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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중심 수학 수업이 학생의 추론 능력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4학년 분수 및 다각형 단원을 중심으로*

차 소 정 (대구동천초등학교 교사)

김 진 호 (대구교육대학교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구성주의를 기반으로 한 학습자 중심

수학 수업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실험처치 중 학습한 내

용에 대한 재생능력과 실험처치 중 학습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생성능력) 및 추론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4학년 분수

단원과 다각형 단원을 학습자 중심 수학 수업에 적합한

수업자료와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로부터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 중심 수학 수업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둘째, 특히

학습자 중심 수학 수업은 학습 능력이 낮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학습자 중심 수업을 거듭

할수록 학생들의 추론 능력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넷째, 학생들의 추론능력의 함양과 학업성취도의 향상은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 7차 교육과정은 기본 철학을 구성주의라고 밝히

고 있다(교육부, 1997).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이 구성

주의 철학을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급진적 구성주의자인 von Glasersfeld(1987)는 지식의

객관성을 부정하고 있다. 지식의 객관성을 부정한 상

태에서 학생들이 학습할 내용을 선정하는 것이 어렵다

는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적 구성주의자들이

나타났지만, 사회적 구성주의자들이 제시한 대안인 현

시대의 전문가들이 합의한 내용을 학생들이 학습할 내

용으로 선정하자는 것(이화진, 1999) 또한 비현실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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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마찬가지이다. 굳이 이유를 들자면, 제 7차 교육

과정에서 설정한 성취기준, 그리고 그 후의 개정 교육

과정들에서 설정한 성취기준들이 매우 유사하고, 더

나아가 이들은 객관적 인식론을 토대로 교육을 실시하

던 시기의 성취기준들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즉, 교육

과정은 구성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교육과정에서 제

시하고 있는 성취기준은 여전히 절대 불변의 보편타당

한 지식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구성주의를 선언적으로 채택하고 수학과

교육과정의 각론에 제시되어 있는 성취기준은 객관적

인식론을 따르고 있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 수

학교육자들은 학생들이 수학 수업을 통해서 학습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 전통적인 교육에서 강조되던 계산

중심의 수학은 줄이고 개념 중심의 수학을 강조해야

한다고 하고, 이와 더불어 수학적 추론, 의사소통, 연결

성, 문제해결력을 강조해야 한다고 한다(NCTM, 1989,

2000).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도 창의적 사고 능력, 문

제해결 능력, 정보처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역량이

라고 하면서 강조는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수업을

하는 상황에서 이들 역량들이 수업의 목표로 설정되지

는 않는다(황혜정, 김진호, 고호경, 서보억, 2014). 최근

에는 연구자들(김진호, 2018b; Chapin, O'Connor, &

Anderson, 2013)은 이들 역량 자체를 수업 목표로 설

정한 수업들을 실천하는 예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역량들을 수업 목표로 설정하고 수업

을 하는 경우에도 문제는 있어 보인다. 이 경우 역시,

객관적 인식론을 토대로 수업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 역량을 학급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함께 동일하

게 학습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아제는 인간의 인지발

달 4단계를 언급하면서 인간은 이 4단계를 모두 빠짐

없이 거치면서 인지발달을 하는데 그 발달의 속도는

개인마다 다르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 말은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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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에 있는 학생들도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은 있고, 그 지적 능력은 학습자마다 다름을 의미

한다. 이를 인정하면 학생들이 학습할 내용은 학습자

마다 달라야 한다.

학생이 지식을 스스로 구성해 낼 수 있는 지적 능

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개인차를 고려한 수

준별 수업을 해야 한다고 교육부(2015)는 말한다. 그런

데 모든 학생이 동일하게 학습해야 하는 차시별 학습

목표를 설정해 두고 수업을 실천에 옮긴다는 것은 이

들의 지적 능력이 마치 동일하고 그래서 동일한 학습

자료로 수업을 하고 학생들이 동일한 학습결과를 얻고

자 하는 기대를 하는 수업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한 학급에 있는 학생들의 지적 능력은 서로 다르므로,

모든 학생이 모두 동일하게 성취해야 하는 학습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수업을 하는 것이므로, 즉, 전제가 잘못되었으므로 이

렇게 해서 얻은 결과도 의도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기

대하기는 어렵다. 학생들의 지적 능력이 다름을 인정

하면, 그들이 한 수업에서 성취해야 하는 학습목표는

학습자들이 저마다의 수준에서 이해한 이해이다(김진

호, 2018a; Kim & Yeo, 2019). 즉, 학생들의 지적 능력

이 다르다고 인정한다면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각자 수준에서 서로 다른 지적

성장을 돕는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일한 과제로

수업을 하더라도 각기 다른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학급

마다 학생들이 구성해내는 아이디어들이 다르기 때문

에 각 학급에서 다루어지는 아이디어들은 달라진다.

각 학급에 있는 학생들이 구성해 낸 아이디어들 그 자

체가 학습 대상이고 그로부터 학생들이 구성해낸 그

지식이 학습할 내용인 것인데(김진호, 2018a), 동일한

학습 자료로 수업을 하더라도 각 학급의 학습목표는

다른 것이다. 이는 기존 수학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동일한 수업자료로 수업을 하면서 서로 다른 학급에

있는 학생들이 동일한 학습목표를 성취할 것을 기대하

면서 수업을 실천하는 상황과는 사뭇 다른 상황인 것

이다.

이렇듯, 학생들이 수학을 스스로 이해하면서 학습하

는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추론능력이 발달하게 된다.

그리고 학생들은 자신들의 이해(지식)과 추론력을 동

원해서 새로운 지식을 또한 스스로 이해할 수 있을 것

이다. 조수윤(2011)에 의하면 학습자 중심 수업은 학습

한 내용에 대한 재생능력 뿐 아니라 학습하지 않은 지

식의 생성력에서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구성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 수업을 실천한 학급에 있는 학생들의 추

론 능력이 향상되었는지를 알아보고 실험 처치 중 학

습한 내용과 학습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학

업성취도를 알아보는데 있다.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4학년 분수 단원과 다각형 단원을 학

습자 중심 수학 수업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과 수업

자료를 활용해서 실험 처치를 하였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다.

가. 비교집단과 실험집단의 학업성취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1) 학습자 중심 수학 수업이 학습한 내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2) 학습자 중심 수학 수업이 학습하지 않은 내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나. 학습자 중심 수학 수업이 학생들의 추론능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1) 실험처치 전후 집단 간 추론능력에서 차이가 발

생하는가?

2) 실험처치를 거듭할수록 학생들의 추론능력은 유

의미한 차이를 발생시키는가?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가. 학습자 중심 수업

본 연구에서 학습자 중심 수업이란 학생들이 구성

하는 아이디어가 수업의 자료가 되어 같은 과제 속에

서도 학생들은 서로 다른 수준의 학습목표 달성을 향

해 노력하고, 학생들이 각자에게 의미 있는 다양한 수

준의 수학적 아이디어를 구성하는 수업이다. 교사는

무엇을 가르칠 목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대신 개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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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를 제시하여 모든 학생이 참여하도록 하고 학생들

이 동료 학습자들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아이디어로 구

성하기 위해 의사소통하는 과정을 돕는 역할을 하는

수업을 말한다.

나. 재생검사

본 연구에서 재생검사란 실험처치 후 실시하는 사

후검사 중 하나로서 4학년 교육과정 중 분수 단원과

다각형 단원에서 다루는 수학 내용을 포함하는 문제들

로 구성되어 있다.

다. 생성검사

본 연구에서 생성검사란 실험처치 후 실시하는 사

후검사 중 하나로서 실험처치 중에 다루지 않은 5학년

및 6학년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분수 및 다각형과

관련된 성취기준을 포함하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라. 내용추론 검사

내용추론검사란 수학적 지식을 연역적 추론, 귀납적

추론의 추론 형식으로 표현한 검사이다. 본 연구에서

는 4학년 분수 단원, 다각형 단원을 중심으로 추론검

사 문항을 구성하였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가. 본 연구의 대상을 대구광역시 초등학교의 2개

학급으로 이질통제집단으로 설계하였다. 그러므로 연

구 결과를 연구대상과 다른 특성을 갖는 집단까지 일

반화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나. 본 연구는 4학년 1학기 분수 영역, 4학년 2학기

도형 영역을 학습내용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측정과 같

은 다른 영역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

할 수 없다.

Ⅱ. 이론적 배경

1. 학습자 중심 수업

구성주의 교육 철학은 객관적 인식론의 교사 중심

수업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 수업으로의 패러다임적

전환을 요구하는 교육 철학이다. 구성주의자들은 모든

학습자들이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으

며 이들 학습자는 서로 다른 지적 능력을 갖춘 학습자

라고 믿는다. 구성주의 교육 철학에 따르면 서로 다른

지적 능력을 형성하고 있는 학습자들은 같은 과제를

논의하는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이 찾아낸 아

이디어를 바탕으로 스스로의 수준에 따라 각자의 지식

을 구성한다.

가. 과제: 개방형과제

학생들이 서로 다른 지적 능력을 지닌 학습자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러면 모든 학생이 동일한 성취를

할 것을 기대하면서 개발된 과제가 아니라, 각자가 갖

고 있는 서로 다른 능력을 발현하여 서로 다른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과제를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개방형 과제를 활용하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도 서로 다른 내용을 다룰 수 있고, 서로 다른 접근을

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질문을 할 수 있다. 즉, 학생

들이 서로 다른 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하면,

학생들이 자신들의 지적 능력에 맞는 수학적 대상을

자신이 직접 선택하고, 그 선택한 대상에 자신의 지적

능력을 작용하는(김진호, 2014) 개방형 과제를 활용한

수업의 진행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방형 과제를 활용

해 수업을 진행한다면, 학생들이 과제를 해결하는 과

정에서 다양한 전략들 중 어떤 전략을 사용할지를 스

스로 선택하고, 그 전략을 실행한다. 이러한 경험의 축

적이 학생의 문제해결력, 사고력, 추론 능력을 향상하

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과제가 개방형 과제인가? 개방형 과

제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첫째, 학생들의 인지적 호기

심을 자극할 수 있는 깊이 있는 과제여야 한다. Stein,

Grover, Henningsen(1996)은 수학 학습자들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이 더 높은 수준의 과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수록 개념적 지식과 절차적 지

식 모두에서 학습효과가 더 높아진다고 한다(Boaler &

Staples, 2008; Stein et al., 1996; Stein and Lane,

1996). 왜냐하면 높은 수준의 인지를 요구하는 과제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관련 지식과 새로운 지식을 연

관 지어 추론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

생들의 인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과제 제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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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자연스럽게 수학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개방형 과제는 진입점(entry points)과 출구점

(exit points)이 다양하기 때문에(Yeh, Ellis, &

Hurtado, 2017; Watson & Ohtani, 2015), 서로 다른

지적 능력을 갖춘 학습자들에게 개방형 과제를 제공해

주면 학습자들은 각자의 수준에서 과제를 수행할 수

있어서, 각자의 수준에서 이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김

진호, 2020a).

나. 교사의 역할

객관적 인식론을 토대로 실천에 옮겨지던 교사 중

심 수업에서 교사의 주된 역할은 지식의 전수자이고

그 방법으로 설명식 수업이 중심이 된다. 이때 학생은

수동적 학습자가 된다. 그런데, 학생들이 지식을 구성

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는 존재로 인정을 하면, 교

사의 역할은 지식의 전수자가 아니라, 학생들이 지식

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 학생들이 구성해낸

지식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로부터 학습할 수 있도

록 하는 촉진자, 그리고 학생들이 배울 지식은 수학

교과서에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수업 중

에 구성해내는 아이디어들로부터 발생하고 교사는 이

발생으로부터 학생들이 학습할 내용을 선정하여 그에

맞는 문제 상황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교육과정 운영자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김진호, 2020b; 김진호, 김

상미, 2013).

다. 교실 규범

학습자 중심 수업에서 수업의 중심에 서야 하는 것

은 학생들이 그들에게 제공된 과제로부터 일차적으로

구성해 낸 아이디어에 대해 2차적으로 구성해 낸 아이

디어이다(김진호, 2018a). 따라서 학생들이 지식을 구

성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음을 인정할 때, 형성되

어야 하는 교실 규범은 공평성과 존중이다(Chapin,

O’Connor, & Anderson, 2013). 학생들은 자신들이 구

성해 낸 아이디어들이 교사로부터 그리고 동료 학습자

들로부터 존중받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개별

학습자이 주어진 개방형 과제로부터 단 한 가지의 아

이디어만을 구성해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어

들을 구성해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학습자

들이 그들이 구성해 낸 아이디어들이 모두 공평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학생들이 구성해 낸 아이디어들이 존중받고 공평하

게 다루어지는 교실 규범을 조정하기 위해서, 교사는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

록 허용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 즉, 교사가 학생들이

기여하는 아이디어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 이 맞고 틀

림에 대한 논의는 학생들이 해야 한다. 학습자들은 새

로운 아이디어를 구성해내는 것이 그들이 수업 중에

수행해야 하는 가장 가치 있는 임무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라. 교수 관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생들이 수업 중에 수행해

야 하는 가장 중요한 그들의 임무는 새로운 아이디어

들을 구성해내는 것이고, 교사는 학생들이 구성해 낸

아이디어들이 수업 중에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고 공평

하게 다룰 수 있는 교실 규범을 형성해 주어야 한다.

이런 교실 규범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사가 수행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수 관행이 있다. 첫 번째, 교

사는 학생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학생들이 지적 능력이 있는 인격체라면 이들에게 생각

할 시간을 준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업 관행이다.

Rowe(1974)에 따르면, 교사 중심 수업을 하는 교사들

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생각할 시간은 1초가 안 된다

고 한다(Black, Harrison, Lee, Marshall, & William,

2003, 재인용). 최근에 연구자들이 가장 효과적인 교수

관행으로 추천하는 것이 메타인지와 생각할 시간주기

이다(Charalambous & Pitta-Pantazi, 2015). 두 번째,

시범보이기이다. 학생들은 아직 서로가 구성해 낸 아

이디어들을 존중하고, 공평하게 다루는데 익숙하지 않

음으로 교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존중하고 공평하게

다루는 것인지를 학생들에게 시범 보여 줄 필요가 있

다. 예를 들어,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말하기 할 때 중간에 끼어들기를 하지 않으면서 주의

깊게 경청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학

습자들도 동료 학습자들이 발표하는 과정에 주의 깊게

경청을 하는 학습자로 변모해 간다. 세 번째, 학생들이

구성해 낸 모든 아이디어를 똑같이 존중해 주기이다.

학생들이 구성해 낸 아이디어들이 교사의 입장에서 또

는 이미 체계화된 학문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 수준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학습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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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아이디어들은 그 학습자의 현재의 이해 상태에서

는 가장 수준 높은 새로운 이해인 것이다. 따라서 학

습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지식은

가장 수준 높은 지식이므로 모두 존중받아야 하는 것

이다. 그래서 이에 딸린 관행이 교사는 학생들이 구성

해 낸 아이디어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아이디어에 학

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키지 않는 것이다. 이 또한 여러

아이디어 중의 하나일 뿐이다. 네 번째, 동료 학습자가

구성해 낸 아이디어 이해하기이다. 구성주의가 학습자

들이 지식을 구성할 수 있음을 인정할 때, 교실에서의

수업 상황은 여러 학습자가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구성

하므로 학습자들은 동료 학습자가 구성해 낸 아이디어

중 자신이 구성하지 못한 아이디어들을 이해할 수 기

회가 수업 중에 있어야 하고, 이 기회는 학생들이 스

스로 또는 교사의 발문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마. 학생들이 학습할 내용의 발현

객관적 인식론을 토대로 이루어지던 수업에서 학생

들이 학습해야 하는 지식은 보편타당한 지식이었다.

이 보편타당한 지식을 교육과정이란 형식을 빌어서,

학년별로 정리해 주었다. 수와 연산 영역에서 중요한

보편타당한 지식은 사칙연산 알고리듬이다. 객관적 인

식론을 토대로 하는 수학 수업에서 학생들은 이 사칙

연산 표준 알고리듬을 학습하기 위해서 분절화 된 지

식들을 전수받았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구성주의

인식론을 토대로 하는 학습자 중심 수업에서도 여전히

학생들은 이 보편타당한 지식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사칙연산 표준 알고리듬을 전수받고 있다.

학생들이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들

의 지적 능력이 서로 다름을 인정한다면, 그러면, 학생

들이 학습할 내용은 미리 정해져서 교사가 일방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각자의 수준에서 각

자의 이해를 발생시키는 지식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

서, 앞서 진술한 개방형 과제를 이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교사가 개방형 과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이 과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학습할

것으로 기대하는 지식도 있지만, 한편으로 학생들이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에 구성해 낸 아이디어들

중에는 교사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도 있을 수 있고,

이 아이디어들은 또한 학급마다 다를 수도 있을 것이

며, 앞서 교수 관행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생들이 1

차 구성해 낸 아이디어들을 바탕으로 2차 아이디어들

도 구성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바

로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내용인 것이다(김진호,

2020a, 2020b).

바. 연 차시 수업

수학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대부분의 수업자료는

단 차시 수업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런 설계

는 다분히 학습목표로 설정된 지식을 전수하겠다는 의

지의 표명이다. 그에 비하여, 학습자 중심 수업을 실천

할 때는 필연적으로 연 차시 수업이 필요하다. 학습자

들이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음을 인정

하면, 학생들은 동일한 학습 자료를 제공받더라도 서

로 다른 방법을 선택하여 서로 다른 아이디어들을 구

성해 낼 것이다. 학습자 중심 수업의 백미는 이 서로

다른 아이디어들의 구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

디어들의 공유에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구성해 낸 아이디어들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더군다나 개방형 과제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상황에

서 학생들이 구성해 낼 수 있는 아이디어의 수, 유형

등은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다. 교수 관행 절에서 진

술하였듯이, 학생들이 구성해 낸 아이디어들을 모두

존중해 주고 공평하게 대해 주는 수업을 진행하는 수

업을 실천에 옮긴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단 차시 수업

으로는 불가능하고 연 차시 수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김진호, 2018b).

사. 초월메타인지

학습자들이 수학을 스스로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

한 두 가지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

을 부여받는 것이고, 그 시간 동안 이해하려고 노력한

자신들의 사고과정을 반성하는 메타인지이다

(Charalambous & Pitta-Pantazi, 2015). 그런데 수업이

라고 하는 것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지적 능력을 갖춘 인격체들이 함께 하는 것이므로, 학

습자들은 동료 학습자들이 구성한 추상에 대해서 이해

할 필요가 있다. 즉, 학습자들은 서로로부터 배울 필요

가 있다. 학습자들은 동료 학습자가 구성한 추상 및

그에 도달하기까지의 사고과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이 과정을 자신의 사고과정을 이해하려

고 노력하는 것을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과 대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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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월메타인지라고 부를 수 있다(김진호, 2018a). 즉, 구

성주의를 반영한 수학 수업은 사실은 개인의 지식 구

성과정인 동시에 타인의 지식 구성 과정의 구성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초월메타인지가 활발한 수

학 교실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수업 중에, “OO이가 한 말을 자신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OO이와 다른 생각을 한 사람 있

어요?” 등의 발문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수업 내내 동

료 학습자들의 사고 과정 및 결과에 주의를 갖도록 해

야 한다.

2.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4학년 분수 단원, 다각

형 단원을 중심으로 학습자 중심 수업을 2차에 걸쳐

실험처치를 실시하였을 때 실험집단에 있는 학생들에

게 추론능력 및 학업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

인하는데 있다. 그래서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 고

찰은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 수학 수

업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김진호․이소민․김상룡(2010)은 초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곱셈영역에서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한 학습

자 중심 수업이 학습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

였다. 재생검사에서는 두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생성검사에서는 두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학습자 중

심 수업으로 실험처치를 한 실험집단의 학생들이 학습

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하지 않은 내용을 생성해 내

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김수미(2010)는 학습자 중심 수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학습자 중심 수업이

학생의 창의적 문제 해결력 향상에 효과적임을 보였으

나 학업성취도 향상에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조수윤(2011)은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나눗셈

영역에서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한 수학 수업이 추론능

력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 결

과 학습자 중심 수업을 진행한 실험 집단은 내용추론

검사 결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재생검사와

생성검사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학습자 중심 수

업이 학생들의 추론능력과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업 성취능력이 하

인 집단에서도 비교집단과 큰 평균차를 보여 학업성취

능력이 상, 중, 하인 학생들에게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정현실(2013)은 초등학교 2학년 곱셈 영역을 중심으

로 구성주의를 반영한 학습자 수학 수업이 추론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구성주의를 반영한 학습자

중심 수학 수업은 학습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학생들

의 추론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학습자

중심 수업은 교사 중심 수업보다 학습하지 않은 내용

의 성취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황세나(2015)는 학습자 중심 수학 활동에 참여 한

후 수학적 사고 수준이 향상됨을 보였다. 학생들은 상

호작용을 통해 서로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자신이 생각

하지 못한 수준의 사고를 경험하게 되고 그를 토대로

다음 단계로 사고가 확장되면서 활동 과정 중에서 사

고 수준이 발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응석(2016)은 4학년 분수를 중심으로 구성주의를

반영한 학습자 중심 수학 수업이 아동의 지식 생성 수

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한 학습자 중심 수업은 추론능력과 학습한 내용에 대

한 재생력, 학습하지 않은 지식의 생성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분수 지식 생성 수준을 향상시키

는데 효과가 있으며, 수학적 추론능력을 발달시켜 지

식 생성 능력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조영랑(2018) 초등학교 6학년 분수의 나눗셈 영역에

서 구성주의를 반영한 학습자 중심 수학 수업을 실시

하여 학습자의 학업성취도와 수학적 태도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았다. 학습자 중심 수업은 학업성취능력이

하 수준인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학생

들의 수학적 태도를 긍정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유의미

한 영향을 줌을 보였다.

위의 연구들에서는 학습자 중심 수업 실험처치 한

후 학습자 중심 수업이 학생들의 추론 능력, 학업성취

도, 수학적 태도 등에 미치는 영향은 알아보았으나 실

험처치를 거듭하였을 때 나타나는 학생들의 추론 능력

의 변화에 대한 고찰이 없다. 이에 본 연구자는 학습

자 중심 수업을 4학년 분수 영역과 다각형 영역에서

각각 2회 실험처치 한 후 학생들의 추론 능력에 미치

는 영향,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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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J초등학교 4학년 2

개 학급 전체학생 42명(실험집단 21명, 비교집단 21명)

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1학기에는 학생 수의 변

동이 없으나 2학기에 실험집단 학생 2명이 전학을 가

게 되어 실험집단 학생 수에 변동이 있다. 이 학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위치해 있지만 임대아파트에 사

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은 환경이므로 학생들의 학력

수준과 가정의 사회 · 경제적 수준은 하위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있다.

2. 연구설계

본 연구의 연구문제 1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방법으

로 준 실험설계(quasi-experimantal design)의 이질 통

제집단 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design)을

적용하고자 하였고, 구체적인 설계모형은 [표 1]과 같

다.

동질성
검사

1차
실험처치

사후검사
Ⅰ

2차 실험처치
사후검사
Ⅱ

M
A
T

G
R
T

실험집단
(학습자
중심 수업) R

T
Ⅰ

G
T
Ⅰ

실험집단
(학습자 중심
수업) R

T
Ⅱ

G
T
Ⅱ비교집단

(교사 중심
수업)

비교집단
(교사 중심
수업)

[표 1] 이질 통제집단 설계

[Table 1] Heterogeneity control group design

MAT:
수학성취도검사

GRT:
일반추론검사

RTⅠ:
재생검사Ⅰ

RTⅡ:
재생검사Ⅱ

GTⅠ:
생성검사Ⅰ

GTⅡ:
생성검사Ⅱ

연구문제 2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독립표

본 T검증, 반복측정 설계의 일원 반복측정 분산분석모

형(one way repeated measures ANOVA)을 사용하였

으며 구체적인 설계모형은 [표 2]와 같다.

동질성
검사

사전
검사

1차 실험처치
사후
검사
Ⅰ

2차 실험처치
사후
검사
Ⅱ

M
A
T

G
R
T

C
R
T
Ⅰ

실험집단
(학습자 중심
수업)

C
R
T
Ⅱ

실험집단
(학습자 중심
수업)

C
R
T
Ⅲ

비교집단
(교사 중심
수업)

비교집단
(교사 중심
수업)

[표 2] 일원 반복측정 분산분석 모형 설계

[Table 2] Design of repeated measures ANOVA

MAT:
수학성취도검사

GRT:
일반추론검사

CRTⅠ:
내용추론검사Ⅰ

CRTⅡ:
내용추론검사Ⅱ

CRTⅢ:
내용추론검사Ⅲ

동질성 검사에서 MAT는 수학성취도검사, GRT는

일반추론 검사를 의미한다. 사전검사에서 CRTⅠ은 실

험처치 전 내용추론검사, 사후검사에서 CRT Ⅱ, CRT

Ⅲ는 각 실험 처치 후 내용추론검사, RTⅠ과 RTⅡ는

학습한 내용을 얼마나 재생해 내는지 측정하는 재생검

사, GTⅠ과 GTⅡ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하

지 않은 내용을 얼마나 생성해 내는지 측정하는 생성

검사이다.

3.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 실시된 검사는 수학성취도 검사

(MAT), 일반추론 검사(GRT), 내용추론검사(CRT), 재

생검사(RT), 생성검사(GT)이다. MAT, GRT는 두 집

단의 동질성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이며, CRTⅠ은 사

전검사로서 연구대상의 학생들의 추론능력을 검사하기

위한 것이다. CRTⅡ, CRTⅢ, RTⅠ, RTⅡ, GTⅠ,

GTⅡ는 사후검사로서 설정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검사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수학성취도검사(Mathematics Achievement Test;

MAT)

<부록 1>에 제시된 수학성취도 검사(MAT)는 실험

처치에 들어가기 전 학습자들이 학습한 분수 관련 지

식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고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동

질집단인지 알아보는 데 있다. 문항의 수는 20문항(100

점 만점)이고 시험시간은 40분이다. 검사는 실험처치 2

주일 전인 6월 5일 실시하였다. 이 검사도구는 이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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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이 개발한 것으로, 이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0.759이다.

나. 일반추론검사(General Reasoning Test; GRT)

<부록 2>에 제시된 일반추론검사(GRT)는 실험처치

에 들어가기 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일반추론능력

에서 동질집단인지 알아보는 데 있다. 본 검사는 실험

처치 2주일 전인 6월 5일 실시하였다. 본 검사도구는

박성선(1993)이 미국 CTB/McGraw-Hill사의

DelMonteResearchPark가 1983년 개발한 검사를 번안

하여 개발한 추론검사지에 있는 문항들을 참고로 이응

석(2016)이 개발한 일반추론검사이다. 이 검사도구의

문항은 20문항(100점 만점)이고 시험시간은 40분이다.

본 검사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0.861이다.

다. 내용추론검사(CRT)

<부록 3>, <부록 4>, <부록 5>에 제시된 내용추론

검사(CRTⅠ, CRTⅡ, CRTⅢ)의 실시목적은 연구 대

상 아동들의 추론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즉, 학습자 중심 수업을 받은 실험집단과 교과서 중심

수업을 받은 비교집단이 각각 실험처치를 받은 후 추

론능력에 차이를 가져오는지 알아보는데 이들 검사도

구를 활용하였다. 실험처지 전 사전검사(CRTⅠ), 1차

실험처치 후 사후검사(CRTⅡ), 2차 실험 처치 후 사후

검사(CRTⅢ)를 실시하여 한 집단 내에서 추론능력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각 실험처

치에 따른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추론능력을 비교하

고자 했다.

CRTⅠ은 실험처치 전 사전검사로 실험처치 이전에

배운 분수 영역, CRTⅡ는 1차 실험처치 중에 학습한

내용인 4학년 1학기 분수 영역, CRTⅢ는 2차 실험처

치 중에 학습한 내용인 4학년 2학기 다각형 영역을 바

탕으로 구성되었다. CRTI의 신뢰도는 0.953, CRTⅡ의

신뢰도는 0.969, CRTⅢ의 신뢰도는 0.950이다.

라. 재생검사(RTⅠ, RTⅡ)

재생검사인 RTⅠ과 RTⅡ는 1차 실험처치와 2차 실

험처치에서 학습한 내용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학

생들이 얼마나 재생할 수 있는지 측정하기 위한 검사

이다. 즉, 각 실험처치 중에 학습한 내용인 4학년 분수

내용, 다각형 내용을 각 집단이 얼마나 이해하고 이것

을 재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RTⅠ의 신

뢰도는 0.681, RTⅡ의 신뢰도는0.784이다.

마. 생성검사(GTⅠ, GTⅡ)

사후검사 중 생성검사는 각 실험처치 중 학습한 내

용을 바탕으로 학습하지 않은 영역의 문제를 실험집단

과 비교집단이 어느 정도까지 해결할 수 있으며 지식

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GTⅠ의 신뢰도는 0.862, GTⅡ의 신뢰도는 0.773이다.

4. 검사의 이행 및 자료의 수집

본 연구에서는 다섯 종류의 검사를 하였다. 수학성

취도검사, 일반추론검사, 내용추론검사, 재생검사, 생성

검사를 검사지를 통하여 실시하였다. 각 검사는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각 학급 담임

의 검사 감독 하에 40분 동안 이루어졌다. 감독자는

검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문제의 내용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검사가 실시된 직후 연구자에게

시험에 응시한 집단의 검사지가 전달되었다.

5. 수업자료

가. 1차 실험처치: 분수 수업자료

1차 실험처치에서 사용한 수업자료는 학습자 중심

수업을 위해 고안된 수업자료인 이응석(2016)과

Burns(2001, 2003)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고안한 개

방형 과제이다. 이 개방형 과제는 기본적으로 본 실험

을 실시할 시점의 교육과정인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4학년 1학기 학생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반영하여 설

계되었다. 학습자 중심 수업을 위해 고안된 수업자료

는 학생들의 인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과제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여러 가지 표현과 전략을 이용해 문제해결 방안

을 도출해 내고 자신의 해결 방안을 정당화하거나 비

판하며 비교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차시별 활동내용

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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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날짜 과제 세부 활동 내용 준비물

5 6/26

육각형

없애기

게임

․ 육각형 만드는 방법 찾기

- 분수로 표현하기

- 분수의 덧셈

․ 육각형 없애기 게임

- 같은 크기의 다른 블록

으로 교환하기

- 분수의 뺄셈

패턴

블럭

[표 3] 실험집단의분수단원개방형과제활동내용일부

[Table 3] Some contents of open-ended task activities

used for the fraction unit in the experiment group

나. 2차 실험처치 : 다각형 수업자료

2차 실험처치에서 사용한 수업자료는 학습자 중심

수업을 위해 고안된 수업자료인 김진호(2015),

Rectanus(1994), Schuster(2009)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

가 고안한 개방형 과제이다. 본 연구자가 고안한 개방

형 과제는 기본적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4학년

2학기에 학생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반영하여 재구성

하였다. 학습자 중심 수업을 위해 고안된 수업자료는

학생들의 인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과제로 학

생들이 자연스럽게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여러 가지 표현과 전략을 이용해 문제해결 방안

을 도출해 내고 자신의 해결 방안을 정당화하거나 비

판하며 비교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차시별 활동내용

은 [표 4]와 같다.

차시 날짜 과제 세부 활동 내용
교구
및
준비물

5-6 12/5

두 개의

다각형

공통점,

차이점

찾기

․ 4개의 삼각형 문제로

만든 두 개의 다른 다각형

공통점/차이점 찾기

- 4개의 삼각형 문제로 만

든 다각형 중 두 개의 다

각형 고르기

- 대각선, 변의 길이, 각의

크기 등을 이용하여 공통

점/차이점 찾고 토론하기

삼각형

4개

[표 4] 실험집단의 다각형 단원 개방형 과제 활동 내

용 일부

[Table 4] Some contents of open-ended task activities

used for the polygon unit in the experiment group

다. 비교집단

수학 학습은 수학적인 사실, 절차, 규칙, 공식에 대

한 의미 있는 암기라고 믿는 J 교사가 수학 교과서를

이용하여 교사 중심 수업을 진행하였다. J 교사는 절차

적 지식 중심으로 구성된 수학 교과서 중 분수 단원과

다각형 단원에 할당된 차시들을 순서대로 수업을 진행

했다.

수업 모습은 전통적인 형태의 교사 중심 수업으로

교사 주도의 설명을 통한 수학적인 사실, 절차, 규칙,

공식에 대한 암기를 중심으로 두고 진행되었다.

Ⅳ. 연구 결과 및 논의

1.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학업성취도 차이

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선정하기 위한 동질성

검사: MAT와 GRT에 대한 결과

동질성 검사인 MAT와 GRT를 실시한 목적은 실험

집단과 비교집단을 선정하기 위함이다. 이들 검사의

시행은 1차 실험처치를 실시하기 전인 6월 5일에 대구

에 소재한 한 초등학교의 4학년 3개 학급을 대상으로

40분씩 실시하였다.

MAT는 3학년 분수 단원을 소재로 하고, 문항 수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 당 5점씩 100점

만점으로 채점하였다. GRT는 20문항으로 5점씩 100점

만점으로 채점하였다. 3개 학급 중 선정된 두 집단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 결과는 [표 5]와 같다.

검

사

명

집단

명

집단통계량
독립표본

검정

사

례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차
t p

MAT

(수학성취

도검사)

실험

집단
21 68.59 20.32

1.69 0.246 0.807
비교

집단
21 66.90 23.53

GRT

(일반추론

검사)

실험

집단
21 70.48 15.32

0.48 0.087 0.931
비교

집단
21 70.00 20.00

[표 5] 두 집단의 동질성 검사

[Table 5] Homogeneity test between groups

[표 5]와 같이, 각 검사에 대한 p값이 각각 0.807와

0.931이므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수학성취도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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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추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p>0.05). 즉,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아동은 분수

영역에 대해 현재 알고 있는 배경 지식과 추론능력에

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

며 두 집단은 수학학업성취도와 추론능력에서 동질집

단이라고 할 수 있다.

나. 학습자 중심 수업이 학습한 내용에 미치는 영

향: 재생검사

1) RTⅠ(Recall Test; 재생검사)에 대한 결과

RTI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1차 실험처치 기간

동안 학습한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해 1차 실험처치를 마친 다음 날인 7월 5일 40

분 동안 실시하였다. RTI은 4학년 1학기 분수 단원을

소재로 하고, 문항 수는 20문항으로 각 문항 당 5점씩

100점 만점으로 채점하였다. 두 집단에 대해 독립표본

t검증을 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대상

사

례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차 t

유의

확률

실험

집단
21 74.29 20.87

2.15 0.302 0.764
비교

집단
21 72.14 24.93

[표 6] RTⅠ에 대한 집단 간 비교

[Table 6] Comparison between groups for RTI

[표 6]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p값이 0.764로 실험집

단과 비교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p<0.05). 하지만, [표 5]와 [표 6]으로부

터 알 수 있듯이 두 집단 간 평균 점수는 1.69에서

2.15로 조금 더 차이가 나고 있음은 확인할 수 있다.

2) RTⅡ(Recall Test; 재생검사)에 대한 결과

2차 실험처치를 한 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어느

정도 학습한 내용을 파지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2

차 실험처치가 끝난 후인 12월 12일 40분 동안 실시하

였다. RTⅡ는 4학년 2학기 다각형 단원을 소재로 하

고, 문항 수는 20문항으로 각 문항 당 5점씩 100점 만

점으로 채점하였으며 두 집단에 대해 독립표본 t검증

을 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대상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차
t

유의

확률

실험

집단
19 91.84 8.533

19.22 3.530 0.001
비교

집단
21 72.62 22.283

[표 7] RTⅡ에 대한 집단 간 비교

[Table 7] Comparison between groups for RTII

[표 7]로부터 알 수 있듯이, p값이 p<0.01로 실험집

단과 비교집단 간 RTⅡ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집단 간 평균 차

는 19.22점으로 실험집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실험집단의 평균값이 91.84이고 표준편차가 8.533

이고 비교집단의 평균값이 72.62이고 표준편차가

22.283이므로, 이들 수치들은 실험집단에 있는 학습 능

력이 낮은 학생들이 비교집단에 있는 학습 능력이 낮

은 학생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성취를

이루었음을 의미한다.

다. 학습자 중심 수업이 학습하지 않은 내용에 미치

는 영향: 생성검사

1) GTⅠ(Generate Test; 생성 검사)에 대한 결과

GTⅠ은 1차 실험처치를 한 후 실험집단과 비교집

단이 1차 실험처치 동안 학습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문항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

분모 분수의 덧셈과 뺄셈과 내용으로 구성된 검사지

(GTI-1)와,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 내용으로 구성된 검

사지(GTI-2)로 이루어진 검사도구이다. 이 검사도구의

각 시행은 40분 동안 이루어졌으며, 시행일은 RTⅠ

측정 다음날인 7월 6일에 2차시에 걸쳐 실시했다.

대상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차 t

유의

확률

실험

집단
21 48.77 22.242

24.18 3.216 0.003
비교

집단
21 24.59 26.313

[표 8] GTⅠ에 대한 집단 간 비교

[Table 8] Comparison between groups for GTI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p값이 p<0.01이므로 실험

집단과 비교집단 간 GTⅠ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실험집단과 비교

집단의 평균 차는 24.18로 실험집단이 더 높음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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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학습자 중심 수업을 실시한 실험집단은 학습

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해결 능력이 비교집단보다 매

우 뛰어남을 알 수 있다.

[표 6]에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RTⅠ에 대한 평

균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험집단에 있는 학생들의 RTII에 대한

값으로 볼 때 실험집단의 RTI의 평균은 그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고 이 이해가 학습하지 않은 내

용에 대한 어느 정도 생성력을 보인다고 판단할 수 있

다. 이에 반해서, 비교집단의 평균값이 약 25점이라는

것은 이 검사도구가 사지선다형의 표준화된 검사도구

이므로 우연에 의해 답을 맞힐 확률과 거의 일치함을

보인다. 즉, 그들의 RTI에 대한 점수는 생성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GTⅡ(Generate Test; 생성 검사)에 대한 결과

GTⅡ는 2차 실험처치를 한 후 비교집단과 실험집

단이 2차 실험처치 동안 학습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문항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4

학년 2학기 이후에 학습하게 되는 다각형 영역의 내용

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대상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차 t

유의

확률

실험

집단
19 66.58 15.46

19.68 3.560 0.001
비교

집단
21 46.90 19.07

[표 9] GTⅡ에 대한 집단 간 비교

[Table 9] Comparison between groups for GTII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p값이 p<0.01이므로 실험

집단과 비교집단 간 GTⅡ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실험집단과 비교

집단의 평균 차는 19.68로 실험집단의 평균이 비교집

단의 평균에 비해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2차 실

험처치 결과 역시 실험집단의 평균이 높게 나타난 것

으로 보아 학습자 중심 수업은 학습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해결력을 높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험집단의 GTII의 평균값이 66.58이고, 비교집단의

RTII의 평균값이 72.62이다. 이들 수치로부터 실험집단

의 학습자들은 2차 실험처치를 통해 학습한 내용들에

이해 정도는 비교집단이 수학 교과서로 같은 범주의

내용들을 학습할 때 평균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정도

의 이해 수준에 근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실험

집단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보아, 적어도 비교집단과

비교해서, 학습능력이 낮은 학생들도 상당한 정도에서

자신들이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학습하지 않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음을 보인다고 판단할 수 있을 듯 하다.

라. 논의

본 연구 결과는 조수윤(2011), 이응석(2016) 등의 연

구와 같이 학습자 중심 수업을 받은 학생들과 교사 중

심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차이

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RTI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없다가 RTII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한

것을 통해 학습자 중심 수업으로 실험처치를 실시할수

록 학습한 내용에 대한 파지력이 더 커짐을 알 수 있

다. 또한 RTI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가 GTI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생긴 것은

학습자 중심 수업이 학생들의 개념적 이해에 도움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Skemp(1987)가 진술하듯이, 적응

력 있는 즉, 이해를 기반으로 한 생성력 있는 지식은

새로운 지식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런 점에서, GTI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생

겼다는 것은 학습자 중심 수업을 통해 이해한 지식이

생성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생성력은 학습

능력이 높은 학생 및 낮은 학생 모두에게서 향상되었

음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RTII의 실험집단의 평균값

이 91.84이고 표준편차가 8.53인데서 유추할 수 있다.

실험집단의 하위권에 있는 학생들의 평균점수가 약 75

점을 의미한다. 이 값이 의미하는 것은 학습 능력이

낮은 학생들은 지식을 스스로 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

서 이들 학생들이 함께 존재하는 혼합능력학급에서 학

습자 중심 수업을 실천에 옮기기 어렵다는 교사들의

생각을 부정이다. 반면에, 학습한 내용에 대한 검사를

한 RTI에서 실험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던 비교집단이 GTI, RTII, GTII에서 실험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그들의

이해가 생성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GTI과 GTII의 결과들이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은, 1차 실험처치와 2차 실험

처치가 학생들이 학습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생성력을

높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실험집단에 있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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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은 새로운 지식을 어느 정도는 그들 스스로 이해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내용추론능력 차이

가. 각 실험처치 전후 집단 간 내용추론능력 차이

1) CRTⅠ(Content Reasoning TestⅠ; 내용추론검

사Ⅰ)에 대한 결과

CRTⅠ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내용추론능력을

비교하기 위해서 1차 실험처치를 실시하기 전인 6월

12일 40분 동안 실시하였다. 두 집단에 대해 독립표본

t검증을 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대상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차 t

유의

확률

실험

집단
21 35.24 16.12

0.57 0.206 0.838
비교

집단
21 34.67 18.59

[표 10] CRTⅠ에 대한 집단 간 비교

[Table 10] Comparison between groups for CRTI

[표 10]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p값이 0.838으로 실

험집단과 비교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즉,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은 1차 실험처치 전 학습한 분수 영역에 대한 내용추

론검사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2) CRTⅡ(Content Reasoning TestⅡ; 내용추론검

사Ⅱ)에 대한 결과

CRTⅡ는 두 집단에 대해 1차 실험처치를 하고 난

후인 7월 7일 40분 동안 실시되었다. 두 집단에 대해

독립표본 t검증을 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대상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차 t

유의

확률

실험

집단
21 46.43 9.892

6.43 2.291 0.027
비교

집단
21 40.00 8.216

[표 11] CRTⅡ에 대한 집단 간 비교

[Table 11] Comparison between groups for CRTII

[표 11]로부터 알 수 있듯이, p값이 0.027으로 실험

집단과 비교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표 5]와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1차 실험처치에 들어가기 전에 두 집단에 있

는 학생들의 일반추론 능력 및 내용추론 능력은 차이

가 없었지만 1차 실험처치 즉 학습자 중심 수업이 학

생들의 내용추론 능력의 함양을 이끌어냈음을 알 수

있다.

3) CRTⅢ(Content Reasoning Test; 내용추론검사)

에 대한 결과

CRTⅢ는 두 집단에 대해 2차 실험처치를 실시하고

난 후인 12월 13일 40분 동안 실시되었다. 두 집단에

대해 독립표본 t검증을 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대상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차 t

유의

확률

실험

집단
19 56.32 15.97

19.65 3.112 0.003
비교

집단
21 36.67 22.93

[표 12] CRT Ⅲ에 대한 집단 간 비교

[Table 12] Comparison between groups for CRTIII

[표 12]로부터 알 수 있듯이, p값이 0.003으로 실험

집단과 비교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즉,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4학년 2학기 다각형 단원을 소재로 한 내용추론검사

CRTII를 실시하였을 때, 학습자 중심 수업을 한 실험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평균값을 얻었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평균차가

19.65로 실험집단의 평균이 비교집단의 평균에 비해서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1차 실험처치 뿐만 아니라,

2차 실험처치 또한 실험집단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보

아 학습자 중심 수업이 학생들의 추론능력의 함양에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눈여겨 볼 평균값

은 실험집단은 CRTII의 평균값보다 CRTIII의 평균값

이 상승하였다는 점이고, 비교집단은 반대로 감소하였

다는 점이다. 이런 대비되는 수치는 학습자 중심 수업

이 학생들의 추론 능력의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보이고, 수학교과서로 하는 교사중심수업

은 학생들의 추론 능력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지 못하고 있음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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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처치를 거듭하였을 때 학생들의 추론 능력

의 차이: 내용추론검사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Repeated measures ANOVA) 결과

각 집단에 실험처치들을 실시하기 전·후의 각 집단

의 추론 능력을 비교하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

(Repeated measures ANOVA)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는 [표 13]과 같다.

Source of
Variation ss df ms F p

Between-subject
2154.

650
1

2154.

650
8.580 .006

Error
9623.

275
38

253.2

44

Within-subject

count

3198.

732
2

1599.

336

10.54

2
.000

count*group
2134,

265
2

1067.

133
7.034 .002

Error
11530

.585
76

151.

718

[표 13] 내용추론검사에 대한 Repeated measures

ANOVA

[Table 13] Reparted measures ANOVA for CRT

앞 절에서 상세하게 살펴보았듯이, 집단 간 내용추

론검사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F=8.580, p<0.05). 한편, [표 13]로부터 알 수 있는 것

은, 실험처치횟수 * 집단 간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7.034, p<0.05)는 점이다. 즉, 학

습자 중심 수업으로 실험처치를 반복해 감에 따라 두

집단 간 내용추론검사 결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각 집단에 실험처치를 실시하기 전·후의 집단 내 추

론 능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

(Repeated measures ANOVA)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는 [표 14]와 같다.

group Source of
Variation ss df ms F p

실험
집단

Within-s
ubject

4803.
193

2 2401.
596

21.
642

.000

Error
3994.
807 36

110.
967

비교
집단

Within-s
ubject

304.
889 2 152.4

44 .809 .452

Error 7535.
778 40 188.

394

[표 14]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개체-내 효과 검정

[Table 14] Within-subject effects in groups

[표 14]는 실험집단의 경우 개체-내 효과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나(F=21.642, p<0.05),

비교집단의 경우 개체-내 효과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없음(F=0.809, p>0.05)을 보인다. 학습

자 중심 수학 수업으로 실험처치를 반복해서 받은 실

험집단은 내용추론검사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는 반면에, 교사 중심 수학 수업으로 실험처

치를 반복해서 받은 비교집단은 내용추론검사들 간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 논의

조수윤(2011), 정현실(2013), 이응석(2016)은 학습자

중심 수학 수업으로 실험처치를 1회 실시한 후 학습자

들의 추론 능력이 함양되었음을 보였다. 또한, 이들은

수학 교과서로 수업하는 교사 중심 수업에서는 학생들

의 추론능력이 긍정적으로 함양됨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본 연구 결과 또한, 비교집단의 자료는 교사 중심 수

업은 학생들의 추론능력 함양에 긍정적이지 않음을 보

인다. 이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

습자 중심 수학 수업을 2차에 걸쳐 실험처치를 하였을

때, 학습자들의 내용추론능력이 더 크게 향상되는지,

즉, 실험처치간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

다. [표 5]와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실험처치를 하

기 전에 두 집단의 일반추론검사(GRT)와 내용추론검

사(CRTI)의 검사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표 11]과 [표 12]에 따르면, 1차 및 2차 실

험처치 전후 실시한 CRTII와 CRTIII의 집단간 평균

비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표 13]에 따르면 그 차이는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4]는 실험집단의 내용추론능력은 실

험처치를 거듭할수록 함양됨을 보이는 반면에, 비교집

단은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음을 보인다.

학습자 중심 수학 수업을 실험처치 받은 집단의 내

용추론능력이 함양된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주목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의 함양된 내용추론

능력이 학습하지 않은 내용의 이해(GTI 및 GTII) 뿐

만 아니라 재생검사(RTII)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다. 조수윤(2011)은 학습자 중심 수학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개념적 이해를 하고, 추론 능력이 향상

됨으로써 학습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검사도 잘 해결

할 수 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즉, 학생들의 추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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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함양이 학생들의 내용지식의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 얻어진

학생들의 추론능력의 함양과 내용지식의 이해와의 관

계에 대해서 가능한 해석을 살펴보고자 한다. RTI(재

생검사)에서 두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가 GTI(생성검사)에서 두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 원인이, 학습자 중심 수학

수업을 실험처치 받으면서 함양된 학생들의 추론능력

일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조수윤(2011)도 밝히고

있다. 즉, 학습자 중심 수학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수

학을 학습하면서 수학을 이해하고, 이 이해가 발생하

기 위해서 학습자들이 메타인지를 하면서 학생들의 추

론능력이 향상된다. 그러면, 본 연구의 핵심은 수학을

학습하면서 이해하고, 이해를 하면서 추론 능력이 향

상되고, 그러면, 후속 내용들을 학습할 때 학생들의 이

해와 추론 능력은 더더욱 향상될 것이다. 이 진술은

RTII의 실험집단의 평균(91.84), 평균 차(19.22), 그리고

GTII의 평균차(19.68)가 지지해 준다. 앞서 진술한 바

와 같이 RTII의 실험집단의 평균이 91점을 넘는다는

것은 이 학급에 있는 거의 모든 학생이 매우 우수한

학업성취도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하고, RTII와 GTII의

평균차가 19점을 넘는다는 것은 두 집단의 두 측정값

의 차이가 더 커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아마도 3차 실

험처치를 하면 더 벌어질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교사 중심의 전통적인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대안으로 보다 나은 교수·학습 방법

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로 구성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 수학 수업을 실시하였다. 기존의 연구들

은 대체로 실험처치를 1회 실시하여 학습자 중심 수학

수업의 효과를 입증하고자 하였으나, 본 연구는 실험

처치를 2회 실시하여 실험처치가 거듭함에 따라서 이

실험처치가 학습자의 추론능력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학습자 중심 수학 수업은 학습자의 학업성취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즉, 학습자 중심 수학 수

업을 받은 학생들은 실험처치 동안 학습한 내용 뿐만

아니라 학습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비교집단과 비교

해서 높은 성취를 보인다. 둘째, 실험처치를 거듭함에

따라서 실험집단은 재생검사에서 매우 높은 평균값을

얻었는데, 이로부터 학습자 중심 수학 수업을 거듭할

수록 학습 능력이 낮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학습자 중심 수학 수업을

거듭할수록 학습자의 추론 능력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

을 준다. 학생들의 추론 능력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 비교에서 차이가 나타났고, 실험집단 내에서는 긍

정적인 추론능력의 신장 효과를 보였다. 넷째, 학생

들의 추론능력의 함양이 그들의 생성검사 결과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 및 결론으로부터 다음과 같

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4학년 분수 단

원과 다각형 단원을 대상으로 학습자 중심 수학 수업

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추론능력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침을 알 수 있었지만, 다른 단원들에도 학습자

중심 수학 수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4학년의 다른 단원이나 다른 학년의 단원

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실험연구를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학습자 중심 수학 수업이 추론의 종류에

따른 추론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수학 학습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추

론능력은 연역추론인데, 학습자 중심 수학 수업이 학

습자들의 연역 추론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셋째, 거듭된 실험처치를 실시할 때 한 학

기에 처치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2학기에 걸쳐

실험처치를 하였으므로, 실험처치간 간격이 비교적 컸

음으로 통제변인들을 모두 잘 통제하기 어려웠다. 넷

째, 실험처치의 횟수를 2회를 초과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도 선행연구자들이 1회에 걸쳐서 긍정적

인 효과를 보고한 연구들의 후속연구에 해당함으로 본

연구의 후속연구로 실험처치를 3회 이상 하는 연구도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습자 중심 수학 수

업이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연구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학습자 중심

수학 수업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및 추론능력에 미치

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하지만, 학습자 중심 수학 수업

을 실천해 본 연구자의 수업 경험으로부터 연구자는

학습자 중심 수학 수업은 학생들에게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의적 영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는 신념을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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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influences of learner-centered instruction on learners’ 
achievement and reason ability. In order to accomplish them, the fraction unit and the polygonal unit in 
the fourth grade were implemented with teaching methods and materials suitable for learner-centered 
mathematics instruction. 

Some conclusions could be drawn from the results as follows:
First, learner-centered mathematics instruction has a more positive effect on learning of learned 

knowledge and generating unlearned knowledge in the experimental period than teacher-centered 
instructions. Second, learner-centered instruction makes an influence of low learning ability on getting 
achievement positively. Third, as the experimental treatment is repeated, learner-centered instruc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students’ reasoning ability. The reasoning ability of students showed a difference in 
the comparison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mparative group, and within the experimental 
group, there was a positive effect of the extension of the positive reasoning ability. Fourth, it can be 
estimated that the development of students' reasoning ability interchangeably affected their generation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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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수학 성취도검사(MAT)의 일부

수학 성취도 검사

4학년 ( )반 ( )번 이름 ( )

1. 다음 육각형을 세부분으로 똑같이 나누어 보시오.

2. 다음 빈 칸에 알맞은 수를 써보시오.

3. 수진이는 생일 케이크를 12조각으로 똑같이 나누어 4조각을 먹었습니다.’ 처음 생일 케이크 중

수진이 먹은 케이크의 양을 분수로 올바르게 표시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


②


③


④


⑤



4. 다음 도형에서 표시하고 싶은 조각 수만큼 빗금 표시하고, 그것을 분수로 표현하여 보시오.

-> 분수 표현: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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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일반추론검사(GRT)의 일부

일반 추론 검사

4학년 ( )반 ( )번 이름 ( )

이 검사는 안에 주어진 사실과 관련하여 가장 올바르게 말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

다. 네 가지 보기 중에서 가장 적절한 답을 골라 번호 앞의 ______곳에 ○표를 하시오. 전체 20문제이

며, 시간은 30분입니다.

 ㆍ 모든 고양이는 쥐를 잡으러 다닌다.

ㆍ 영수는 고양이를 갖고 있다.

ㆍ 그의 형 철수는 쥐를 갖고 있다.

________① 고양이는 쥐를 먹는다.

________② 철수는 고양이를 싫어한다.

___○___③ 영수의 고양이는 쥐를 잡으러 다닌다.

________④ 고양이와 쥐는 같은 집에서 함께 산다.

< 보 기 >

․ 모든 물고기는 물에서 산다.

․ 어떤 물고기는 맛이 좋다.

․ 민어는 물고기이다.

________① 민어는 헤엄을 칠 수 있다.

________② 민어는 물에서 산다.

________③ 민어는 맛이 좋다.

________④ 많은 민어는 호수에서 산다.

문제1

ㆍ 빵은 밀가루로 만든다.

ㆍ 빵은 맛있다.

ㆍ 밀가루는 밀로 만든다.

________① 빵에는 밀이 들어있다.

________② 빵은 밀보다 맛있다.

________③ 빵은 중요한 음식물이다.

________④ 밀가루와 밀은 같은 것이다.

문제2

ㆍ 모든 새는 날개가 두 개다.

ㆍ 어떤 새는 날 수 있다.

ㆍ 타조는 새이다.

________① 타조는 날 수 있다.

________② 타조는 날고 싶어 한다.

________③ 타조의 날개는 아름답다.

________④ 타조는 날개가 두 개다.

문제3

ㆍ 장미는 봄에 핀다.

ㆍ 영희는 정원에서 장미를 몇 송이 꺾

었다.

________① 영희는 장미를 좋아한다.

________② 영희는 봄에 장미를 꺾었을 것이다.

________③ 영희는 꽃병에 장미를 꽂았다.

________④ 정원에는 여러 종류의 장미가 있다.

문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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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내용 추론 검사(CRTⅠ)의 일부

내용 추론 검사

4학년 ( )반 ( )번 이름 ( )

※ 이 검사는 <보기>안에 주어진 사실과 관련하여 가장 올바르게 말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네

가지 보기 중에서 가장 적절한 답을 골라 ( )안에 그 번호를 쓰세요.

<예시>

<보기>에 있는 사실과 관련하여 가장 올바르게 말한 것을 고르시오.

ㆍ 2÷2=1

ㆍ 4÷2=2

ㆍ 6÷2=3

< 보기 >

ⓛ 1과 2를 더하면 3이 된다.

② 모든 짝수는 2로 나누어진다.

③ 어떤 수를 2로 나눈 몫은 짝수이다.

④ 어떤 수를 2로 나누면 몫은 1,2,3 중 하나이다.

<보기>에 있는 모든 나누어지는 수(2,4,6)는 짝수이고, 이 수들은 2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답지 ⓛ번 옳지만 <보기>에 있는 사실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용어설명>

“짝수”는 2로 나눌 수 있는 수를 말합니다.

“홀수”는 2로 나누었을 때 1이 남는 수를 말합니다.

“배수”는 어떤 수를 1배, 2배, 3배, 4배, … 한 수를 그 수의 배수라고 합니다.

예) 4의 배수: 4, 8, 12, 16,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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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기>에 있는 사실과 관련하여 가장 올바

르게 말한 것을 고르시오.

ㆍ 전체를 똑같이 2로 나누었다면 분모는 2가

된다.

ㆍ 윤호가 피자 하나를 똑같이 둘로 나누어 그

중 한 조각을 먹었다면 전체를 똑같이 2로 나눈

것이다.

< 보기 >

ⓛ 윤호는 동생보다 피자를 더 많이 먹었다.

② 윤호가 먹은 피자의 양은 


이다.

③ 반으로 나눈 피자 두 조각 중 한 조각을 먹

었으므로 윤호가 먹은 피자의 양은 1이다.

④ 윤호가 먹은 피자의 양은 숫자로 나타낼 수

없다.

2. <보기>에 있는 사실과 관련하여 가장 올바

르게 말한 것을 고르시오.

ㆍ ♡는 진분수이다.

ㆍ ♡는 분모가 2이다.

< 보기 >

ⓛ 분모가 2인 분수는 1개 있다.

② 


은 ♡보다 작다.

③ ♡는 1개 있다.

④ ♡는 2개 있다.

3. <보기>에 있는 사실과 관련하여 가장 올바

르게 말한 것을 고르시오.

ㆍ 찬욱이는 빵을 4조각으로 나누었다.

ㆍ 준호는 빵을 8조각으로 나누었다.

(단, 이때 찬욱이와 준호가 처음 가지고 있던

빵의 크기는 같다.)

< 보기 >

ⓛ 찬욱이의 빵 한 조각이 더 크다.

② 준호의 빵 한 조각이 더 크다.

③ 찬욱이의 빵 조각과 준호의 빵 조각은 똑같다.

④ 누가 나누어 준 양이 더 많은 지 알 수 없다.

4. <보기>에 있는 사실과 관련하여 가장 올바

르게 말한 것을 고르시오.

ㆍ 경준이는 색종이를 2장 가지고 있다.

․ 2장 중 종이접기를 하는데 


만큼 사용했다.

< 보기 >

ⓛ 2에서 


은 뺄 수 있다.

② 경준이는 색종이를 


장 사용했다.

③ 경준이는 색종이 1장을 사용했다.

④ 경준이가 사용하고 남은 색종이는 1-


=




이라고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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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내용 추론 검사(CRTⅡ)의 일부

내용 추론 검사

4학년 ( )반 ( )번 이름 ( )

※ 이 검사는 <보기>안에 주어진 사실과 관련하여 가장 올바르게 말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네

가지 보기 중에서 가장 적절한 답을 골라 ( )안에 그 번호를 쓰세요.

<예시>

<보기>에 있는 사실과 관련하여 가장 올바르게 말한 것을 고르시오.

ㆍ 2÷2=1

ㆍ 4÷2=2

ㆍ 6÷2=3

< 보기 >

ⓛ 1과 2를 더하면 3이 된다.

② 모든 짝수는 2로 나누어진다.

③ 어떤 수를 2로 나눈 몫은 짝수이다.

④ 어떤 수를 2로 나누면 몫은 1,2,3 중 하나이다.

<보기>에 있는 모든 나누어지는 수(2,4,6)는 짝수이고, 이 수들은 2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답지 ⓛ번 옳지만 <보기>에 있는 사실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용어설명>

“짝수”는 2로 나눌 수 있는 수를 말합니다.

“홀수”는 2로 나누었을 때 1이 남는 수를 말합니다.

“배수”는 어떤 수를 1배, 2배, 3배, 4배, … 한 수를 그 수의 배수라고 합니다.

예) 4의 배수: 4, 8, 12, 16,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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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기>에 있는 사실과 관련하여 가장 올바

르게 말한 것을 고르시오.

․ 


에서 


을 더하면 


가 된다. 이것을 



+


=


라고 쓴다.

․ 윤수가 


에서 


을 2번 더하였더니 


이

되었다.

< 보기 >

ⓛ 


+


=


이다.

② 


+


=


이다.

③ 1에서 1을 2번 더하면 3이다.

④ 윤수는 자신이 한 덧셈을 1+2=3이라고 썼다.

2. <보기>에 있는 사실과 관련하여 가장 올바

르게 말한 것을 고르시오.

ㆍ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뺄 수 있다.

․ 윤서는 미술 시간에 찰흙 2개를 가지고 왔는

데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의 


만큼 썼다.

․ 하나의 


의 1의 


이므로 윤서가 사용한

찰흙은 


이다.

< 보기 >

ⓛ 1에서 


은 뺄 수 있다.

② 윤서는 가지고 온 찰흙의 


를 사용했다.

③ 윤서의 남은 찰흙은 2-


=


라고 쓴다.

④ 찰흙 2개의 


을 사용했다.

3. <보기>에 있는 사실과 관련하여 가장 올바

르게 말한 것을 고르시오.

ㆍ 진분수는 대분수로 만들 수 없다.

․ 


는 진분수이다.

< 보기 >

ⓛ 


는 대분수로 만들 수 없다.

② 가분수는 대분수로 바꿀 수 있다.

③ 


는 가분수가 아니다.

④ 가분수는 대분수로 만들 수 없다.

4. <보기>에 있는 사실과 관련하여 가장 올바

르게 말한 것을 고르시오.

ㆍ 호연이는 동그란 색종이를 16개로 자른 뒤

4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

ㆍ 도윤이는 네모난 색종이를 12개로 자른 뒤

3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

ㆍ 은채는 세모난 색종이를 8개로 자른 뒤 2

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

< 보기 >

ⓛ 호연이가 나누어 준 양이 많다.

② 도윤이가 나누어 준 양이 많다.

③ 누가 나누어 준 양이 많은지 알 수 없다.

④ 나누어 준 양은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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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내용 추론 검사(CRTⅢ)의 일부

내용 추론 검사

4학년 ( )반 ( )번 이름 ( )

※ 이 검사는 <보기>안에 주어진 사실과 관련하여 가장 올바르게 말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네 가지 보기 중에서 가장 적절한 답을 골라 ( )안에 그 번호를 쓰세요.

<예시>
<보기>에 있는 사실과 관련하여 가장 올바르게 말한 것을 고르시오.

ㆍ 2÷2=1

ㆍ 4÷2=2

ㆍ 6÷2=3

< 보기 >

ⓛ 1과 2를 더하면 3이 된다.

② 모든 짝수는 2로 나누어진다.

③ 어떤 수를 2로 나눈 몫은 짝수이다.

④ 어떤 수를 2로 나누면 몫은 1,2,3 중 하나이다.

<보기>에 있는 모든 나누어지는 수(2,4,6)는 짝수이고, 이 수들은 2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답지 ⓛ번 옳지만 <보기>에 있는 사실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용어설명>

“짝수”는 2로 나눌 수 있는 수를 말합니다.

“홀수”는 2로 나누었을 때 1이 남는 수를 말합니다.

“배수”는 어떤 수를 1배, 2배, 3배, 4배, … 한 수를 그 수의 배수라고 합니다.

예) 4의 배수: 4, 8, 12, 16,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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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기>에 있는 사실과 관련하여 가장 올바

르게 말한 것을 고르시오.

ㆍ 모든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같다.

ㆍ 영철이가 그린 도형은 정사각형이다.

< 보기 >

ⓛ 영철이가 그린 도형은 네 변의 길이가 같다.

② 영철이가 그린 도형은 네 변의 길이가 같지

않다.

③ 영철이가 그린 도형은 네 각이 모두 직각이

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

④ 영철이가 그린 도형은 네 변의 길이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2. <보기>에 있는 사실과 관련하여 가장 올바

르게 말한 것을 고르시오.

ㆍ 모든 직사각형은 두 쌍의 마주보는 변의 길

이가 같다.

ㆍ 동진이가 그린 사각형은 두 쌍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

< 보기 >

ⓛ 동진이가 그린 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② 동진이가 그린 사각형은 직사각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③ 동진이가 그린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④ 동진이가 그린 사각형은 직사각형이 아니다.

3. <보기>에 있는 사실과 관련하여 가장 올바

르게 말한 것을 고르시오.

ㆍ 모든 마름모는 두 쌍의 마주보는 각의 크

기가 같다.

ㆍ 진경이가 그린 사각형은 마름모가 아니다.

< 보기 >

ⓛ 진경이가 그린 사각형은 두 쌍의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다.

② 진경이가 그린 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같

지 않다.

③ 진경이가 그린 사각형은 두 쌍의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④ 진경이가 그린 사각형은 두 쌍의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지 않다.

4. <보기>에 있는 사실과 관련하여 가장 올바

르게 말한 것을 고르시오.

ㆍ 모든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같다.

ㆍ 성진이가 그린 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같지 않다.

< 보기 >

ⓛ 성진이가 그린 사각형은 정사각형일수도 있

고 아닐 수도 있다.

② 성진이가 그린 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③ 성진이가 그린 사각형은 마름모가 아니다.

④ 성진이가 그린 사각형은 정사각형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