․원리 영역뿐만 아니라 단순 계산과 같이 교

사 중심 수업에서 강점을 보이는 영역에서 조차 교사

중심 수업보다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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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 중심 수업은 학습한 내용에 대한 재생능력에도

효과가 있지만 학습하지 않은 지식의 생성력에서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 한다(조수윤·김진호, 2011). 즉,

기존의 인지 구조와 적응력을 바탕으로 그 보다 더 높

은 수준의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구성주의는 하나의 교수․학습전략이 아닐 뿐더러

하나의 철학적 가치체제도 아니라, 기존 객관주의에

대한 대응으로 지식 구성에 관한 인식론인 것이다. 구

성주의를 단순히 하나의 교수전략으로 축소하거나 혹

은 이상적 교육론을 전개하는 철학적 가치체제로 치부

해 기존 객관주의 인식론과 그에 의거한 객관주의적

교육방법과 환경에 적당히 접목시키려는 것은 구성주

의의 본질을 무시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교사들의 수학적 지식에 대한 관점이 바뀐다면 많

은 수업에서 볼 수 있듯이 차시 단위의 학습목표를 교

사가 일방적·의도적으로 이끌어 내거나 또는 학습자의

개별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부

적절하며 오히려 모든 학습자에게 동일한 수업목표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수업을 진행하며 학습자들의 개별

성을 존중하며 개개인 수준에 맞는 내적 수업 목표와

지식 구성을 해주는 경험을 제공하며 스키마의 적응력

을 확장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수업은 교사와 학습자가 함께 엮어 가야할 것이다.

대부분의 기존 수업은 교사가 학생들의 행동 하나 하

나까지 예상해 가면서, 또 그렇게 따라오기를 요구하

면서 진행된다. 수업지도안을 보면 교사의 활동에 따

른 학생의 반응을 예상하는 것을 보면 금방 알 수 있

다. 그러나 우리는 학습자들의 기상천외한 생각들을

혹시 사장시키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때로는 그들의 상식을 벗어난 생각들이 어디에서 유래

했고, 어디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그런 문제들을

찾고 해결하는 방안을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연구할

수 있도록 수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

서 학생 자신의 인지 구조를 바탕으로 지식을 스스로

구성해내는 과정을 경험하고 체득하여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 수학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개념들 중에

분수는 수학 학습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개

념들 중의 하나이다. 분수는 여러 가지 수학적 개념이

나 추론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분수 개념

을 잘 이해하고 주어진 문제 해결 상황에서 분수를 잘

활용하면 수학을 잘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실제로 분

수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분수 연산을 잘하는 학생들

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대수 과목에서 더 높은 학

업성취를 보인다는 결과도 나왔다(Brown & Quinn,

2007).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 수학 수업에서 어려워하는

개념 중의 하나도 바로 분수이다. 교육과정에 등분할

을 통한 조작활동으로 분수를 도입하고 분수 개념의

형성이 된 이후 분수의 연산 학습 등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분수의 개념을 제대로 형성하

지 못하고 있다(최영주, 2005). 학생들이 분수 학습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분수가 여러 가지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분수에 대한 지식을 스스로 구성해보는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학생이 분수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형성하기 위해

서는 분수가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과 그 개

념들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기존 스키마를 활용해서 의미적으로 개념을 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런 수업을 하기 위해서 교사는 조

력자, 조언자, 보조자의 역할을 하는 수행해야 한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새로운 지식을 생성할 때 기존

의 조직화되어 있을 지식에 추론능력이 작용하여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분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생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분수 영역에서도 구성주의를 기반

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 수학 수업을 하면 학생들의 지

식 구성 수준에 차이가 생기는지를 알아보고 차이가

있다면 어느 정도이며 그 학생들이 기존의 자신이 가

지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어느 수준까지 스스로 구

성해 낼 수 있는 가를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가. 비교집단과 실험집단의 지식 생성 수준은 차이가

있는가?

1) 구성주의를 반영한 수학 수업이 학습한 내용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2) 구성주의를 반영한 수학 수업이 학습하지 않은 내

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나. 비교집단과 실험집단에게 생성 가능하지 않은 지

식은 무엇이며, 어느 수준의 지식인가?

다. 추론능력과 분수의 지식 생성 수준은 어떠한 상관

관계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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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구성주의를 기반으로 한 학습자 중심 수업

가. 구성주의

1950년대 산업시대 이후 지금까지 교육철학의 중심

은 객관주의 인식론(논리적 실증주의)이었다. 객관주의

인식론은 지식이란 존재하는 개개인의 주체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실세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며, 이 지

식이 독립적인 실세계를 정확히 반영할 때만 참으로

간주한다. 교수-학습에서 객관주의 원칙은 추상적인

지식과 상황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는 지식을 제공

하고 모든 지식은 수업 전에 구조화, 체계화하여 제시

하는 것이다. 교사와 학생은 지식의 전달자와 지식의

습득자 관계를 유지한다(강인애, 1997).

반면, 구성주의는 그 기본 전제를 학습자 중심의 교

육환경에 두고 있다. 구성주의자들은 지식은 전수되는

것이 아니며, 구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식구성

은 인지활동의 결과로 보며, 의미 있는 지식의 구성은

질문, 혼돈, 불일치, 부조화 등에 의해 촉진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세계 또는 실재는 우리

마음 속, 인지 구조 내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세계 또

는 실재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인정한다.

지식이 외부의 실재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거나 표

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구성’된다는 사실을

인식론에 최초로 도입한 학자는 Kant로서, 그는 사고

방식 자체의 본성상 인간의 경험은 구조로 이루어진다

고 생각하였고,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는 그러한 근본

구조에 의해 틀 지워지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양, 보존의 원칙, 인과율, 그리고 뉴튼 역학의 기

본 법칙들이 바로 세계의 기본 구조를 드러내는 범주

들임을 입증하려고 하였다. Kant의 이런 발상은 매우

깊은 통찰에 근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의 선험

성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그는 이성

영역 밖에 있는 물 자체의 인식을 포기하면서도 그가

말하는 현상에 관한 한 대응성에 의한 검증의 필요성

을 주장했다(장상호, 2000). 그런 의미에서 Kant의 입

장은 구성주의의 시초를 마련하였으나, 그 이후 발전

된 구성주의와는 다소 입장의 차이를 보인다.

이후의 구성주의는 그런 대응의 논리를 전적으로

부정하고, 지식을 유기체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한

양상으로 설명한다. Piaget를 중심으로 한 인지적 구성

주의와 Vygotsky를 중심으로 한 사회문화적 구성주의

등으로 대별되어 구성주의 내에서도 강조점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구성주의는 그 동안의 객

관주의 인식론의 관점의 토대를 해체한다는 점에서 공

통의 안목을 지니고 있다(양미경, 2002).

이들의 주장은 첫째, 지식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지

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는 주체에 의해 능동적

으로 구성된다는 점, 둘째, 인식의 기능은 적응적이며

경험적 세계를 조직화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이지, 결코

객관적인 존재론적 실재를 발견하는데 이바지하는 것

이 아니라는 점 등으로 요약된다(Glasersfeld, 1995).

즉, 구성주의자들은 지식은 사전 경험을 바탕으로 개

인이 구성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경험이 다른 두 사람

은 똑같은 지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Dewey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Dewey(1916)는 학습자 자신들에게 의미 있고 그들에

게 중요한 경험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지식과 아이디어

가 창출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서로가 정보 교

환을 하면서 함께 지식을 만들어 가는 교실과 같은 사

회적인 맥락에서 일어난다고 하였다. 또한, Dewey

(1938)는 “새로운 학교의 교육의 기본 원칙은 학습자

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경험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학습자의 사전 지식과 경험이 새로운 지식

의 의미 부여나 구성에 관여하는 내적 과정을 주장하

였다. Dewey는 지식이 자기중심적으로 형성될 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매우 합리적으로 지식이 개인내에서 창출된

다는 것이다.

구성주의는 인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뿐만 아니

라 그 ‘인식의 구조가 어떻게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에도 관계한다. 구성주의에 의하면, 개개인은 자기

의 인식의 범주에 의해서 해석하고 행동한다

(Glasersfeld, 1987). 이 이론은 다른 여러 인지론적 접

근에서처럼 어떤 사건이 단순히 원래 형태 그 자체로

서 개인에게 나타난다고 보지 않고, 개인이 자신의 인

지구조 체계에 의해서 경험을 형성한다고 본다. 그러

므로, 개개인은 독창적이고 역동적이라고 구성주의자

들은 주장한다.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단순히 수동적

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행동을 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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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고 제재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주려고 능

동적으로 행동한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성을 허용하는 것이 구성주의적

사고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연구자들(Duffy &

Jonassen, 1991; Prawat, 1992; Tudge & Winterhoff,

1993; Glasersfeld, 1989)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인간이

경험하는 실재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급진

적 구성주의자, 실재의 세계가 존재하지만 사회적 공

동체내에서 그 타당성이 결정된다고 보는 사회적 구성

주의자, 실재의 세계가 존재하면서 개개인이 자신의

관점에 따라 의미를 구성하고 해석한다고 보는 합리적

구성주의자들로 그 유형을 나눌 수 있다. 또한, 존재론

적 가정에 의해 학습자를 지식의 생산자(또는 구성자)

로 보는 입장(WIG constructivism)과 지식의 이해자

(또는 해석자)로 보는 입장(BIG constructivism)으로

나누기도 한다(Perkins, 1991, 1992). 학습자를 지식의

생산자로 보는 관점은 공유하는 실재가 없기 때문에

(Without Information Given) 객관적인 지식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지식(정보)을 학습자에게 제시하는 일

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학습자는 현상을 직접 접하

면서 스스로 지식을 구성한다고 주장한다(Cunning-

ham, 1992). 여기서 지식을 구성한다는 것은 여러 가

지 현상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똑같

은 것을 찾아낸다는 식의 발견 학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현상을 접했을 때 그 현상을 이해하거나

설명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의미 있는 지식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지식의 생산자로 보는 관점은

급진적 구성주의와 같은 맥락이다.

반면에 학습자를 지식의 이해자(해석자)로 보는 관

점은 공유하는 실재가 있고 객관적인 지식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Beyond the Information Given). 그러나

학습자는 주어지는 지식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

라 자신의 경험과 조건에 비추어 이해하고, 새롭게 의

미를 부여하거나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주어

진 지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느냐는 것은

학습자 개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즉 지식이 주어

지되 특정 맥락에서 궁극적으로 개인에 의해 지식이

새롭게 구성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만 학습자

는 지식의 이해자일 수 있다. 그러나, 객관주의 관점이

학습자를 지식의 이해자로 보는 관점과 다른 것은 전

자는 완전한 이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후자는

‘완전한’ 이해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구성주의에서는 어떤 사물을

보는 입장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어떤 사건

이나 개념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많은 의미와 견해가

있을 수 있음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한 학급 30명의

학생들이 쓴 ‘A’라는 글자가 객관주의자 눈으로 보면

똑같은 하나의 ‘A’로 보이지만, 구성주의자 눈으로 보

면 서른 개의 서로 다른 ‘A’인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경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경험이 의미 부여의 원동

력이 되기 때문이다(Brown, Collins, & Duguid, 1989).

따라서, 구성주의자들은 학습자 개개인이 자기들 나름

대로의 독특한 이해 체계를 형성한다고 믿는다. 자율

적으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은 개개인에 따라

다양하며(예를 들어, 초급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단계에

이르기까지), 교육을 통해 향상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

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교육에서처럼 모든 학생들이 똑

같이 배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 아닐 수 없

다. 같은 시간에 같은 내용을 같은 방법으로 교육을

해도 거기에는 엄연한 차이가 원천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학습은 학생 개개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

고, 그들의 생활 중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암

시한다.

나. 학습자 중심 수업

구성주의자들은 “모든 학습자들이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으며, 이들 학습자 각자는 서로

다른 지적 능력을 갖춘 학습자”라고 한다(김진호, 김상

미, 2013). 그렇다면 학습자들의 개별 지적 능력이 동

일한 것이 아니므로 그런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실천에

옮겨지는 수업도 당연히 동일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수업을 하면 한 차시의

수업에서 지적 능력이 다른 모든 학습자들의 지적 수

준에 맞게 생각할 수 있게 하고 서로 다른 지적 발달

을 이루게 하기는 쉽지 않다. 모두 다른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들에게 동일한 차시별 학습 목표가

제시되어 있고 교사는 교수 학습 활동을 통해 활동,

발문에서 학생들의 행동이나 가지게 될 아이디어들 사

전에 예상하고 특정한 대답을 기대하거나 이끌어 내려

고 한다. 이런 수업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학

생들을 모두 동일한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

단하거나 또는 서로 다른 발달 과정을 묵인한 채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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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똑같이 이끌려고 하는 것이다.

구성주의적 관점에서에서 교육내용의 특징은 고정

적이지 않고, 유연하고 유동적이라는 데 있다(Meyer-

Smith & Mitchell, 1997, p. 132). 즉 교육내용은 교과

서에서 정해 준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지식 구성

과정에 따라 만들어지고 구성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에서 차시별로 모

든 학습자에게 똑같은 학습목표를 제시하며 같은 내용

의 문제를 해결하여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를 바라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다.

특히, 교사가 급진적 구성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수

업을 하려고 한다면 교사는 차시별 학습목표가 아닌

각 학습자의 지적 능력에 맞는 학습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수업 자료는 한 학습공동체에 속한 서로 다른 지

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학습자들 각자에 맞는 학습목

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업자료이어야 한다. 이런 측면

을 충족하는 수업 자료는 하나의 답안이나 친절하게

해결방법이 주어진 문제들이 아닌 개방형 과제로 이루

어진 것이거나 바로 학습자들 스스로가 지식에 대해

구성해내고 있는 그 아이디어들이 될 것이다(김진호,

2014). 즉, 학습자들이 학습할 내용은 일반적으로 교사

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수학교과서나 교사용지도

서에 정해져 있는 바로 그것(최승현, 황혜정, 2004)이

아니라, 학습 중에 발생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탐구, 학

습 중에 제기된 새로운 아이디어, 학습 중에 발생한

어떤 특정 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불명료한 이해 등 현

재 학습 중인 내용을 벗어나는 다양한 내용이 될 수

있다(Burns, 2001). 학습자 자신들의 이해를 토대로 제

시된 수업자료로 하는 수업은 자신들의 아이디어가 수

업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이 학습자들의 내재적 동기

를 일으키게 됨으로써, 학습자들의 수업 참여를 높일

수 있고 더 나아가 개별 학습자의 학습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더 있다(김진호, 이재기, 2012).

현재의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모습과 다르게 구성주

의를 기반으로 하는 수업을 진행할 때 고려해야 되는

측면은 현재 교사들이 생각하는 모둠 구성의 방법에도

있다. 보통 교실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모둠의 구성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학생 활동 중심을 강조하거나 협동

학습의 영향을 받아 그것이 용이하도록 4인 1모둠, 능

력이 다른 이질 집단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

만 4인 1모둠으로 학생들을 앉혀서 마치 수업 중에 모

둠 활동 또는 협력 학습이 있는 것인 양 가장할 뿐 실

제 수업은 4인 1조 모둠 중 개별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김진호, 2014; 나귀수, 2009, 2010; 박경미, 2007).

지적 수준이 다른 학생 4명이 한 모둠에 있을 경우 그

들끼리 서로에게서 상호보완적인 도움을 얻기는 쉽지

않다. 기대할 수 있는 도움은 단지 지적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처지는 학생들에게 봉사를 할 뿐이나 교사들

은 이렇게 모둠구성을 할 경우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

처지는 학생에게 잘 모르는 내용을 가르쳐주고 말로

설명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공고히 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그렇다면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에는 생산적이거

나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을 경험하는 기회는 제공되지

않을 것이다. 또는 학생들은 서로의 말이나 행동을 이

해하지 못하여 모둠에서의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따로 활동을 하게 된다. 대부분의 교실에서 발생하는

“모둠 속 개별활동하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모둠 활동에서는 모둠 활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지성

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Boaler, 2008). 그리고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보다 다른

친구가 하는 말이 무조건 옳은 것이라 생각하거나 실

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여 생산적

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 지적 능력이 낮은 학생들

에게도 지식을 구성해 보는 경험을 빼앗아가게 되는

것이다. 지적 수준이 서로 천차만별인 학습자들로 이

루어진 일반 교실 상황에서 개개 학생 모두의 성장 발

전을 꾀하고자 할 때,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수업을 진

행하는 교사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문제 해결 학습 능

력 또는 고등 사고 능력을 기르는 학습 활동에 주력한

다. 분단 활동, 다시 말해 두세 명씩 또는 소집단 활동

을 통한 문제 해결 학습은 구성주의 교사들이 흔히 쓰

는 중요 교수 학습 방법이며(Resnick, 1987), 이질집단

내에서 동질 집단별로 모둠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Chapin, O'Connor, & Anderson, 2013). 지적 수준이

높거나 낮은 것에 관계없이 학습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지적 수준이 비

슷한 학생들끼리 모둠을 구성하면 서로에게 도움을 주

고받을 수 있는 지식 구성의 측면에서 상호협력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서 모둠 구성을 통해 교사가 얻고자하

는 학생 개개인의 발달을 추구할 수 있다.

교사가 이러한 관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교사가 활용하는 수업 방법은 현재의 수업 방법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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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진행해야 한다. 수업에 있어서 우선 현직에 있

는 많은 교사들이 자신들의 수업 개선을 위하여 연구

대회나 수업 컨설팅 등을 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수업지도안이며 그 안에 필수 요소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수업 모형이 있다.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

지 수업 방법에 대해 그러한 수업 모형들에 따라 선택

적으로 진행한다. 수업 모형은 복잡한 수업 과정이나

현상을 특징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단순화시킨 설명체

나 구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수업 모형이 수업

그 자체는 아니지만 교수․학습에 대한 일종의 계획을

담고 있는 틀을 의미한다. 객관주의 철학에서 유래한

교수․학습 이론으로부터 도출된 수업 모형은 수업의

절차나 흐름을 중심으로 분류할 때 Glaser의 수업모형,

Tyler의 수업모형, Taba의 수업모형, Gagné의 수업모

형 등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김종서의 수업모

형, 한국교육개발원의 수업모형 등이 있다(김민환,

1997). 또한, 수업 모형의 초점이 수업 내용을 조직하

고 제시하는 방식(정보처리 모형, 개인적 모형, 사회적

모형, 행동주의적 모형 등)에 따라 분류할 때는 그 수

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으며 과목별로 특정한 수업

모형을 제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구성주의 관점을 가

진 교사들은 모든 수업은 상황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형태의 수업모형을 제시하는

것을 꺼린다(황윤한, 1995). 그렇다고 구성주의자를 추

종하는 교사들이 사용하는 수업모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구성주의자 수업모형(Yager, 1991), 과학-기술-사회

수업모형(Yager, 1993, 1996), R2D2 모형(Willis, 1995),

문제중심학습(Savery & Duffy, 1995), 총체적언어교수

법(Maddux, Johnson & Willis, 1997), 상보적 학습

(Collins, Brown, & Newman, 1988), 상황학습(Brown,

Collins, & Duguid, 1989)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소개된 수업모형들도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면 자신들의 교수․학습 모형이 구성주의에 기

초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소개하는 수업 모형들이 수

없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모형들 역시 수업이 일어나

는 장소, 진행 과정, 수업 내용, 관련된 변인 등에 의해

서 얼마든지 그 형태가 융통적으로 변형될 수 있으며

특정 모형의 단계를 꼭 지켜야한다는 것은 없다. 따라

서 구성주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은 이를 수업

모형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의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여긴다. 중요한 점은 학습자들이 지식을

구성해 가는 과정이며, 이를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이들은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을

강조한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과 수업과 관련된 대화

를 많이 하여 현재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알아내고 이

해하며 학생과 학생들 사이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전체 학급의 학생들과 소통할 것인지

에 대한 것을 수업 방법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게

된다.

이를 위해서 수업 중 교사와 학생들의 대화, 학생들

끼리의 대화에서는 수업 내용과 잘 융합된 말하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는 교실 안에서의 말하기 양을

늘리고자 함이 아니라, 높은 질 즉, 수학적으로 생산적

인 말하기의 양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Chapin,

O'Connor, & Anderson(2013)는 수업 중 교사가 학생

들의 의사소통을 도와줄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생산적

인 수학 말하기를 통해 제시한다. 첫째,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생각을 명확화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다. 가끔 학생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할 때가 있다. 학생들이 발표한 것이 애매모호하고 요

점이 없을 때 교사는 종종 이런 경우 시간이 촉박하고

학생이 창피해 할까봐 다음으로 그냥 넘어가고는 한다.

그러나 학생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교사나 학생들은 그 학생의 생

각을 결코 이해할 수 없고,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것이 결코 향상되지 않으며 학생들

은 교사가 진정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알고 싶어

한다고 믿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토론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교실에서의 토

론 자체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게 된다. 학생들이 자

신의 생각을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는 데는 시간과 노

력, 관심이 요구되는 것이다. 학생들의 대답을 기다려

주기, 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옆사람과 말하기,

하던 것을 멈추고 적기, 또는 “우리 반 친구들에게 네

생각을 말해 줄 수 있겠어요?”, “더 얘기해 보세요.”라

는 교사의 요청의 말, 교사의 재진술 등이 이를 도와

줄 것이다.

둘째,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의 생각에 귀 기울여 듣

도록 돕는 것이다. 학생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거

나, 언어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이어서 한 번에 알아듣

지 못한 것이거나, 아니면 어려운 수학적 용어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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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이해가 어려웠을 수도 있다. 어떤 이유에서이든

지 간에 학생들이 대화에 참여하며 배우게 하고자 한

다면,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고, 이해해야 한다. 다른 학생들이 듣지 않았

다면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도 힘들고 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만일 교사만이 학

생들의 아이디어들을 반복해서 말하고 재정리해 주는

사람이라면,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데 태만하게 될 것이다. 이는 “누

가 반복해 볼래요?”, “누가 우리들 모두에게 다시 말해

줄래요?”, “누가 이것을 다시 말해 볼까요?”, “누가 자

신의 말로 바꿔서 얘기해 볼래요?”와 같은 교사의 발

문으로 극복할 수 있다.

셋째, 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추론을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대부분의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단순히 답만을 이야기하고 왜 그런 답을 하

게 되었는지에 대해 깊이 알아보지 않는다.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보여 주는 태도를 증진시켜 주기 위해, 교사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그 답이 구했어

요?”, “정답이라고 확신하는 이유를 말 해 줄 수 있어

요?”, “왜 그 전략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요?”라는 질문의 여러 형태를 사용할 수 있다.

넷째,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의 추론에 참여할 수 있

도록 돕는 것이다. 교실이 학생들이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장이 되고자 한다면, 학생들은 단순히 듣

고 반복하는 이상으로 서로의 추론에 참여하여야 한다.

같은 의미를 다른 말로 표현하도록 “동의하나요?”, “동

의하지 않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누가 여

기에 더 보태서 얘기해 볼래요?”와 방법이 이를 도와

준다.

현재의 학습자 중심 수업은 구성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학습자 중심 수업은

학습자들에게 지식, 가치, 기능의 전달이 아니라 학습

자가 스스로 지식, 가치, 기능을 이끌어 내도록 도와주

는 수업이라 할 수 있다. 학습자에게 수업의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교사의 안내를 받아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에 책임을 지는 수업(Eggen & Kauchak, 1999)이

며 학습자들의 요구와 흥미, 관심을 반영하고, 학습 목

표의 설정에서부터 내용의 조직과 실행, 평가에 이르

기까지 학습자에게 선택권과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한 기회 부여와 더불어 학습자의 내발적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학습자가

학습과정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아무리 정교

하게 설계된 교수-학습설계도 학습자 자신이 선택한

것만큼 학습자에 적합한 학습활동을 보장할 수는 없다.

자발적 동기에 의해 학습을 시작하고, 스스로 학습내

용과 방법 그리고 자기평가까지에 이르는 자기주도적

학습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학습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구성주의를 반영한 교육은 이러한 학습원리

를 가장 충실하게 반영하는 교육방법이라고 할 수 있

다.

2. 분수에 대한 이해

가. 분수의 의미

분수의 의미는 복합적인 개념이며 여러 가지로 수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 Rey, Suydam,

Limdquist & Smith(1999)는 분수의 의미를 부분-전체

의 의미, 몫의 의미, 비의 의미와 같이 3가지로 제시하

고 있으며, Baroody & Coslick(1998)은 전체에 대한

부분, 몫, 비, 연산자의 의미와 같이 4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대체로 전체-부분 관계로서(등분할)의 분수, 비

로서의 분수, 몫으로서의 분수, 연산자로서의 분수 등

이 공통이고 학자에 따라 선형좌표, 비율, 측정수 등을

덧붙이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부분-전체 관계를 의미

하는 분수를 분할분수, 그 외 비, 몫, 측정수, 연산자

등의 의미를 갖는 분수를 각각 비율분수, 몫분수, 양분

수, 연산자분수로 부르고 있다(송창규, 2013).

분수라는 용어는 초등학교 수학에서 다음의 네 가

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첫째, 동등하게 분할하는 활

동으로서의 분수(등분할 분수, 조작분수)이다. 전체에

대한 부분을 가리키는 숫자로서 분수를 생각할 수 있

다. 피자 한 판을 동등하게 나눈 4부분 중의 3을 나타

내기 위하여 분수 
 을 생각한다. 이 방법에서 숫자로

서 분수의 사용은 ‘전체에 대한 부분모델이라 한다.

분수 
 는 7부분으로 동등하게 나누어진 물건과 그런

부분 두 개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추상적인

수로서 분수(양의 분수)이다. 범자연수가 양으로서 아

이디어 또는 추상이듯이, 분수도 양으로서 아이디어

또는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만약에 색칠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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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크기나 모양은 다를지라도 동등하게 나눈 8부분

중의 5를 공유한다면 이 특성은 
 로 나타낼 수 있다.

분수 
 는 전체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므로 분수는 상

대적인 양을 나타내는 수로서 간주된다. 셋째, 비율로

서의 분수(비율분수)이다. 비 a : b를 비의 값 
로 나

타낸다. 즉, 2 : 5 = 
 이다. 그러므로 분수는 비의 값

을 나타내기도 한다. 넷째, 몫으로서의 분수이다. 유리

수는 방정식 ax=b(a, b는 정수, a≠0)의 해를 의미한

다. 즉, 
 는 b÷a로 나타내어 사용되는데, 이 분수가

몫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단, 나눗셈의 등분제 상

황에서는 분수가 몫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포함제

상황에서는 분수가 양(측정)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나. 분수 연산의 의미

기계적인 계산방법만을 연습시키는 교사는 없을 것

이다. 하지만 아직도 분수 영역에서의 학습은 알고리

즘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수학 학습은 학생들이 문

제를 풀 때 이 문제가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할 기회를

주지 않고 단지 기계적인 계산을 통해서만 답을 구하

는 것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한다면 답은

알지만 이 답이 구해진 이유, 어떠한 방법을 사용했는

지, 결과가 확실한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

다. 학생들이 주어진 식을 기계적으로 계산에는 것에

는 능숙하지만 문장제를 어려워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분수 계산은 분수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해

야 한다. 분수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다면 분수의 연산에 대한 개념도 이해가 될 수

없다. 학생들은 분수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

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규칙과 절차에 의존하려고 하

며, 분수 연산에 대해 분명히 이해하지 못한 채 기계

적인 계산을 하게 된다(Hope & Owens, 1987). 이러한

학생들은 어떤 수에 진분수를 곱했을 경우 작아지거나

진분수로 나누게 되면 커지게 되는 원리에 대해 이해

하지 못하며,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기호만을 다루게

된다. 개념 형성과 계산은 통찰력 있게 병행해서 진행

해야 하며, 학생들의 계산의 의미와 양적인 개념을 이

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어

야 한다(김해숙, 2002).

학생들이 연습한 규칙을 자동적으로 문제 해결에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았을 경

우 그 규칙은 시간이 흐르면 잊어버리게 되고, 그 규

칙을 기억해 낼 때까지는 연산을 할 수가 없다. 분수

연산은 분수의 개념적 기초를 충분히 다진 후에 다루

어야 한다. 개념적 기초가 충분히 다져지지 않고 기계

적인 계산 위주의 수업만 반복될 경우 일부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계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지 못

한 채 암기한 방법대로의 계산만 반복하게 되고 더 응

용되고 발전된 개념을 공부할 때 또 다시 개념이 없는

채로 계산방법만 공부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NCTM(2000)은 수학의 내용과 강조점에 대한 변화

를 요약하면서, 연산 영역에서는 특히 연산의 의미와

연산 감각 등을 강조하는 반면, 복잡한 지필 계산이나

이해에 기초하지 않은 절차의 암기를 지양하고 있다.

또한 계산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아는 것과 행하

는 것의 복합적인 수단이라고 하면서 분수의 연산은

개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계산방법만

암기한 채 공부하는 방법이 당장의 학습 시간은 다소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수학 전체적인 학습 내용을 봤

을 때 지금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개념적 이해를

보다 충실히 학습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의 수학 학습

을 하는데 있어서 더욱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1) 분수의 덧셈과 뺄셈

분수의 덧셈, 뺄셈은 자연수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

로 첨가, 합병, 비교, 제거의 상황은 동일하다. 다른 점

은 자연수 대신 분수를 다룬다는 것인데, 분수의 개념

만 확실히 이해하고 있다면 분수의 덧셈, 뺄셈 상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오성환, 2000). 그러나 문제는 주

어진 덧셈, 뺄셈 상황의 결과를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

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나가 피자 한 판의 
을 먹

고 또 
 만큼 먹었다면 피자를 모두 얼마나 먹은 것인

가?” 또는 “친구가 피자 한 판의 
을 먹고 내가 

 만

큼 먹었다면 누가 얼마나 더 먹은 것인가?”와 같은 상

황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결과를 나타내는 것

은 자연수의 경우처럼 쉽지가 않다(장숙희, 2009).

자연수의 경우에 더해지거나 빼지는 단위는 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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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자릿값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세어서 간단히

해결된다.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서는 더해지거나 빼지

는 단위가 분모에 의해 결정되고 같은 단위에서 더하

고 빼야하기 때문에, 특히 동치분수에 대한 이해가 선

행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먼저 단위가 무엇인지 잘 찾

지는 못하더라도 크기가 같은 단위를 더하거나 빼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학생들이 기호 표상을 더

하고 빼기 위해 공통분모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스스로 분수 덧셈과 뺄셈의 알고리즘을 찾아내

며 기호로 표상된 분수 문제를 해결할 때, 왜 분모끼

리 더하거나 뺄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있다(김옥경,

1997).

동분모의 덧셈과 뺄셈에 있어 학생들은 별로 어려

워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수직선이나, 그림 등을 통해

서 답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분모가 같

기 때문에 분수의 덧셈과 뺄셈은 자연수의 덧셈과 뺄

셈과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단위를 통일하는 것,

즉 동치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생각

이다.

(2) 곱셈

분수의 곱셈에 대한 알고리즘은 덧셈이나 뺄셈에

대한 알고리즘보다 간단하다. 이런 이유로 아이들에게

분수의 덧셈 뺄셈 보다 곱셈을 먼저 가르치자는 의견

도 있다. 그러나 곱셈의 알고리즘이 비록 간단하다 할

지라도, 곱셈이 개념적으로 더 단순한지는 아직 해결

되지 않았다. 학생들은 분수의 곱셈이나 나눗셈에 관

한 알고리즘은 잘 기억하지만 그 알고리즘 이면의 의

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김해숙, 2002).

분수의 곱셈에서는 곱하는 수에 따른 변화를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옥경, 1997). 자연수의 곱셈에서

곱해진 수들은 덧셈에서보다 그 결과가 훨씬 커진다.

곧 곱하는 수의 역할은 곱해지는 수를 확대하는 것으

로 간주된다. 그러나 분수의 곱셈에서 진분수로 곱하

면 이는 오히려 축소의 결과를 가져온다. 자연수의 경

우만 생각하고 곱셈이면 그 결과가 커져야 한다고 생

각하는 학생들에게 이를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3) 나눗셈

나눗셈은 똑같이 나누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학생들

은 초기 경험에서 알고리즘보다는 나누는 상황을 이해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일상생활에서 나눗셈이 이

루어지는 경우에는 크게 등분제와 포함제 두 가지가

있다. 등분제는 주어진 전체를 똑같이 나누었을 때의

하나에 속하는 값이 얼마인가를 묻는 것이다. 포함제

는 전체의 양에서 똑같이 덜어냈을 때 얼마나 덜어낼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박정임(2001)은 전반적으로 분수의 나눗셈에 대한

교육 환경이 적절치 않다고 말하면서 분수 나눗셈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하고 있다. 분수를 유리수로 확장하여 분수의 의

미를 충분히 경험하여 실질적인 의미를 학습자가 가지

도록 하고, 구체적인 맥락에서 비례성이나 방안으로

분수의 나눗셈 만들기, 어림을 이용하여 분수의 나눗

셈 감각 기르기, 분수의 나눗셈 감각 기르기, 분수의

나눗셈 알고리즘 지도하기, 곱셈의 역연산인 분수의

나눗셈 지도하기, 분수 개념 지도를 통한 단위 사용

문제 해결을 제시하고 있다.

3.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4학년 분수 영역을 중

심으로 구성주의 수학 수업이 추론능력 및 분수 지식

생성 능력에 어떤 영향을 주며 어느 정도까지의 지식

을 학생들 스스로 구성하여 생성할 수 있는지 확인하

는데 있다. 그래서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 고찰은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수학 수업의 영향을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김태향·김진호(2010)은 초등학교 4학년 분수 영역에

서 구성주의를 반영한 학습자 중심 수업이 학업성취도

와 문제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사전

검사에서는 동일한 능력을 지니고 있던 집단 중 실험

처치 결과 학습자 중심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재생 검

사와 생성검사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아 학업 성취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향상 중

점학교’로 선정된 학교에서 이루어진 결과이기에 학습

자 중심 수업이 학습능력이 하위권인 학생들에게도 효

과적인 학습방법이라고 하였다. 문제해결전략을 살펴

보았을 때 선정한 집단 내에서 상위권인 학생들보다는

중, 하위권 학생들이 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이

구성한 개념적 지식을 통하여 스스로 또 다른 절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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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며 이런 지식

들이 전이력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다.

김진호․이소민․김상룡(2010)은 초등학교 2학년 곱

셈영역에서 구성주의를 기반으로 한 학습자 중심 수업

이 학습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추론능

력에 있어서 동질성을 지닌 두 학급을 대상으로 각각

학습자 중심 수업과 교사 중심 수업을 실시한 뒤 재생

능력과 생성능력을 분석한 결과 재생검사에서는 두 집

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학습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는 생성검사에서는 두

집단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재생능력이 비슷하게

측정되었으나 생성능력이 높다는 것은 학생들이 학습

자 중심 수업을 통해 자신들이 배운 지식을 가지고 배

우지 않은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지식을 구성

할 수 있었고 학습하지 않은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

었다고 판단된다.

조수윤·김진호(2011)은 초등학교 3학년 나눗셈 영역

에서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한수학 수업이 추론능력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추론능력과

수학성취도 능력이 차이가 없는 두 집단을 선정하여

학습자 중심 수업과 교사 중심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 중심 수업은 추론능력과 학습한 내용의

재생에도 효과가 있었고 학습하지 않은 지식의 생성에

서도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학습능력을

상, 중, 하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을 하였을 때에도 세

집단 모두에서 학습자 중심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재

생검사와 생성검사에서 긍정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확

인하였다. 문항 별로 분석한 결과에서 학습자 중심 수

업이 개념․원리 문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뿐만 아

니라 생성 검사에서는 교사 중심 수업을 하여야 기능

숙달에 더 효과를 얻을 것이라 예상되는 단순계산과

문장제 문항에서도 학습자 중심 수업이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현실·김진호(2013)은 초등학교 2학년 곱셈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주의 수학 수업이 추론능력에 미치는 영

향을 연구하였다. 실험대상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하위권에 있는 학력신장을 위한 경계선 학교로 지정된

학교 학생들이었다. 그 결과 학습자 중심으로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사후 추론능력 검사에서 더 높은 점수

를 받았으며 이를 통해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에

게도 학습자 중심 수업이 추론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생성검사에서는

학습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문제해결을 할 때에는 학

습자 중심 수업이 개념․원리 이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추론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Chapin, O'Connor & Anderson(2013)은 개혁기반

수학교육과정의 실천으로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한 수

업 프로그램을 경제수준이 낮은 도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4년간 실시하였다. 도시였지만 낮은 경제 수

준의 영향으로 국가 지원을 받는 학생이 많았으며

73%의 학생들의 수학적 능력은 평균이하로 학업성취

도 또한 낮았고 소수민족들이 많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이 많았다. 그러나 2

년 뒤까지 남아 있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매우 우수와 우수는 41%, 평균이상은

36%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23%로 나타났으며 평균 이

하는 없었다. 그리고 CAT(캘리포니아 성취도 검사)에

서도 상위 30%에 해당하는 성과를 얻었으며 2년 뒤에

는 국가 표본 상위 9%에 속하게 되었다. 3년 후

MACS(메사추세츠 수학성취도 평가)에서는 첫 해 참

여했던 6학년 학생의 90%가 두 영역에서 최상위를 차

지했다.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한 토론을 통한 수학적

말하기가 추론능력을 높여주어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

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한 학습자 중심 수업은 학생

들이 이해를 수반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그 학습이 또 다른 영역이나 수준에 생성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해를 통한 지

식을 습득할 때에 학생들의 추론능력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어 새로운 주제를 학습하거나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문제를 풀 때 그 지식을 적용하는 것이며 반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각각의 주제를 분리된 기술로

이해하여 그 수업 시간에 배운 문제가 아닌 것을 해결

하는데 적용할 수 없고 새로운 주제로 확장시키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이전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한

수업과 일반적인 수업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추론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지식 구성의 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계산

능력과 학습자 수준에 따른 수학 성취도에 초점을 두

고 분석을 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구성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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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을 둔 학습자 중심 수업을 통해 학습능력에 따른

학생들의 추론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며, 추론능력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분수 지식을 스스로

생성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을 정하기 위해 경상북도 구미시 H

초등학교 4학년 학급을 대상으로 수학성취도 검사와

일반 추론능력 진단검사를 실시한 후, 수학지식과 일

반추론능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두

개 학급을 연구 대상 학급으로 선정하였으며 동질성검

사 결과는 [표 1]과 같다(p>0.05). 실험집단은 구성주

의를 반영한 수학 수업에 대한 훈련을 받은 L교사가

지도하는 학급(27명)이고 비교집단은 P교사가 수학 교

과서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학급(27명)으로 선

정하였다.

검사명 집단명
집단통계량

독립표본
검정

학생
수

평균
표준
편차

t p

MAT
(수학성취도
검사)

비교
집단

27 58.88 18.467
0.402 0.690

실험
집단

27 57.03 15.271

GRT
(일반추론검사)

비교
집단

27 69.44 20.584
0.620 0.538

실험
집단

27 65.74 23.234

[표 1] 집단의 동질성 검사

[Table 1] Homogeneity test between groups

2.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준 실험설계의 이질 통제집단 설계

를 적용하고자 하였고, 구체적인 설계모형은 다음 [표

2]와 같다.

동질성 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MAT GRT

실험집단
(학습자 중심 수업)

CRT RT GT
비교집단

(교사 중심 수업)

[표 2] 이질 통제집단 설계

[Table 2] Heterogeneity control group design

MAT: 수학성취도평가 GRT: 일반추론평가

CRT: 내용추론검사 RT: 재생검사 GT: 생성검사

두 집단의 동질성을 검사하기 위하여 MAT와 GRT

를 실험처지 전에 실시하였다. 동질성 검사는 실험집

단과 비교집단의 연구대상자들이 실험에 들어가기 전

에 동질집단인지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MAT는 실험

집단과 비교집단의 연구대상자들이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학습한 분수 관련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에서 동

질집단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고 GRT는 두 집단

의 연구대상자들이 일반 추론능력에서 동질집단인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두 집단은 4학년 1학기 내용 중 ‘4. 분수의 덧

셈과 뺄셈’ 단원을 약 2주간에 걸쳐서 11차시 동안 실

험 처치를 받는다. 이때 비교집단은 초등수학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순서대로 빠짐없이 지도서

대로 교과내용을 학습한다. 실험집단은 Burns(2001)가

집필한 「Lessons for introducing fractions to grades

4-5」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수정한 11차시분의 수

업계획서를 가지고 수업하였다.

사후검사는 두 집단이 ‘4. 분수의 덧셈과 뺄셈’ 단원

학습을 모두 마친 후 실시하였다. 실험 처치가 끝난

다음 날 분수 영역에 대한 추론능력이 동일집단에서

변화가 있는지, 이질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지식 생성 수준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CRT를 실시하였다. 또 실험처치 중 학습한 내용을 어

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RT와 어느 수준

까지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여 학습하지 않은 내용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GT를 실시하였다.

3.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도구들의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K교육대학교 교수와 K교육대학교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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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교사와 함께 문항검

토 및 수정을 했다. 또한, 검사 실시 전 사전검사를 실

시하여 신뢰도가 낮은 문항은 교체하거나 제거하는 방

법으로 문항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가. 일반추론검사(GRT)

본 검사의 목적은 본 실험처치에 들어가기 전 실험

집단과 비교집단이 일반추론능력에서 동질집단인지를

알아보는데 있다. 검사는 실험처지 2주일 전인 6월 24

일 날 실시하였다. 학생들의 추론논리를 검사하기 위

한 도구는 박성선(1993)이 미국 CTB/McGraw-Hill사

의 DelMonteReserchPark가 1983년 개발한 검사를 번

안하여 개발한 추론검사지와 이를 조수윤·김진호(2011)

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사용한 추론검사지를 4

학년 수준에 맞게 수정해서 재구성하였다. 일반추론검

사에서 사용된 추론형식은 연역추론으로만 구성되었으

며 검사문항은 20문항(100점 만점)이고, 시험시간은 30

분이다. 박성선(1993)의 연구에서는 따로 신뢰도 검사

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문항 수가 적고, 조수윤·김진호

(2011)의 연구와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신뢰도를 다

시 구해볼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자가 수정 검사지에

대해 신뢰도를 구해본 결과 검사의 신뢰도 0.861이다.

나. 수학성취도검사(MAT)

동질성 검사 중 MAT는 4학년의 분수 영역을 학습

하기 위한 분수의 의미, 분수의 크기 비교, 분수의 종

류에 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조사

하기 위한 것으로, 본 검사의 목적은 본 실험처치에

들어가기 전 까지 학습자들이 학습한 분수 관련 지식

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동질집단인지를 알아보는데 있다. 검사는

실험처지 2주일 전인 6월 24일에 실시하였다. 총 20문

항(100점 만점)으로 검사시간은 30분이며 검사의 신뢰

도는 0.759이다.

다. 내용추론검사(CRT)

사후검사 중 CRT는 실험처치로 학습자 중심 수업

을 받은 실험집단과 실험처치로 교과서중심 수업을 받

은 비교집단의 학습이 두 집단의 추론능력에서 차이를

가져오는지 알아보며 실험처지 전 후 한 집단 내에서

추론능력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검사는 실험처지 후 7월 20일 실시하였다.

GRT가 모두 연역추론으로만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CRT은 [표 3]과 같이 연역추론이 9문항, 귀납추론이

13문항으로 모두 22문항(99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

다.

문항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연역
추론

○ ○ ○ ○ ○ ○ ○ ○ ○

귀납
추론

○ ○ ○ ○ ○ ○ ○ ○ ○ ○ ○ ○ ○

[표 3] CRT 문항별 추론 영역 구분

[Table 3] Classification of reasoning domain elements

of CRT

CRT는 GRT와는 달리 추론형식만을 묻는 것이 아

니라 추론내용도 중요한 검사대상이다. 즉, CRT은 실

험처치 중에 학습한 내용인 4학년 1학기 분수 영역 내

용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내용추론 검사문항은 학생

들이 흔히 접해본 형식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검사지 첫 쪽은 예시문항으로 구성하

여 감독교사가 5분에 걸쳐 문제 푸는 방법을 설명하도

록 하였고 검사시간은 40분이다. 4학년 1학기 분수 내

용으로 추론문항을 제작하였으며 검사의 신뢰도는

0.671이다.

라. 재생검사(RT)

본 검사는 실험처치를 마친 후 실험처치 중 학습한

내용을 얼마나 재생할 수 있는지 측정하며 분수 지식

0수준 검사이다. 즉, 이 검사는 실험처치 중에 학습한

내용인 4학년 1학기 분수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이

것을 재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검사이며 생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본 수준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검사이다. 문항은 수학 교과서와 수학 익힘

책의 문항을 수정하여 제작하였으며 검사는 CRT 측정

후 다음날 실시하였다. 총 20문항(100점 만점)으로 검

사시간은 30분이고 검사의 신뢰도는 0.716이다.

마. 생성검사(GT)

사후검사 중 생성검사는 실험처치 중 학습한 내용

을 바탕으로 상위학년의 분수 영역 문제를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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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해결할 수 있으며 지식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문항은 분수의 4학

년 1학기 이후에 해당되는 분수 영역의 덧셈, 뺄셈, 곱

셈, 나눗셈 내용인 [표 4]를 바탕으로 생성검사지를 구

성하였다.

학년 내용

5학년
1학기

이분모 분수의 합

받아올림이 있는 이분모 분수의 합

이분모인 대분수의 합

받아내림이 없는 이분모 진분수의 차

받아내림이 없는 이분모 대분수의 차

받아내림이 있는 이분모 대분수의 차

분수 × 자연수

자연수 × 분수

분수 × 분수

5학년
2학기

분수 ÷ 자연수

자연수 ÷ 분수

분수와 자연수의 혼합 계산
분수 ÷ 자연수 × 자연수
분수 × 자연수 ÷ 자연수
분수 ÷ 자연수 ÷ 자연수

6학년
1학기

자연수 ÷ 단위분수

동분모 분수의 나눗셈
분수 ÷ 분수

이분모 분수의 나눗셈
분수 ÷ 분수

자연수 ÷ 분수

대분수의 나눗셈

[표 4] 교과서 내 분수 영역의 내용 체계

[Table 4] Contents system of fraction within textbook

분수 지식수준은 5, 6학년에 해당되는 분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영역별로 수준을 나누어 구성하

였다. 분수의 덧셈․곱셈․나눗셈은 6수준, 뺄셈은 5수

준이며 한 수준 당 문항은 2개씩이다. 수식으로만 문

항을 제시하면 배우지 않은 것이라 접근하기가 어렵다

고 판단하여 그림과 함께 수식을 제시하였으며 크기를

나타낸 그림과 수 표현을 찾도록 했다. 문항의 예시는

[표 5]과 같다.

은 하나의 

입니다.

는 하나의 
입니다.




 


은 얼마입니까? 그림과 분수로 올바르게 표현한

것을 고르시오.

[표 5] GT 문항 예시

[Table 5] Examples for GT items

수준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문항을 제시하며 분수

지식 수준은 [표 6]과 같다. 검사시간은 분수의 덧셈과

뺄셈 40분,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 40분으로 RT 측정

다음날 2차시에 걸쳐 실시했다. 검사의 신뢰도는 분수

의 덧셈과 뺄셈 0.878,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 0.650이

다.

6
받아올림 있는

이분모 분수

대분수+대분수

5 대분수+진분수

4 진분수+진분수

3
받아올림 없는

이분모 분수

대분수+대분수

2 대분수+진분수

1 진분수+진분수

수준
영역 분수의 덧셈

[표 6] 분수 지식 영역별 수준

[Table 6] Level for fraction knowledge

5 받아내림 있는
이분모 분수

대분수-대분수

4 대분수-진분수

3
받아내림 없는
이분모 분수

대분수-대분수

2 대분수-진분수

1 진분수-진분수

수준
영역

분수의 뺄셈

※받아내림이 있는 이분모 분수의 뺄셈 중

‘자연수-대분수’ 는 4학년 영역에 포함되므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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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지도 소재 주요 활동

1

분수
오개념

연결큐브

․ 분수에 대해 알아보기
- 분수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은 무
엇인지 알아보기

- 교실 속 분수표현 찾기
- 연결큐브로 동치분수 찾기
- 분수키트 만들기 과제제시

2

동치 분수

분수의 뜻
알아보기

․ 크기가 같은 분수
- 카드 자르기
- 피자 나누기
․ 분수의 뜻 알아보기
- 빈 칸에 알맞은 말 찾아보기

3

분수의
의미
토론하기

분수키트
(1 만들기
게임)

․ 분수의 의미 토론하기

- “

은 전체를 똑같이 2로 나눈 것

중의 1이다.” 찾기
․ 분수 키트 활용하기
- 1 만들기 게임하기
- 1 만들기 게임하기 과제 제시

4

분수키트
(1 만들기
게임, 1
없애기
게임)

․ 분수 키트 활용하기
- 1 만들기 분수 키트 없이 하기(말
과 식으로 표현)

- 동치분수 찾기
- 1 없애기 게임하기(기본)
- 1 없애기 게임하기(심화) 과제 제시

5

분수키트
(1 없애기
게임)
문장 속
분수
패턴블럭
(육각형
만들기)

․ 1 없애기 게임 확인(심화)
․ 문장 속 분수 표현 판단하기(기본,
보충)

․ 패턴블록
- 육각형 만들기(방법 찾기)
- 분수로 표현하기

6

패턴블럭
(육각형
만들기,
육각형

없애기 게임)

․ 패턴블록
- 육각형 만들기(식으로 표현하기)
- 육각형 없애기 게임
․ 문장 속 분수(심화) 과제 제시

7

문장 속
분수(심화)
사각형
이등분하기
분수 부분
그림 그리기

․ 문장 속 분수 과제 확인하기
․ 사각형 이등분하기
- 여러 가지 방법 찾아보기
․ 분수 부분 그림 그리기
- 똑같이 나누기
- 전체가 1이 아닌 분수 그리기
․ 쿠키 나누기 활동 안내

8
쿠키
나누기

․ 쿠키 나누기 활동
- 기본: ___개의 쿠키를 6명에게 나누기
- 심화: ___개의 쿠키를 4명에게 나누기
- 보충: ___개의 쿠키를 3명에게 나누기
- 분수로 표현하기

[표 7] 실험집단의 차시별 활동 내용

[Table 7] Activities for each lesson in an experimental

group

6

분수×분수

대분수×대분수

5 진분수×대분수

4 진분수×진분수

3 단위분수×단위분수

2 자연수×분수
자연수×진분수(대분

수)

1 분수×자연수
진분수(대분수)×자연

수

수준
영역

분수의 곱셈

6
이분모 분수
나눗셈

진분수÷진분수
대분수÷진분수
대분수÷대분수

5
동분모 분수
나눗셈

진분수÷진분수
대분수÷진분수
대분수÷대분수

4
자연수÷분수

자연수÷대분수

3
자연수÷진분수(단위

분수)

2
분수÷자연수

대분수÷자연수

1 진분수÷자연수

수준
영역

분수의 나눗셈

4. 수업자료

가. 실험집단

학습자 중심 수업을 위해 고안된 수업자료(Burns,

2001)를 번안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기본적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4학년 1학기 학생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반영하여 재구성하였다. 학습자 중심 수업을

위해 고안된 수업자료는 주제중심 수업자료로 실생활

의 여러 가지 소재들을 통하여 수학 교구, 조작활동,

게임, 맥락적 상황에서 수학을 경험하고 토론하여 수

학적 개념을 스스로 형성해 나갈 수 있게 구성하였다.

활동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연 차시로 된 수업이 많아졌

으며 전 차시의 오개념을 다음 시간 수업의 소재로 진

행하여 학생들과 수학적 토론을 하기도 했다. 본 연구

의 차시별 활동내용은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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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패턴블록
디자인

․ 쿠키 나누기 활동 토의하기
․ 패턴블럭 디자인 속 분수
- 패턴블럭 사이의 관게 알기
- ___색은 전체의 얼마만큼일까?

10

분수키트
(두 개로
분수

만들기, 세
개로 분수
만들기)

․ 두 개로 분수 만들기
-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기
- 한 개의 분수 표현하기
․ 세 개로 분수 만들기
-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기
- 한 개의 분수 표현하기
․ 다섯 번 굴려 분수 만들기 과제 제시

11

분수키트
(다섯 번
굴려 분수
만들기,
혼자서 1
만들기)

Y로 자르기

․ 다섯 번 굴려 분수 만들기 확인하기
-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기
- 한 개의 분수 표현하기
․ 혼자서 1 만들기
- 1을 만들 수 있는 분수 찾기
․ Y로 자르기
- 사각형을 Y로 잘랐을 때 각 부분
의 크기 분수로 표현

차시 주제 주요 활동

1 단원도입

․ 봉사활동 상황을 분수를 이용
하여 설명하게 한다.
․ 봉사활동 상황을 분수의 덧셈
식과 뺄셈식으로 나타내게 한다.

2

분모가 같은
분수끼리
덧셈을 할
수 있어요(1)

․ 분수 부분끼리의 합이 진분수
인 동분모 진분수끼리, 대분수끼리
의 덧셈을 할 수 있게 한다.

3

분모가 같은
분수끼리
덧셈을 할
수 있어요(2)

․ 분수 부분끼리의 합이 가분수
인 동분모 진분수끼리, 대분수끼리
의 덧셈을 할 수 있게 한다.

4

분모가 같은
분수끼리
뺄셈을 할
수 있어요

․ 분수 부분끼리 뺄 수 있는 동
분모 진분수끼리의, 대분수끼리의
뺄셈을 할 수 있게 한다.

5

(자연수)-
(분수)를
계산할 수
있어요

․ 자연수와 진분수, 자연수와 대
분수의 뺄셈을 할 수 있게 한다.

6

분모가 같은
대분수끼리
뺄셈을 할
수 있어요

․ 분수 부분끼리 뺄 수 없는 동
분모 대분수의 뺄셈을 할 수 있게
한다.

7
공부를
잘했는지
알아봅시다

․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문제
를 풀며 정리하게 한다.

8 문제해결
․ 동분모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 관
련된 실생활 문제의 결과를 추측하
고 이를 정당화할 수 있게 한다.

9
체험마당-나
만의 피자를
만들어요

․ 조각 피자를 만드는 활동을 통
해서 분수의 덧셈과 뺄셈의 의미
를 이해하게 한다.

[표 9] 비교집단의 차시별 활동 내용

[Table 9] Activities for each lesson in a comparative

group

1. 수와 연산
- 8 분수의 덧셈과 뺄셈

교육과정 내용
성취 기준

성취 기준 및 성취 수준

1.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
과 뺄셈의 계
산 원리를 이
해하고 그 계
산을 할 수
있다.

1-1.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
다.
- 상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을 하고
그 계산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중 분모가 같은 덧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 하 안내된 절차에 따라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을 할 수 있다.

1-2. 분모가 같은 분수의 뺄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 상 분모가 같은 분수의 뺄셈을 하고
그 계산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중 분모가 같은 뺄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 하 안내된 절차에 따라 분모가 같은
분수의 뺄셈을 할 수 있다.

[표 8] 2009 개정교육과정 성취 기준 및 수준(4학년 수

와 연산)

[Table 8] Achievement standards and level in 2009

revised curriculum (4th grade number and operation

domain)

나. 비교집단

수학이 기능과 개념의 연결망이라고 생각하고 수학

학습은 수학적인 사실, 절차, 규칙, 공식에 대한 의미

있는 암기라고 믿는 P교사가 수학교과서를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학교과서는 개념 또는 대주제

중심이 아니라 절차적 지식 중심으로 구성되어져 있으

며 초등학교 3~4학년군의 대영역을 ‘수와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확률과 통계’로 나누고 있다. 내용 영

역별 지도 내용 각각의 성취 기준과 도달해야 할 성취

수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된 4학년 분수 영

역의 성취 기준 및 수준은 [표 8]과 같다.

차시별 지도 내용은 본시 9차시와 보충인 놀이마당,

이야기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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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충
1

놀이마당-모
양조각으로
놀이판을
덮어요

․ 모양 조각으로 놀이 판을 덮는
활동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 흥미를 갖게 한다.
․ 교과서에 제시된 놀이가 익숙
해지면 놀이 방법을 변형한 놀이
를 통하여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충분히 연습하게 한다.

보
충
2

이야기
마당-게으름
뱅이 농부가
달라졌어요.

․ 이야기 속에서 분수의 덧셈과
뺄셈 상황을 찾게 한다.
․ 이야기 속 문제를 해결하는 과
정에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
하게 한다.

5. 자료 분석 방법

추론 검사, 학업성취도 검사를 통해 얻어낸 결과를

통계프로그램인 SPSS프로그램(20version)을 이용하였

고,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추론능력 향상 정도, 학

습한 내용에 대한 성취도, 학습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성취도를 분석하였다.

가. 집단 간 CRT 비교

실험집단에서 실시한 학습자 중심 수업이 학생들의

추론능력에 주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비

교집단의 사후 검사인 CRT를 비교하였다. 따라서 두

집단에 대한 평균을 비교할 수 있는 독립표본 t-검정

을 실시하였다.

나. 집단 내 수준별 학습능력에 따른 CRT 비교

실험 처치 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학습능력 별

상․중․하 그룹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

여 각 그룹별 학습능력에 따른 CRT 결과를 비교하였

다. 서브그룹으로 나눌 경우 표본 수가 작으므로 실험

집단과 비교집단의 상․중․하 그룹별 CRT 기술통계

량을 분석하였다.

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RT 비교

실험집단에서 실시한 학습자 중심 수업과 비교집단

에서 실시한 교사 중심 수업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두 집단의 RT를 비교하고 0수준 통과율을 보았다. 이

는 표본 수가 작으므로 기술통계량과 통과율을 %로

계산하여 분석하였다.

라. 집단 간 분수 지식 생성 수준 비교

학습자 중심 수업이 학생들의 분수 지식 생성 수준

에 주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후 검사인 GT를 비교하였다. 따라서 집단 별 GT

각 영역에 대한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할 수 있는 독

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마. 집단 내 수준별 학습능력에 따른 분수 지식 생

성 수준 비교

실험 처치 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학습능력 별

상․중․하 그룹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

여 각 그룹별 학습능력에 따른 GT 결과를 비교하였

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상․중․하 그룹별 GT 기

술통계량을 분석하였다.

바. 분수 지식 생성 수준 분석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서의 분수 지식 생성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GT 집단별 각 영역별 수준의 통과율

을 %로 계산하여 분석하였다.

사. 추론능력과 분수 지식 생성 수준의 상관관계 분석

CRT와 GT 영역별 점수를 통하여 어떤 관계가 있

는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피어슨 상관계수로 확인하

였다. 또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내의 CRT 상․중․

하 그룹별로 어느 수준까지 분수 지식을 스스로 구성

할 수 있는지 비교하기 위하여 CRT 점수를 그룹화하

여 그룹별 분수 지식 생성 수준을 기술통계량으로 분

석하였다.

Ⅴ. 연구결과 및 논의

1. 비교집단과 실험집단의 지식 생성 수준 차이

가. 학습능력에 따른 그룹화

각 집단의 수준별 학생의 CRT, GT 차이를 비교하

기 위해서 동질성 검사의 개인별 MAT와 GRT 결과

평균을 통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그룹내에서 학습

능력별로 [표 10]과 같이 상․중․하 3그룹으로 나누

었다. 비교집단은 상․중․하 그룹의 학생수가 9명, 10

명(동점자 포함), 8명이었으며 실험집단은 세 그룹 모

두 9명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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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집단 실험집단

그
룹

동질성
검사 점수
분포

학생
수

평균
학생
수

평균

상 75이상 9 80.55 9 78.88

중 55~75미만 10 70 9 63.33

하 ~55미만 8 41.87 9 41.94

계 27명 27명

[표10] 학습능력에 따른 연구대상 그룹화

[Table 10] Groupization of subjects by learning ability

나.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CRT에 대한 비교

1) CRT에 대한 결과

CRT은 두 집단에 대해 실험처치를 하고 난 후인 7

월 20일 40분 동안 실시하였다. 검사의 목적은 실험처

치 후 집단 간 CRT의 결과 비교 및 집단 내 수준별

그룹에서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이다.

CRT는 4학년 1학기 분수 단원을 소재로 하고, 문항

수는 22문항으로 각 문항 당 4.5점 씩 99점 만점으로

채점하였다. 두 집단에 대해 독립표본 t검증을 한 결과

는 [표 11]과 같다.

대상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t p

비교집단 27 47 14.303
2.013 0.049

실험집단 27 55 14.889

[표 11] CRT에 대한 집단 간 평균비교

[Table 11] Mean comparison between groups for CRT

[표 11]로부터 알 수 있듯이, p값이 0.049로 실험집

단과 비교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p<0.05). 즉,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4

학년 1학기 분수 단원을 소재로 한 추론검사를 실시하

였을 때, 학습자 중심 수업을 한 실험집단에서 통계적

으로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11]에서 볼 수 있듯이 GRT에서는 실험집

단의 평균이 3.70점 더 낮았으나 CRT에서는 실험집단

의 평균이 8점 높았다. 따라서 구성주의를 반영한 수

학 수업이 학생들의 추론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2) 학습능력에 따른 CRT 결과의 비교

학습능력에 따라서는 그룹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

지 확인하기 위해 각 그룹별로 평균비교를 해 보았다.

학습능력이 상인 그룹의 CRT를 비교하면 [표 12]와

같이 학생들 평균차가 16.5점으로 실험집단이 높았다.

대상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

비교집단 9 51.000 15.909
16.500

실험집단 9 67.500 11.250

[표 12] 학습능력 상 그룹 CRT 결과

[Table 12] CRT result of the upper groups

학습능력이 중인 그룹의 CRT를 비교하면 [표 13]과

같이 학생들 평균차가 7점으로 실험집단이 높았다. 여

기서 주목할 점은 실험집단 중 그룹의 평균 점수가 비

교집단 상 그룹의 평균 점수보다 높다는 것이다.

대상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

비교집단 10 49.500 9.949
7.000

실험집단 9 56.500 8.452

[표 13] 학습능력 중 그룹 CRT 결과

[Table 13] CRT result of the middle groups

학습능력이 하인 그룹의 CRT를 비교하면 [표 14]와

같이 학생들 평균차가 1.625점으로 실험집단이 높았다.

대상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

비교집단 8 39.375 15.727
1.625

실험집단 9 41.000 11.124

[표 14] 학습능력 하 그룹 CRT 결과

[Table 13] CRT result of the lower groups

동질성을 띤 집단 간에 학습능력별로 각 그룹을

상․중․하로 나누어 실험처치 후 CRT의 결과를 보게

되면 상인 그룹에서 평균차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중, 하 그룹으로 나타났다. 상 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

하여 평균차에서 2배 이상 차이가 났는데 이는 학습자

중심 수업이 사전 수학적 지식이나 추론능력이 좋은

학생에게는 더 많은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그룹간 비교에서도 차이가 났으며 실험집단의 중 그룹

과 비교집단의 상 그룹을 비교해보면 실험집단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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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이의 평균이 5.5점 더 높았다. 실험집단에서는 중

그룹이었던 학생들도 학습자 중심 수업을 통해 비교집

단의 상 그룹 학생들의 수준까지 추론능력이 높아졌다

고 할 수 있다.

실험집단의 하 그룹 학생들도 비교집단에 비하여

평균이 1.625점 높았으며, 실험집단의 상, 하 그룹의

평균차는 26이고 비교집단의 상, 하 그룹의 평균차는

11.625점이 차이가 났다. 비교집단은 모든 학생에게 동

일한 학습목표를 설정하는 교사 중심 수업으로 인하여

추론능력도 실험집단에 비해 학습능력이 다른 학습자

들이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으며, 각자의 학습능력에

맞는 학습목표를 설정하게 되는 학습자 중심 수업을

통하여 실험집단의 상 그룹과 하 그룹의 평균차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3) RT에 대한 결과

실험처치를 한 후 비교집단과 실험집단이 어느 정

도 학습한 내용을 파지하고 있는지, 생성검사를 실시

할 수 있는 기본 수준을 갖추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처치가 끝난 후인 7월 21일 30분 동안 실시하였다.

RT는 4학년 1학기 분수 단원을 소재로 하고, 문항 수

는 20문항으로 각 문항 당 5점 씩 100점 만점으로 채

점하였다. 0수준 통과 점수는 일반적으로 학습부진의

판단의 척도로 삼는 60점으로 하였으며, 두 집단에 대

한 기술통계량은 [표 15]와 같다.

대상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0수준

통과수
통과율
(%)

비교
집단

27 83.333 17.84 24 88.88

실험
집단

27 82.111 9.6 27 100

[표 15] RT에 대한 집단 간 평균비교

[Table 15] Mean comparison between groups for RT

[표 15]로부터 알 수 있듯이 평균 점수는 비교집단

이 83.333점으로 1.314점 높았다. 표준편차는 비교집단

이 17.84점, 실험집단이 9.6으로 8.24점 차이가 났다. 평

균점수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이는 수학 교과

서와 수학익힘책을 바탕으로 제시한 문항을 학습자 중

심 수업을 한 실험집단과 교사 중심 수업을 한 비교

집단이 비슷한 수준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것이다.

평균점이 80점 이상인 것으로 보아 두 집단 모두 학습

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고 판단된다.

표준편차가 크다는 것은 평균점 보다 높거나 낮은

학생이 많이 있다는 것이므로 비교집단의 학생들은 잘

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실

험집단이 비교집단 보다 비교적 동일한 수준의 분수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0수준 통과수에서 비교집단은 3명이 탈락하여 통과

율이 88.88%이며, 실험집단은 탈락한 학생이 없고 통

과율이 100%였다. 실험집단의 학습자 중심 수업이 학

습한 내용에 대한 올바른 지식 생성과 교육과정이 지

향하는 목표 수준 도달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탈

락한 학생들은 생성검사에서 제외 처리를 했다.

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GT에 대한 비교

1) GT에 대한 결과

GT는 실험처치를 한 후 비교집단과 실험집단이 학

습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문항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수의 덧셈과 뺄셈 40분, 분수

의 곱셈과 나눗셈 40분으로 RT 측정 다음날인 7월 22

일에 2차시에 걸쳐 실시했다. GT는 4학년 1학기 이후

인 5, 6학년에 해당되는 분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

셈을 영역별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분수의 덧셈․곱

셈․나눗셈은 6수준, 뺄셈은 5수준이며 하나의 수준당

2문항이다. 분수의 덧셈, 뺄셈 영역 22문항을 100점 만

점으로 하고 분수의 곱셈, 나눗셈 영역 24문항을 합쳐

서 100점 만점으로 하였으며 RT에서 통과를 하지 못

한 비교집단의 3명은 제외하였다.

[표 16]에서 알 수 있듯이, GT 덧셈 영역에서의 평

균을 비교하면 비교집단이 14.650점, 실험집단이 35.858

점으로 학습자 중심으로 수업을 한 실험집단이 13.319

점 높았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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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차

t p

비교
집단

24 22.539 14.650

3.069 0.003 0.003
실험
집단

27 35.858 16.161

[표 16] GT 덧셈 영역 집단 간 평균비교

[Table 16] Mean comparison between groups for GT

addition domain

[표 17]에서 알 수 있듯이, GT 뺄셈 영역에서의 평

균을 비교하면 비교집단이 16.287점, 실험집단이 28.787

점으로 학습자 중심으로 수업을 한 실험집단이 12.5점

높았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대상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차

t p

비교
집단

24 16.287 10.631

12.5 3.700 0.001
실험
집단

27 28.787 13.161

[표 17] GT 뺄셈 영역 집단 간 비교

[Table 17] Mean comparison between groups for GT

subtraction domain

[표 18]에서 알 수 있듯이, GT 곱셈 영역에서의 평

균을 비교하면 비교집단이 13.282점, 실험집단이 13.726

점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대상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차

t p

비교
집단

24 13.282 7.627

0.444
-0.21
2

0.833
실험
집단

27 13.726 7.318

[표 18] GT 곱셈 영역 집단 간 평균비교

[Table 18] Mean comparison between groups for GT

multiplication domain

[표 19]에서 알 수 있듯이, GT 나눗셈 영역에서의

평균을 비교하면 비교집단이 15.463점, 실험집단이

26.718점으로 학습자 중심으로 수업을 한 실험집단이

11.255점 높았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대상
사례
수

평균
표준편
차

평균
차

t p

비교
집단

24
15.46
3

10.683
11.25
5

3.395 0.001
실험
집단

27
26.71
8

12.735

[표 19] GT 나눗셈 영역 집단 간 평균비교

[Table 19] Mean comparison between groups for GT

division domain

실험집단의 평균이 분수의 덧셈, 뺄셈, 나눗셈 영역

에서 더 높았다. GT의 문항이 분수 영역에서 학생들

이 접해보지 않은 높은 수준의 개념 문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교사 중심 수업을 받은 비교집단 보다 학

습자 중심 수업을 받은 실험집단이 분수에 대한 개념

구성을 더 잘해내었다고 할 수 있다.

학습하지 않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내용에 대해 추론할 수 밖에

없다. [표 11]에서 보았듯이 학습자 중심 수업을 받은

실험집단이 추론능력에서 더 높은 성취를 보였기 때문

에, 교사 중심 수업을 받은 학생들보다 배우지 않은

문항에 대해서도 추론능력을 발휘하여 더 잘 해결했으

리라고 생각된다.

배운 내용에 대한 문제 풀이를 하며 기술 숙달을

더 많이 했던 비교집단은 유사한 문항에 대한 파지력

은 [표 15]와 같이 평균점에서 실험집단과 크게 차이

가 없었지만 새로운 문항에 대한 이해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더 높은 수준의 문항에 전이시키는 것은 학

생들 스스로 분수를 분해하고 합해보는 경험을 통해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한 개념 형성 기회를 더 많이

가졌던 실험집단과는 크게 차이가 났다. 이를 바탕으

로 분수의 덧셈, 뺄셈, 나눗셈에 대한 지식 생성을 비

교집단에 비해 더 잘해내었다고 할 수 있다.

곱셈 영역에서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이는

학생들이 곱셈을 처음 접하며 배울 때에 곱셈 구구 중

심으로 수업을 받으며 학습자 중심으로 수업하지 않았

기 때문에 자연수의 곱셈에 대한 개념이 분수의 곱셈

개념에 적용하기 어려웠으며 학생들이 분수의 곱셈 영

역에서 지식을 구성하는 것이 다른 영역에 비하여 어

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학습능력에 따른 GT 결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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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대상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차

분수의
덧셈

비교집단 9 36.14 10.833
9.81

실험집단 9 45.95 9.492

분수의
뺄셈

비교집단 9 20.70 12.675
17.68

실험집단 9 38.38 8.833

분수의
곱셈

비교집단 9 10.65 9.877
2.32

실험집단 9 12.97 5.154

분수의
나눗셈

비교집단 9 20.85 14.445
15.29

실험집단 9 36.14 10.833

[표 20] 학습능력 상 그룹 GT의 결과

[Table 20] GT result of the upper groups

영역 대상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

분수의
덧셈

비교집단 6 18.18 12.195
13.63

실험집단 9 31.81 12.026

분수의
뺄셈

비교집단 6 16.66 9.818
9.09

실험집단 9 25.75 13.054

분수의
곱셈

비교집단 6 10.65 8.613
3.25

실험집단 9 13.90 4.713

분수의
나눗셈

비교집단 6 12.51 2.637
6.95

실험집단 9 19.46 10.214

[표 22] 학습능력 하 그룹 GT의 결과

[Table 22] GT result of the upper groups

RT를 통과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학습능력에 따

른 GT 결과를 비교하기 때문에 실험집단에서는 학습

능력 그룹의 인원이 모두 대상이지만 비교집단에서는

RT를 통과하지 못한 중 그룹의 1명, 하 그룹의 2명이

제외되었다.

학습능력에 따른 상 그룹의 영역별 평균을 비교하

면 [표 20]와 같이 상 수준의 학생들 평균차가 덧셈․

뺄셈에서는 9.81점, 17.68점, 곱셈․나눗셈에서는 2.32

점, 15.29점으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 보다 높게 나왔

으며 표준편차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더 낮게 나왔다.

학습능력에 따른 중 그룹의 영역별 평균을 비교하

면 [표 21]와 같이 중 수준의 학생들 평균차가 덧셈․

뺄셈에서는 11.61점, 10.61점, 곱셈․나눗셈에서는 4.17

점, 12.51점으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 보다 높게 나타

났다.

영역 대상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

분수의
덧셈

비교집단 9 18.18 8.800
11.61

실험집단 9 29.79 20.967

분수의
뺄셈

비교집단 9 11.61 7.575
10.61

실험집단 9 22.22 12.330

분수의
곱셈

비교집단 9 14.36 4.713
4.17

실험집단 9 18.53 8.873

분수의
나눗셈

비교집단 9 12.04 7.924
12.51

실험집단 9 24.55 11.876

[표 21] 학습능력 중 그룹 GT의 결과

[Table 21] GT result of the middle groups

*RT에서 통과를 하지 못한 비교집단의 1명은 제외

학습능력에 따른 하 그룹의 영역별 평균을 비교하

면 [표 22]와 같이 하 수준의 학생들 평균차가 덧셈․

뺄셈에서는 13.63점, 9.09점, 곱셈․나눗셈에서는 3.25

점, 6.95점으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 보다 높게 나타났

다.

*RT에서 통과를 하지 못한 비교집단의 2명은 제외

학습능력에 따른 그룹별 GT 결과를 비교하면 모든

그룹에서 실험집단의 평균이 높았으며 RT에서의 점수

차보다 더 큰 점수차가 나타났다. 특히, 덧셈․뺄셈․

나눗셈 영역에서는 크게 나타났다. GT의 문항은 실험

처치 때 배우지 않은 이분모 분수의 덧셈과 뺄셈, 분

수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한 내용으로 학습자 중심 수

업은 학습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모든 수준의 집단

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즉, 학습자 중심

수업을 받은 실험집단은 모든 수준의 그룹에서 비교집

단보다 분수의 덧셈과 뺄셈 개념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처음 접하는 이분모 분

수의 덧셈과 뺄셈, 나눗셈도 비교적 잘 해결하는 것이

라고 생각된다.

라. 논의

본 연구 결과는 학습자 중심 수업이 학생들의 지식

생성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노경희(1998), 배지현

(2005), 김진호․김인경(2010), 김태향·김진호(2010), 조

수윤·김진호(2011)의 연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전의 연구에서는 구성주의 수업을 진행한

실험집단과 교사 중심 수업을 진행한 비교집단의 추론

능력에 대한 비교와 학업 성취능력에 대한 분석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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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각 실험처치를 통하여 학생이 지식을 구성해 낸

수준의 차이는 알아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

처치 후 비교집단과 실험집단이 학습한 내용에 대한

지식 생성 수준과 학습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내용에

대한 지식 생성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추론

능력에서의 비교와 분수 지식의 재생력, 생성력을 분

석했다.

그 결과 동화나 게임과 같은 맥락적 상황에서 개념

중심으로 활동하는 학습자 중심 수업이 추론능력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조수윤·김진호(2011)의 연구와

같이 학습한 내용에 대한 추론능력은 학습자 중심으로

수업한 실험집단의 평균이 8점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학습능력 그룹별 비교에

서도 실험집단이 상·중·하 그룹별로 16.5점, 7점, 1.625

점이 높은 것으로 보아 학습자 중심 수업이 학생들의

추론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배운 내용에 대한 지식 생성 수준(0수준)을 확인하

기 위한 RT에서는 평균 점수가 비교집단이 1.222점

높았다. 이처럼 점수차는 거의 나지 않았지만 표준편

차에서 비교집단이 17.84점, 실험집단이 9.6으로 8.24점

차이가 났다. 평균점수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것은 의미 중심으로 학습을 한 학생들도 생성해 낸 분

수 지식을 가지고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을 말해준다. 표준편차가 크다는 것은 평균점 보다 높

거나 낮은 학생이 많이 있다는 것이므로 비교집단의

학생들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실험집단이 비교집단 보다 비교적 동일한 수

준의 분수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0수준 통과수에서 비교집단은 3명이 탈락하여 통과

율이 88.88%이며, 실험집단은 탈락한 학생이 없고 통

과율이 100%였다. 실험집단의 학습자 중심 수업이 학

습한 내용에 대한 올바른 지식 생성과 교육과정이 지

향하는 목표 수준 도달에 더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

을 보여준다.

RT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 유형으로 문항을 제작하

여 검사를 하여 비교집단이 문항에 친숙하여 유리했음

에도 불구하고 실험집단이 비교집단과 비슷한 평균이

나왔으며 통과율도 높은 것으로 보아 학습자 중심 수

업이 학생들의 분수 지식 생성(0수준)에는 더 많은 도

움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

학습하지 않은 내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한 GT에서 두 집단의 평균차이는 덧셈 영역에서

13.319점, 뺄셈 영역에서 12.5점, 나눗셈 영역에서

11.255점으로 배우지 않은 내용에 대한 지식 생성 수

준에 대해서도 두 집단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다. 이

것은 3학년의 분수 단원에서 구성주의를 기반으로 한

수업이 학습자의 내면적 활동인 반성적 추상화를 일어

나도록 하여 학습한 내용이 그 다음 학습에 전이되는

데 미치는 효과가 높음을 확인한 배지현(2005)의 연구

와 맥락을 같이한다. Skemp(1987)는 지식의 개인 내면

적인 구성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이 추론능력을 발달시

키는데 중요하다고 했는데 본 연구에서 실험집단은 구

성주의를 기반으로 한 학습자 중심 수업을 통하여 자

신의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그것을 소재로 소집단 토론,

짝 말하기 등을 통하여 자신의 논리적 추론 능력을 향

상시켜 학습한 내용이 학습하지 않은 내용에 전이되어

분수 지식 생성 능력이 비교집단보다 더 높아진 것으

로 보여진다.

학습능력별 GT 결과 비교에서 평균차가 가장 크게

난 그룹은 ‘상’ 수준의 그룹이었다. 추론 검사 그룹별

비교에서 상 수준의 그룹의 평균차가 16.500점으로 크

게 나타났으며 생성 검사에서도 ‘상’ 수준 그룹의 평균

차가 덧셈․뺄셈·곱셈․나눗셈 영역에서 9.81점, 17.68

점, 2.32점, 15.29점으로 네 영역 평균차이가 11.28점이

나왔다. 이것으로 보아 학습자 중심 수업이 상 수준의

그룹의 학생들에게 이미 알고 있었던 다른 것들과 학

습한 내용이 연결되어 의미를 구성하고 수학적 관계를

형성․확장시키는데 더 많은 영향을 준 것을 보여준다.

영역별로는 분수의 뺄셈․나눗셈은 학습능력 ‘상’ 그

룹에서 17.68점, 15.29점으로 차이가 가장 크게 났다.

학습자 중심 수업을 통해 학습능력이 높은 ‘상’ 그룹의

학생들은 분수의 뺄셈에 대하여 비교집단보다 더욱 의

미있는 이해를 하여 분수의 나눗셈 영역에서도 알고리

즘이나 형식적인 계산을 학습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교

집단보다 분수의 나눗셈의 지식 생성력이 더 높았다고

할 수 있다.

분수의 덧셈에서는 학습능력 하 그룹에서 13.63점으

로 차이가 가장 크게 났다. 분수의 덧셈의 경우 학습

한 내용과 연결성이 높고 분수 사칙연산의 기본이 되

어 학생들이 뺄셈보다 더 의미있게 이해하고 있을 것

으로 생각되지만 김경미, 황우형(2009)의 연구에 의하

면 문제 해결시 분수의 덧셈에서는 학생들이 의미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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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나 분수의 뺄셈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연산에 대해 지니고 있는 의미론적 구조에

기초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학습

능력 ‘하’ 그룹의 경우 뺄셈에서보다 덧셈에서 비교집

단과의 평균차가 많이 났다는 것은 학습능력이 낮은

학생들이 분수의 덧셈 영역에서도 학습자 중심 수업을

통해 분수의 덧셈을 의미 있게 이해하여 지식을 구성

하였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이해를 수반한 지식을 습득할 때 새로운

주제를 학습하거나 새롭고 익히지 않은 문제를 풀 때

그 지식을 적용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때 각각의 주제를 분리된 기술로 이해한다. 학생들은

이러한 기술을 수업 시간에 명백히 배운 문제가 아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할 수 없고 그들이 학습한 내

용을 새로운 주제로 확장시킬 수도 없다(Carpenter,

1997).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학습자 중심 수업은

학생에게 이해를 수반한 학습을 통하여 지식의 생성을

도와주었다고 보여진다.

실험처치를 통해 추론능력에서 차이가 생겼으며 지

식 생성 수준에서는 학습한 내용(0수준)에 대한 것은

크게 차이나지 않았지만 통과율의 차이를 보아 학습자

중심 수업이 문제를 기계적으로 연습하는 것 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습하지 않은 내

용에 대한 지식 생성 수준에서는 GT의 실험집단 평균

이 더 높은 것으로 보아 학생이 중심이 되어 수업하는

것이 수업하는 동안에 추론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배우지 않았던 지식 생성을 더 잘 해낼 수 있었던 것

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학습자 중심 수업은 학습하지 않

은 내용에 있어서 교사 중심 수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지식 생성을 가능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2. 비교집단과 실험집단간 분수 지식 생성 수준 비교

가. 실험처치 후 생성 가능한 지식 수준 비교

실험처치를 한 후 비교집단과 실험집단이 학습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지식을 어느 수준까지 생성해낼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GT에서 분수의 덧셈과 뺄셈,

곱셈과 나눗셈 영역별 수준의 통과율을 확인해보았다.

각 수준은 객관식 2문항씩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수준

의 문항 중 1문항이라도 맞추었을 경우에 통과로 처리

했다. 일반적으로 학습한 내용일 경우 60점을 학습부

진의 기준으로 잡는데 GT의 경우에는 학습하지 않은

내용이므로 지식 생성의 기준은 통과율 50%로 설정했

다.

[표 23]에서 알 수 있듯이, 분수의 덧셈에서는 수준

별 평균 통과율이 비교집단은 54.86%, 실험집단은

82.72%였으며, 평균 통과율의 차이가 27.86%였다. 분

수의 뺄셈에서 수준별 평균 통과율은 비교집단은

54.17%, 실험집단은 79.26%였으며, 평균 통과율의 차

이가 25.09%였다. 분수의 곱셈에서 수준별 평균 통과

율은 비교집단은 39.89%, 실험집단은 49.85%였으며,

평균 통과율의 차이가 9.96%였다. 분수의 나눗셈에서

수준별 평균 통과율은 비교집단은 46.53%, 실험집단은

64.82%였으며, 평균 통과율의 차이가 18.28%였다. 네

영역 모두에서 학습자 중심 수업을 한 실험집단의 각

수준의 통과율이 높았다.

분수의 영역별 각 수준의 통과율을 비교하면 모든

수준에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크게 나타났다. 통

과율 차이가 큰 수준은 나눗셈 2수준(대분수÷자연수)

이 46.61%, 덧셈 2수준(받아올림이 없는 이분모 분수

의 덧셈, 대분수+진분수)으로 40.28% 차이가 났으며

각 수준의 통과율의 차이에서 학습자 중심 수업이 교

사 중심 수업보다 분수 지식 생성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표 23] GT 영역별 각 수준의 통과율 비교

[Table 23] Comparison of pass rates of each level for

GT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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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가능한 지식 수준의 통과율이 덧셈․뺄셈․곱

셈․나눗셈 네 영역 모두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수업을

받은 실험집단이 높았으며 이것은 학습자 중심으로 수

업을 한 실험집단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지식을 구성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해를 수반

한 학습을 통해 생산적인 관계를 발달시키고 그들의

지식을 확장․적용하며, 경험에 대해 반성하고, 알고

있는 것을 분명히 표현하면서 자신만의 지식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실험집단의 통과율에서 덧셈과 뺄셈 영역이 특히

높았는데 이것은 수업 활동 중 ‘1 만들기’, ‘1 없애기’,

‘육각형 없애기’, ‘혼자서 1 만들기’에서 분수 키트, 패

턴블럭 등과 같은 구체적인 교구를 활용하여 하나의

분수를 여러 가지 분수로 만들어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활동을 하며 구체물의 조작은 추상적이 되어가며 교구

의 추상적인 기호 표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생각하고

그러한 과정을 되풀이 하여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

한 기본적인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바

탕으로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을 스스로 구성하였을 것

이라고 판단된다. 비교집단과의 평균 통과율의 차이도

덧셈과 뺄셈에서 27.86%, 25.09%로 가장 크게 나타났

는데 이것도 학습자 중심 수업 활동에서 동일한 맥락

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영역별 수준에서 통과율을 통해 집단별로 생성

가능한 지식을 비교해보면 [표 24]와 같이 실험집단에

서는 덧셈․뺄셈 영역에서는 모두 생성이 가능했으며

곱셈에서는 3, 4, 5 수준의 지식(분수×분수)과 나눗셈

3수준의 지식(자연수÷진분수)을 제외한 나머지 지식을

생성해내었으나 비교집단에서는 대부분의 지식을 생성

해내지 못하였다.

수준

영역별 통과율(%)

분수의
덧셈

분수의
뺄셈

분수의
곱셈

분수의
나눗셈

비교
집단

실험
집단

비교
집단

실험
집단

비교
집단

실험
집단

비교
집단

실험
집단

1 O O X O X O X O

2 X O O O X O X O

3 O O X O X X X X

4 O O O O X X O O

5 O O X O X X O O

6 X O X O X O

[표 24] 집단별 생성 가능한 지식

[Table 24] Being able to generative knowledge for groups

생성검사의 문항은 학생들이 배우지 않은 것이다.

학습하지 않은 내용(5학년 1, 2학기, 6학년 1학기 분수

영역)에서의 문항을 통과했다는 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지식을 동원하여 상위 지식을 구성해냈다

는 것이다. 통과율로 살펴볼 때, 비교집단은 생성가능

하지 않은 지식을 실험집단에서는 학생들이 생성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 논의

본 연구결과는 학습자 중심 수업이 학생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데 긍정적인 영향

을 준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

는 김태향·김진호(2010), 조수윤·김진호(2011) 등이 실

시한 학습자 중심 수업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과 같

은 결과이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학습한 내용에 대한 성취

도와 학습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성취도로 나누어 그

영향을 분석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식을 생성할 수 없는지, 어느 수준의 지식인지를 분

수 영역별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학생들은 각 영역별로 평균 통과율의 차이

는 분수의 덧셈 영역에서 27.86%, 분수의 뺄셈 영역에

서 25.09%, 분수의 곱셈 영역에서 9.96%, 분수의 나눗

셈 영역에서 18.28%가 실험집단이 더 높았다. 각 영역

의 수준별 통과율에서도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크

게 나타났으며 차이가 큰 수준은 나눗셈 2수준(대분수

÷자연수)이 46.61%, 덧셈 2수준(받아올림이 없는 이분

모 분수의 덧셈, 대분수+진분수)으로 40.28% 차이가

났다. 생성 가능한 지식 수준에서는 실험집단은 대부

분의 영역에서 지식 생성이 가능했으나 비교집단은 뺄

셈·곱셈·나눗셈에서 지식 생성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학습자 중심 수업이 교사 중심 수업보다

분수 지식 생성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실험집단의 통과율에서 덧셈과 뺄셈 영역이 특히

높았는데 이것은 수업 활동 중 ‘1 만들기’, ‘1 없애기’,

‘육각형 없애기’, ‘혼자서 1 만들기’에서 분수 키트, 패

턴블럭 등과 같은 구체적인 교구를 활용하여 하나의

분수를 여러 가지 분수로 만들어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활동을 하며 구체물의 조작은 추상적이 되어가며 교구

의 추상적인 기호 표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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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과정을 되풀이 하여 분수의 뺄셈에 대한 기본

적인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을 스스로 구성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비교집단과의 평균 통과율의 차이도 덧셈과

뺄셈이 27.86%, 25.09%로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이것

도 학습자 중심 수업 활동에서 동일한 맥락으로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 중심 수업 활동을 통해 학생의 분수 지식

생성 수준이 높아진 것은 선행학습이라는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교사 중심으로 수학 교과서를 가

지고 수업을 할 때에는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이 망설

여지는 경우가 생긴다. 현재의 지식과 배우고 있는 교

과서 내용 수준에서는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이다. 예

를 들어 동분모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학습하고 있는

과정에서 




을 하나의 분수로 표현할 수 없는지에

대해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통분의 개념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행 교육제도 상 선행학습 금지라

는 것에 대해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분수

키트와 같이 학생의 이해를 촉진시켜 주는 실질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게임과 같은 형식의 학습자 중심 수

업을 진행한다면 학생들은 동분모 분수의 덧셈과 뺄셈

뿐만 아니라 이분모 분수의 덧셈과 뺄셈 개념 스스로

확장하여 지식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된다. 학습자 중심

으로 수업할 때에는 학생들의 질문에 선행학습 내용을

알리지 않아도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학적 의사소

통을 해가며 막히는 대답을 스스로 찾아내게 할 수 있

는 것이다.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서 이분모 분수를 수

업하더라도 의미를 생각하여 수업을 받는다면 동분모

분수의 덧셈, 뺄셈에서도 이분모 분수의 덧셈, 뺄셈을

해결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확장․적용할 수 있다.

학생들은 두 집단에서 모두 학습한 내용인 동분모

분수의 덧셈과 뺄셈(0수준)을 바탕으로 학습하지 않은

내용의 지식인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까지도 어느 정도

구성해 냈으나 그 통과율과 수준에서 보면 학습자 중

심 수업이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추론능력과 분수 지식 생성 수준의 상관관계

가. 추론능력과 지식 생성 수준 관계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수학적 추론능력과 분수

지식 생성 능력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집

단과 비교집단 학생들의 CRT와 GT 각 영역별 점수와

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25]와 같이 실

험집단 27명의 경우에 CRT와 분수의 뺄셈은 r=.462

(p<0.05), 나눗셈은 r=.387(p<0.05)으로 상관관계가 나

타났고, 분수의 덧셈․곱셈은 r=.349, r=.145이며 통계

적으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집단 24

명(RT 미통과자 3명 제외)의 경우에는 CRT와 분수의

덧셈․뺄셈․곱셈․나눗셈은 r=-.184, r=.132, r=.055,

r=-.151이며 모두 통계적으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CRT와 GT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통계상으로는

실헙집단의 분수의 뺄셈과 나눗셈만이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GT
분수의
덧셈

분수의
뺄셈

분수의
곱셈

분수의
나눗셈

실험집
단
CRT

피어슨 상관계수 .349 .462* .145 .387*

유의확률(양쪽) .074 .015 .471 .046

N 27

비교집
단
CRT

피어슨 상관계수 -.184 .132 .055 -.151

유의확률(양쪽) .390 .538 .800 .481

N 24

[표 25] CRT와 GT 영역별 상관계수

[Table 25] Coefficient between CRT and GT

* p<0.05

상관관계 분석에서 실험집단의 분수의 뺄셈과 나눗

셈 영역 이외에 다른 영역의 유의확률이 높게 측정되

어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각 영역별 문항

수와 표본의 수가 작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배우

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문항 수를 영역별로 덧셈 12

문항, 뺄셈 10문항, 곱셈 12문항, 나눗셈 12문항으로 설

정하였는데 상위 수준의 문항 수를 많이 제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문항 수와 표본의 수가 작음에도 불구

하고 분수의 덧셈․뺄셈․나눗셈 영역에서 r 계수의

차이를 보면 비교집단에 비하여 영역별로 0.533, 0.33,

0.538씩 크게 차이가 났다. 이는 비교집단에서는 CRT

와 분수 지식 생성능력이 관계가 없었지만 실험집단에

서는 그 관계가 나타났다고 생각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지만 문항 수 및 표

본이 작아서 상관성을 보일수가 없었다고 판단되어 그

들의 CRT 능력별 GT 수준을 직접 보고 분석하였다.

대상의 분수 지식 생성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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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지식 생성 수준(%)

분수의
덧셈

분수의
뺄셈

분수의
곱셈

분수의
나눗셈

대상
비교
집단

실험
집단

비교
집단

실험
집단

비교
집단

실험
집단

비교
집단

실험
집단

0수준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수준 70.83 85.19 50.00 88.89 45.83 59.26 41.67 62.96

2수준 37.50 74.07 41.67 85.19 20.83 22.22 12.50 48.15

3수준 25.00 74.07 16.67 70.37 4.17 11.11 8.33 44.44

4수준 20.83 66.67 16.67 62.96 0.00 3.70 4.17 40.74

5수준 20.83 59.26 16.67 55.56 0.00 0.00 4.17 25.93

6수준 12.50 59.26 0.00 0.00 4.17 25.93

평균
수준

1.88 4.19 1.42 3.63 0.71 0.96 0.75 2.48

평균
수준차

2.31 2.21 0.25 1.73

[표 26] 집단별 분수 지식 생성 수준 비교

[Table 26] Generation level comparison of fraction

knowledge for groups

GT 영역별 수준(%)

수준

분수의 덧셈 분수의 뺄셈 분수의 곱셈 분수의 나눗셈

비교
집단

실험
집단

비교
집단

실험
집단

비교
집단

실험
집단

비교
집단

실험
집단

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 50.00 81.82 75.00 100.00 37.50 63.64 25.00 72.73

2 37.50 50.00 90.91 12.50 27.27

3 9.09

4 72.73 81.82 54.55

5 25.00 72.73

6 12.50 54.55 36.36

평균
수준

1.37 4.09 2.00 4.27 0.50 1.00 0.25 3.09

[표 28] CRT 상 그룹의 GT 수준 비교

[Table 28] GT level comparison of the CRT upper groups

실험대상의 분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영역에서

의 GT 수준을 [표 26]와 같이 분석하였다. 분수의 지

식 생성 수준 확정은 각 수준을 통과하고 앞, 뒤 수준

이 연계가 되었을 때 최종 수준을 판정하였다. 예를

들어 덧셈 1수준 통과, 2수준 탈락, 3수준 통과라면 해

당 학생은 1수준으로 판정하였다. 통과율의 경우 해당

수준의 지식은 구성해 낼 수 있었으나 앞 수준에서 통

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식의 난이도와 아이

들의 이해하는 것은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

된다. 그리고 학생 개인별 수준의 평균으로 집단별 각

영역의 분수 지식 생성 수준 평균을 구하여 어떤 차이

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표 26]와 같이 덧셈, 뺄셈 영역에서 실험집단의

50%이상의 학생들이 마지막 수준인 5, 6수준까지 도달

하였으나 비교집단에서 20% 정도의 학생들만이 도달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곱셈영역과 나눗셈 영역은 5, 6수

준에 이르는 것이 두 집단 모두 어려운 것으로 보이나

실험집단에서는 나눗셈 영역에서 4수준까지는 40%이

상의 학생들이 도달하였다. 평균수준으로 확인해보면

분수의 덧셈에서는 실험집단이 4.19수준, 뺄셈에서는

2.21수준으로 비교집단 보다 2수준 정도가 더 높았으

며 나눗셈에서도 2.48수준으로 1.73수준이 더 높았다.

추론능력에 따른 분수 지식 생성 수준 비교를 위해

추론능력을 집단별 상․중․하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CRT의 그룹화는 학습능력별 그룹화와는 별도로 RT를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제외하고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의 CRT 점수를 통해 상․중․하 세 개의 그룹으로 나

누었으며 [표 27]과 같다.

비교집단 실험집단

그룹
CRT 점수
분포

학생수 평균 학생수 평균

상 55이상 8 63.00 11 69.13

중 45~55미만 7 50.78 11 50.72

하 ~45미만 9 32.50 5 33.30

계 24명 27명

[표 27] CRT에 따른 연구대상 그룹화

[Table 27] Groupization of subjects by CRT

[표 28]과 같이 CRT 그룹에 따른 GT 수준을 비교

했을 때 상 그룹을 보면 실험집단 학생들은 분수의 덧

셈, 뺄셈, 곱셈, 나눗셈 영역에서 평균 4.09, 4.27, 1.00,

3.09 수준으로 비교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5, 6

수준에 이르는 수도 많았다. 덧셈, 뺄셈, 나눗셈 영역

에서 실험집단의 학생들은 4수준에 반 이상이 도달했

지만 비교집단에서는 대부분이 2~3수준에 머물렀다.

비교집단에서는 추론능력이 상이더라도 지식 생성 수

준이 높지는 않았으며 실험집단에서는 지식 생성 수준

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표 29]와 같이 CRT 그룹에 따른 GT 수준을 비교

했을 때 중 그룹을 보면 실험집단 학생들은 분수의 덧

셈, 뺄셈 영역에서 각각 평균 4.45, 3.09 수준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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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으며 5, 6수준에 이르는 수도 많았다. 나눗셈 영역에

서도 실험집단 학생들은 평균 2.27 수준으로 비교집단

에 비해 높았으며 3, 4수준에 이르는 학생도 더 많았

다. 실험집단에서는 동일한 추론능력을 가지고 있더라

도 지식 생성 수준이 더 높았다고 할 수 있다. 곱셈

영역에서는 두 집단이 대부분 1수준에 머물렀는데 학

생들에게 다른 영역에 비해 GT의 난이도가 높아 지식

생성 수준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으로 판

단된다.

GT 영역별 수준(%)

수준

분수의 덧셈 분수의 뺄셈 분수의 곱셈 분수의 나눗셈

비교
집단

실험
집단

비교
집단

실험
집단

비교
집단

실험
집단

비교
집단

실험
집단

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 57.14 90.91 57.14 63.64 57.14 63.64

2 28.57 81.82 42.86 18.18 45.45

3 81.82 63.64 14.29 0.00 36.36

4 45.45 9.09

5 28.57 14.29 36.36

6 14.29 63.64 14.29 27.27

평균 1.85 4.45 1.00 3.09 1.14 1.00 1.28 2.27

[표 29] CRT 중 그룹의 GT 수준 비교

[Table 29] GT level comparison of the CRT middle groups

[표 30]와 같이 CRT 그룹에 따른 GT 수준을 비교

했을 때 하 그룹을 보면 실험집단 학생들은 분수의 덧

셈, 뺄셈, 곱셈, 나눗셈 영역에서 평균 3.50, 1.88, 0.75,

1.25 수준으로 비교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5, 6

수준에 이르는 수도 많았다. CRT 하 그룹에서도 실험

집단의 지식 생성 수준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GT 영역별 수준(%)

수준

분수의 덧셈 분수의 뺄셈 분수의 곱셈 분수의 나눗셈

비교
집단

실험
집단

비교
집단

실험
집단

비교
집단

실험
집단

비교
집단

실험
집단

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 100.00 80.00 44.44 40.00 44.44

2 44.44 44.44 80.00 11.11 22.22

3 33.33 20.00 11.11

4 40.00

5 22.22 11.11 60.00

6 11.11 60.00

평균 2.33 3.80 1.22 3.40 0.55 0.80 0.77 1.60

[표 30] CRT 하 그룹의 GT 수준 비교

[Table 30] GT level comparison of the CRT lower groups

CRT 그룹에 따른 GT 수준 비교를 보면 비교집단

의 학생들보다 실험집단의 학생들이 학습자 중심 수업

을 통해 추론능력이 발달해서 지식도 더 잘 구성해내

었다고 할 수 있다. 비교집단은 추론능력이 높으나 지

식을 생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실험집단은 추

론능력이 높으면 지식 생성이 가능하였다. 이것은 알

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문제에 적용하여

스스로 지식을 생성하는 것이 실험집단에서는 비교집

단에 비하여 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실험집단

에서는 추론능력과 지식 생성 수준이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논의

본 연구결과는 학습자 중심 수업이 학생들의 추론

능력과 분수 지식 생성 능력 사이에 정적상관관계를

형성시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조수윤·김진호

(2011), 정현실·김진호(2013) 등이 실시한 학습자 중심

수업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에서는 학습자 중심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스스로 형성한 개념 지식들을 바탕으로

추론한 결과 학습하지 않은 내용을 해결할 수 있어 지

식의 생성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

했다면 본 연구에서는 이 뿐만 아니라 추론능력과 지

식 생성 수준의 사이 상관관계와 구체적으로 어떤 수

준까지 지식 생성이 가능한지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추론능력과 분수 지식 생성 능력의 상관관

계에서 학습자 중심 수업을 받은 실험집단에서는 분수

의 덧셈․뺄셈․곱셈․나눗셈 영역별로 r=.349, r=.462,

r=.154, r=.387이며 교사 중심 수업을 받은 비교집단에

서는 r=-.184, r=.132, r=.055, r=-.151으로 실험집단에

서 추론능력과 분수 지식 생성 간에 더 높은 상관관계

를 보였다. 실험집단에서 추론능력과 분수 지식 생성

간에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집단별 분수 지식

생성 수준을 비교한 결과 역시 실험집단에서 더욱 긍

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 1에서 학습자 중심 수업이 학생들의 추론

능력을 발달시켰다는 것을 확인했으므로 결국 학습자

중심 수업이 학생들의 추론능력을 발달시켜 분수 지식

생성 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그 결과 실험

집단 학생들의 분수 지식 수준이 비교집단에 비해 높

아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문항 수와 표본 수가 작아

CRT와 분수의 덧셈․곱셈 영역별 상관관계 분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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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확률이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상관성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후속연구에서 밝혀볼 필요가 있

을 것이다.

Ⅵ. 결론

본 연구의 결과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한 학습자 중심 수업은

학생의 추론능력과 학습한 내용에 대한 재생력, 학습

하지 않은 지식의 생성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실

험처치 후 두 집단의 내용추론검사 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학습능력

그룹별 비교에서도 실험집단이 상·중·하 모두에서 높

았다. 재생검사의 평균점수에서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실험집단이 0수준 통과율에서 높았고 표준점

수에서는 낮았으며 생성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 사실을 통해 교과서로 수업을 한

비교집단이 더 잘할 것이라 예상되는 재생력뿐만 아니

라 추론능력, 학습하지 않은 지식의 생성력에서도 긍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한 학습자 중심 수업은

교사 중심 수업보다 분수 지식 생성 수준을 향상시키

는데 효과가 있다. 통과율을 분석해 본 결과 영역별

수준의 평균 통과율에서 실험집단이 더 높았으며 생성

가능한 지식의 수준을 판정해 본 결과에서도 실험집단

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지식 생성이 가능했으나 비교집

단은 뺄셈·곱셈·나눗셈에서 지식 생성이 어려웠다. 실

험집단에서는 분수 키트, 패턴블럭 등과 같은 구체적

인 교구를 활용하여 하나의 분수를 여러 가지 분수로

만들어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한 학습자 중심 수업은

수학적 추론능력을 발달시켜 지식 생성 능력 수준을

향상시킨다. 추론능력과 분수 지식 생성 능력의 상관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상관관계 분석에서 통계상으로

실험집단의 분수의 뺄셈과 나눗셈 영역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수의 덧셈․뺄셈․나눗셈

영역에서 상관계수 차이가 0.533, 0.33, 0.538씩 크게 차

이가 났다. 그리고 추론능력에 따른 그룹별 분수 지식

생성 수준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비교집단은 추론능력

이 높아도 생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실험집단

은 추론능력이 높으면 지식 생성이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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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the effects of learner-centered instruction based on 
constructivism (LCIC) on their knowledge generation level and reasoning ability. To look for them, after 
fraction units are re-planed for implementing LCIC, instructions using it provide students in a class. From 
the data, some conclusions can be drawn as follows: LCIC has more positive influence of students on 
recall ability, generation ability, and reasoning ability than tractional instruction method. With the data it 
can be said that the interaction exists between learners’ reasoning ability and generatio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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