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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how cooperative learning effects the

geometric understanding of young children. The geometry tasks used in the study included the geometric

relationship between two dimensional shapes and three dimensional shapes, coordination, symmetry and

transformation visualization and spacial reasoning.

The subjects were composed of children aged five years and were taken from two kindergartens in

a relatively new city close to Seoul. The experimental group of children the comparative learning in

geometry. The comparative group of children were enrolled in a kindergarten that uses an the intergrated

curriculum.

The results indicated that cooperative learning impacted positively on the children's understanding of

geometry. The specific results are as follows：

The scores that the experimental acquired were higher in terms of p < .001 level. than the scores

of the comparative group studying the geometric relationships between two dimensional shapes and three

dimensional shapes, coordination, symmetry and transformation visualization & spacial reasoning.

Key Words：협동학습(Cooperative learning), 집단구성(Grouping), 협동학습의 구성요소(Component

of cooperative leaning), 개인 책무(Individual accountability, 기하(Geometry).



2 아동학회지 제32권 2호, 2011

- 72 -

Ⅰ.서 론

협동학습은 교실 내에서 집단 구성원 간 상호

작용과 협동심을 증진시켜 학습에 효과적인 방

법으로 사용되어 온 교수-학습 형태로, 최근 교

육현장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

것은 아동들이 학습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또래

들과 개별적으로 의사소통이 활발하지 못한 전

통적인 교수-학습 현장에 하나의 대안을 제공해

주고 있다. 상호 의존과 협동이 강조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리더십 능력, 의사소통, 그리고

갈등관리 기술 같은 긍정적인 사회적 성과를 격

려하는 협동학습 구조가 더욱더 요구된다

(Johnson, Johnson, Holubec, & Roy, 1984).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협동학습은 또래 간 협

동과 의사소통 뿐 만 아니라 개별 아동의 요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협동학습 환경에서 대

부분 4∼6명의 아동이 임의적으로 또는 정교하

게 집단을 이루므로 학습할 때 자료 및 또래들과

효율적이고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 이

때 자신들의 추론을 표현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찰하도록 배운다(Cohen,

1994; GEMS, 2007). 협동학습 구조가 성취도가

높은 아동들에게 상을 주는 일이 아닌가 하는

염려도 있지만 많은 연구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증거를 보여 주었다. 협동학습 상황은 경쟁적

또는 개인주의적 학습상황에서 보다 더 높은 성

취를 격려하는 경향이 있었다(Johnson, Johnson,

& Holubec, 1994; Johnson, Maruyama, Johnson,

Nelson, & Skon, 1981). 물론 높은 성취를 하는

아동은 협동적 학습 집단에서 학습활동을 더 잘

수행 했는데, 이는 혼자나 또는 경쟁적 상황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정보를 추론하고, 재진술

하고, 종합하기 때문이다(Grisham & Molinelli,

1995).

이질집단을 사용하는 협동 또는 협력 학습의

방법은 1960년과 1970년대의 신진보주의 교수

방법의 하나의 대안으로 공식적으로 소개되기도

했던 Dewey(1904)의 아동중심 진보주의에 뿌리

를 두고 있다. 협동학습이 적절하게 사용되면,

학습활동과 교수조직 방법측면에서 시간적으로

나 교육활동에 아동들을 더 참여시킬 수 있는 교

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

을 형성하는 동시에 지적 능력과 언어, 그리고

아동들 간 문화적 차이를 연결시키고 가치롭게

할 수 있다. 예컨대, 다중지능이론은 지능에 대

한 세계 공통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지능을

여러 범주로 쪼갤 수 있다(Gardner, 1983)고 주

장하고 있는데, 협동학습은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단위의 학교조직과 그 안의 학급에서 아

동들이 갖고 있는 지능을 존중하고 교육하는 잠

재력을 견지하고 있다(Goodlad, 1984; Cuban,

1984).

Piaget와 그의 연구를 따르는 연구자들의 저서

에 따르면, 또래 간 상호작용은 결정적 인지갈등

을 낳게 하므로 발달을 자극한다. 인지적 갈등은

아동이 믿는 것과 세상이 아동에게 말해 주는 것

간의 지각된 모순이고, 변화를 위한 촉매이다

(Grisham & Molinelli; 1995). Piaget에 따르면,

아동은 또래 간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인지

적 가치를 모두 얻는다. 사회적 가치는 의사소통

기술의 개인과 다른 사람의 견해에 더 민감해지

는 일이고, 인지적 가치는 이러한 가정에서 자신

이 가지고 있는 개념의 진실성을 재확인하고 다

른 사람의 피드백이 하나의 지침이 된다(Damon,

1984).

Vygotsky(1978) 이론에 입각한 협동학습의 전

개는 기본적으로 전문가(또는 더 유능한 또래 친

구)는 학습자(초보자)의 활동을 안내한다고 말한

다. 즉, 두 사람은 점진적으로 문제해결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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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고 초보자가 주도권을 가지기 시작하여

전문가는 초보자가 머뭇거릴 때 고쳐 주고 안내

한다는 것이다. 결국은 전문가 친구는 비교를 양

도하고 지지적 청중으로서 행동하게 된다는 것

이다. Vygotsky는 더욱이 이러한 연합(집합)활동

에의 참여는 초보자가 ‘근접발달지대’를 넘음

으로써 초보자의 실질적 발달수준을 증진시키

게 된다고 추정했다. 그는 초보자의 영역은 실

질적 발달 또는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잠

재적 발달 또는 더 유능한 다른 사람이 참여함

으로써 할 수 있는 것 사이에 놓였다고 제안했

다(Vygotsky, 1978).

Daniels와 Gatto(1996), Gillies(2007), Johnson

과 Johnson(1989) 등 많은 연구자들은 학습자를

소그룹으로 구성했다는 것만으로 협동학습이 제

대로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고 하였다.

협동학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학습자를 소집단

으로 배치하는 것 뿐 아니라, 학습자가 협동의

기술을 익히고 있어야 하고 과제가 협동이 일어

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

에는 목표와 과정의 구조화가 포함되어야 한다.

먼저 협동학습의 목표구조(goal structure)는

아동들 간에 존재하는 상호 의존성의 유형과 교

수목적의 성취를 위한 활동에서 교사와 아동 각

자를 연결시키는 방법을 구체화한다(Johnson &

Johnson, 1975). 예를 들어, 협동적 목표구조는

아동들이 관련된 다른 아동들이 그들의 목적을

얻을 수 있다면 자신들도 목표를 얻을 수 있다고

지각할 때 존재한다. 반면, 경쟁적 목표구조는

관련된 다른 아동들이 그들의 목적을 얻는 데 실

패하면 자신들이 목표를 얻을 수 있다고 지각할

때 존재한다. 개인주의 목표구조는 한 아동에 의

한 목표성취가 다른 아동의 목표성취에 관련이

없을 때 존재한다. 즉, 한 아동이 그의 목표를 성

취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다른 아동의 목표성

취 여부에 지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다양한 정의

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협동적 학

습이 두 가지 기본적인 특성을 가진다는 데 동의

한다(Grisham & Molinelli, 1995). 즉, 협동적 목

표구조(긍정적 상호 의존성)와 개별목표구조(개

인의 책무수행)이다.

Grisham과 Molinell(1995)은 실제 학습에서는

몇 가지 구성요소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제안하

고 있는데, 아동들이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거나

어떤 과제를 서로 연결시키는 과정을 함께 하는

경험을 개인 책무감의 수행과 동반 되어야 한다

(Jones & Carter, 1993). 또한 협동집단 아동들의

성, 능력, 특성을 이질적으로 구성하여 집단에

활력을 주고 협동 학습가치를 높이도록 한다.

성공적 협동학습을 위해서 아동들이 그들의

집단에서 활동할 때 사회적 기술이 필요하다. 아

동들은 대개 처음에는 어떻게 같이 활동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회적 기술이 필요하다. 사

회적 기술을 가르치는 데는 직접적으로 다른 학

습 성취처럼 한다든가 또는 간접적으로 집단 활

동 구조를 통해서 사회적 기술의 관찰과 모니터

링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Johnson & Johnson,

1975; Johnson et al., 1981). 교사 또는 교사와 아

동이 같이 사회적 기술에 관한 자료를 정교하고

도 체계적으로 모아서 분석하고 피드백 함으로

써 집단의 행동과 상호작용은 개선할 수 있다.

집단 내 구성원들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한 집단

탐구는 일반적인 학습활동 조직 계획인데, 집단

내에서 아동들은 협동적 탐색, 집단 토의, 협동

계획, 그리고 협동 프로젝트를 실시한다(Sharan

& Sharan, 1990). 이 집단 탐구의 네 가지 기본

요소는 주제를 결정한 다음 협동집단으로 이동

하여 집단 탐구를 계획하고 이를 수행한다. 수행

한 후, 발표계획, 발표와 평가로 이어지는 6단계

의 교수-학습과정 안에서 통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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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수학교실을 생각해 볼 때, NCTM(1989)

은 “소집단은 아동들이 질문하고, 아이디어를 토

의하고, 실수하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듣는

법을 배우고 건설적인 비판을 하고, 그리고 자신

들의 발견을 요약하는 토론의 장을 제공”(p. 79)

하기 때문에 협동학습을 옹호한다. 아울러, ‘학

교수학을 위한 원리와 기준’에는 다섯 가지 과정

기준중의 하나로 의사소통에 포함되어 있다

(NCTM, 2000; 권영례, 2000). 이에 따라 교사는

그들에게 가치 있는 수학 과제를 제공하고 과제

에 대한 토론과 탐구, 문제해결을 돕도록 한다.

그러기 위해서 토론을 고양시키기 위한 효율적

인 교수전략을 마련하고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효과적인 교수전략은 교수와 아동의 학습

을 분석하여 현 상황을 개선하려는 지속적인 노

력과 반성을 필요로 한다(NCTM, 2000). 이러한

효과적인 교수전략의 필요성과 더불어 NCTM

(2000)은 유아수학교육을 위한 대상연령을 3, 4

세까지로 확대할 것을 규정하면서 기하영역을

강조하였다. 기하는 특히 아동이 자신들의 신체

를 이동시킬 방법과 양립되기 때문에 아동기 기

하학습은 의미가 있다(Papert, 1980).

기하교육의 개념적 내용으로 2․3차원의 기

하학 형태의 특징을 분석하고, 기하학적 관계에

대한 수학적인 논증 발달시키기, 좌표, 공간관계,

대칭, 변형적용, 시각화․공간적 추리, 기하학적

모델링 사용하기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기하학습

능력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다(Lehrer, Osana,

Jacobson, & Jenkins, 1993). 유아가 삼각형, 사각

형, 원 등의 기하학적 모양을 이해하는 것은 모

양들을 분류하고, 기술하고, 그리고 시각화하고

또한 속성을 기초로 모양을 서술하고 비교하는

것에서 시작한다(Gagatsis & Patronis, 1990;

Hannibal & Clements, 2000). 3∼6세 아동은 2차

원 도형의 조합과 분해를 하는데, 처음에는 기하

학적 모양의 조합 능력이 부족하지만, 그림으로

모양을 결합시키는 능력을 얻게 된 다음, 새로

운 형태로 모양을 합성 하면서 결국 모양의 조

합을 조작하고 반복한다. 3∼5세 유아를 위한

기하학은 2차원과 3차원 기하도형들의 특징에

대한 고찰, 도형들 간의 상호 관계, 그리고 도형

의 변화를 탐색하는 것이다(Smith, 2006; Rowan

& Boune, 1994). 또한 좌표와 다른 상징 표상적

체계를 사용하여 위치를 서술하고, 공간적 관계

를 기술하고, 수학적 상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변

환을 적용, 대칭을 사용하거나 문제해결을 위한

시각화, 공간적 추론, 기하학적 모델링 사용하기

를 격려하고 있다(NCTM, 2000). Smith(2006)는

일반적으로 유아는 다양한 3차원물체에서 시작

해서 평면도형으로 발전되며 교실에서 쉽게 찾

을 수 있는 입체도형과 평면도형의 모양과 속성

을 다루며, 대칭, 합동, 모양인식, 도형의 구성요

소, 공간적 시각화, 패턴, 협동기하, 운동기하

등의 내용으로 학습 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

으며, Clements(2004) 또한 2차원 도형과 3차원

도형과 더 풍부한 경험을 요구한다(Clements,

2004). 아울러 기하는 우리들을 실제 세계에 연

결을 시키는 강력한 도구이다. 즉 아동은 어려

서부터 자신들의 환경에서 모양과 구조를 탐색

하는데, 이것은 수학 전반으로의 흥미를 촉진시

킬 수 있고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기하학적 모

양에 대한 직관적이고 분명한 지식을 형성한다

(NCTM, 2000; Clements, 2004).

따라서 이 연구는 아동의 기하 이해능력 향상

을 위한 교수-학습 전략으로써 서로간의 상호의

존적 상황에서 면대면 상호작용, 이질적인 능력

과 흥미를 가진 아동들로 구성된 소집단 구성원

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공통과제를 해결해 나가

면서 공동목표를 달성하고, 개인책무감을 수행

하는 협동학습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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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방법을 유아교육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증거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

하고자 하며,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협동학습을 통한 교수-학습활동은

2․3차원의 기하학적인 관계 이해능

력 증진에 효과적인가?

<연구문제2> 협동학습을 통한 교수-학습활동은좌

표 이해 능력 증진에 효과적인가?

<연구문제3> 협동학습을 통한 교수-학습활동은 대

칭과 변형 능력 증진에 효과적인가?

<연구문제4> 협동학습을 통한 교수-학습활동은 시

각화와 공간적 추리 능력 증진에 효

과적인가?

Ⅱ.연구방법

1.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신도시에 위치한 규

모가 같고 원장과 교사 경력이 비슷한 두 유치원

으로 실험집단 S유치원과 비교집단 M유치원에

서 만 5세반을 각각 두 반을 선정하였다. 연구기

간 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잦은 결석과 사전․

사후 검사 당일에 불참한 아동은 제외하고 각반

에서 20명씩을 선정하였다. 두 기관의 원장은 모

두 유아교육관련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

며 유아교육 전문가이다. 교사는 각 집단에서 2

명씩 4명이며, 이들 교사는 4년제 대학에서 유아

교육을 전공하고 5년 이상의 경력교사이다. 두

기관 모두 유치원 교육과정에 의해 통합교육 활

동을 실시하며, 기하학습 활동에 협동학습을 적

용하는 기관의 경우 연구자, 원장, 교사들과 협

동학습에 대해 공동의 이해를 통하여 이 연구의

<표 1> 연구대상 유아의 집단별 성별 구성과 평균월령

구 분

성별 평균월령

M SD t p남

(n = 20)

여

(n = 20)

실험집단

(n = 40)
72.8 72.8 72.8 3.40

.53 .60
비교집단

(n = 40)
72.5 74.0 73.2 2.91

전 체 72.6 73.4 73.0

목적에 공감하였다.

연구대상 아동들의 평균월령은 표 1에서 나타

난 바와 같이 비교집단은 73.2개월(SD = 2.91),

실험집단은 72.8개월(SD = 3.40)로 두 집단 간

평균월령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 = .53)가

없으므로 월령에서 동일집단으로 볼 수 있다.

2.측정도구

기하개념 이해력을 측정하는 검사 도구는 김

지영(2005)의 NCTM의 수학교육 내용기준에 근

거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한 후 수정․보완하여

개발한 “유아수학능력 평가도구” 내용 중 기하

내용에 해당하는 22문항을 활용하였고 문항에서

제시되는 그림카드와 구체물은 연구자가 제작하

여 현재 유아교육과 교수 1인과 유아교육 석․

박사 과정 5인에 의해 수정․보완 하여 내용타

당도를 검증하였다. 이 검사도구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2․3차원 관계 문항에서는 2․3차원

형태 인식하기, 명명화하기, 구성하기, 그리기,

비교하기, 구분 짓기, 2․3차원 형태의 부분과

속성을 설명하기, 2․3차원 형태의 조합과 분리

의 결과를 예측하고 조사하기의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좌표 기하와 다른 표상 체제를 이

용하여 위치를 말하고, 공간 관계를 설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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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학학습 능력 하위변인 문항 수 Cronbach a

2․3차원의 기하학적인관계

좌 표

대칭과 변형

시각화와 공간적 추리

8문항

3문항

8문항

3문항

(그림카드, 구체물)

(그림카드)

(구체물, 그림카드)

(그림카드)

.72

.72

.66

.73

계 22문항 .74

<표 2> 기하개념의 하위변인별 평가도구 신뢰도

공간에서 상대적인 위치를 설명하고 명명하며

해석하고, 상대적인 위치에 대한 생각을 적용하

기, 공의 방향과 거리를 설명하고 명명하고 해석

하며, 방향과 거리에 대하여 생각을 적용하기,

“∼에 가까운”과 같은 간단한 관계와 지도에서

좌표 체계를 가지고 위치를 찾고 명명화하기 등

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수학적인 상황

을 분석하기에서 밀기, 뒤집기, 돌리기를 인식하

고 적용하여 대칭을 갖는 모양을 인식하고 창안

하기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시각화․공간적 추리․기하학적인

모델 사용하기, 공간적인 시각화와 공간 기억을

이용하여 기하학적인 모양에 대한 심상을 창안

하기, 다른 관점에서 모양을 인식하고 표상하기

등 공간적 시각화 및 공간적 추리 문항에 포함되

어 있으며 표 2와 같이 기하개념의 하위변인별

신뢰도를 살펴보면 2․3차원의 기하학적인관계

(8문항) a = .72, 좌표(3문항) a = .72, 기하의 대

칭과 변형(8문항) a = .66, 공간적 시각화 및 공

간적 추리(3문항) a = .73이며, 전체적인 신뢰도

Cronbach a = .74이다.

3.연구절차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표 3과 같이 예비연구,

교사훈련,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의 절차

를 거쳤다.

<표 3> 연구철차

예비연구 2009년 7월 1일∼24일

교사훈련 2009년 7월 1일∼24일

사전검사 2009년 8월 20일, 21일

실험처치 2009년 9∼11월, 주3회, 총36회

사후검사 2010년 2월 8일, 9일, 21일, 22일

1)예비연구

예비연구는 본 연구도구의 내용타당도와 신뢰

도를 알아보고, 협동학습을 통한 기하활동의 적

절성과 소요시간을 점검하기 위해 2009년 7월1

일∼24일에 연구자와 훈련한 담임교사가 실시

하였다. 예비실험 대상은 실험집단에서 본 연구

대상이 아닌 만5세 유아 10명으로 방과 후 활동

시간에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각 활동은 20∼30

분이 소요되었으며 협동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개인책무에 대하여 아동이 인지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1주일이 소요되었다. 이를 바탕으

로 현재 유아교육 전공 교수 1인, 유아교육전공

자 3인, 실험대상 유치원의 원장, 그리고 담임교

사 2명과 함께 만5세 유아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중복 되는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2)교사훈련

2009년 7월1일∼24일에 실험집단의 담임교사

와 함께 협동학습을 활용한 기하활동 계획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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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집단

(S유치원)

비교집단

(M유치원)
t

2․3차원의 기하학적인 관계
평 균

표준편차

1.17

0.92

1.75

1.01

.35

좌 표
평 균

표준편차

0.75

0.45

0.83

0.39

.81

대칭과 변형
평 균

표준편차

1.50

0.91

1.18

0.84

-1.66

시각화와 공간적 추리
평 균

표준편차

1.40

0.63

1.25

0.74

-0.97

계
평 균

표준편차

5.53

1.94

5.00

1.70

-1.29

<표 4> 기하이해 능력 대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차이 (N = 40)

보며 교육목적, 내용, 협동학습 교수방법, 환경

구성 및 재료, 평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문과

토의를 통해 아동과 담임교사가 활동 할 때에 어

려움이나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고 수정하고

확인하였다. 특히 실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아동의 상호작용, 교수방법 등에 대해서 교사와

협의하고 협동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하

여 아동을 소집단 형태로 협동집단을 구성하는

이유, 개인책무의 기술을 설명하였고 연구자와

교사 간 협의는 활동마다 수시로 진행되었으며

연구자 2인이 관찰자 역할을 하였다.

3)사전검사

2009년 8월 20일과 8월 21일에 “유아 수학능

력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아동의 기하개념 이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

다. 검사는 각각의 유치원의 조용한 휴게실에서

개별적으로 유아 한 명씩 연구자에 의해 실시되

었으며,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유아 한 명당 15

∼20분 정도였다. 개별 유아와 연구자는 친밀감

을 주는 대화로 검사를 위해 충분한 안정감이 조

성되었다.

표 4와 같이 사전검사에서 두 집단 간의 2․3

차원의 기하학적인 관계의 이해력 점수 평균은

실험집단 1.17(SD = 0.92), 비교집단 1.75(SD =

1.01)로 유의하지 않았다. 좌표이해 능력의 실험

집단은 평균은 과 비교집단의 평균은 각각

0.75(SD = 0.45), 0.83(SD = 0.39), 대칭과 변형 능

력의평균은 1.500(SD = 0.91), 1.18(SD = 0.84), 시

각화와 공간적 추리 능력의 평균은 1.40(SD =

0.63), 1.25(SD = 0.74.)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

았다. 기하개념 이해력 전체의 평균은 실험집단

5.53.(SD = 1.94.), 비교집단 5.00(SD = 1.70.)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으므로 두 집단 간의 기

하이해 능력에서 동질성이 확보되었다.

4)실험처치

이 연구의 실험은 2009년 9∼11월 3개월 동안

주3회씩 총36회 진행되었다. 협동학습에 의해

기하활동을 수행하는 유치원의 아동을 실험집

단, 통합적 교수-학습방법에 의해 학습활동을 수

행하는 유치원의 아동을 비교집단으로 하였다.

비교집단은 수학활동 연간계획안에 따라 기하

활동을 담임교사와 함께 통합적 교수-학습방법



8 아동학회지 제32권 2호, 2011

- 78 -

주제 결정과 소집단으로 이동 → 탐구계획 → 탐구수행 → 발표계획

→ 발표내용 작성 → 교사와 아동들의 평가

<그림 1> 협동학습의 절차

개인 책무 역할 수행

재료공급 하는 아동(Supplier) 활동을 위해 재료를 가져오기

발표하는 아동(Reporter) 활동 과정과 내용을 발표하기

기록하는 아동(Recorder) 활동의 과제나 집단구성원의 반응을 기록

격려하는 아동(Encourager) 활동에 참여와 협조에 대해 칭찬하고 격려

표상하는 아동(Artist) 그림이나 만들기가 필요한 활동에서 표상하기

점검하는 아동(Checker) 활동에 대해 완성도, 표현의 명확도, 정확도를 점검하기

정보 수집 아동(Reader) 정보를 수집하고 질문을 통해 활동방법 알아오기

시간관리 아동(Time Keeper) 일정한 시간에 활동을 완성하도록 시간 관리하기

<표 5> 개인책무별 역할 수행

에 의해 대집단 활동, 소집단활동을 자유선택활

동 시간을 통해 기하활동을 수행한다.

실험집단인 S유치원도 수학활동 연간계획안에

따라 협동학습 방법에 의해 기하활동을 수행하였

는데, 협동학습은 조작적으로 협동학습의 구성요

소가 있고, 공동의 협동목표를 갖고 상호보상과

학습활동의 자료공유, 집단구성원들 간 상호보완

적 개인책무를 수행하는 교수-학습 방법으로 정

의 할 수 있다(Qin, Johnson, & Johnson, 1995).

이것은 Johnson과 Johnson(1975)과 Sharan과

Sharan(1994)의 협동학습 모형에 근거하여 그림

1과 같이 6단계의 절차로 교수-학습을 수행하였

으며, 단계는 주제 탐구를 위하여 순차적으로 진

행될 수도 있으나 반드시 정해진 순서를 의미하

지는 않는다. 따라서 활동 진행 과정에서 교사의

집단구성원들의 학습활동과 상호작용의 관찰,

반성적 질문, 교사-아동 간 상호작용 등 평가

(Embedded Evaluation)를 통해(Lawrence Hall of

Science, 1993) 전단계로 다시 돌아가서 학습과

정을 수정하여 다음단계로 진행이 가능하다.

실험집단은 협동학습 모형 안에서 20명을 5명

씩 네 개의 협동집단으로 구성하는데, 이때 아동

의 성, 능력, 관심, 흥미가 서로 다른 이질적 집

단으로 구성을 하며 이 집단은 4∼6주간 지속한

후, 주제에 따라 새로운 집단을 구성하면 아동들

의 개인책무도 달라진다.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이 소집단은 공동의 목표와 보상을 가지게 되며

협동적 상호의존하며 이를 위해 교사는 격려와

지원을 해야 한다. 협동집단에서 아동들은 개인

책무를 가지게 되는데 여덟 개의 개인책무는 표

5와 같다. 표 5와 같이 개인책무를 수행하는 동

안 집단 구성원이 4∼6명이기 때문에 한 아동이

하나 또는 둘이상의 책무를 맡을 수도 있다. 예

를 들면, 실험집단의 11월 ‘지구우주’ 활동의

‘전개도로 도형 만들기’에서 교사는 먼저 다양

한 입체도형의 전개도와 만들기 활동을 소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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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집단 비교집단

구분
집단

형태
활동 활동

가을

(9월)

짝 활동
보물 할 물건 모으기,

보물 채우기, 보물비교하기 가을열매로 분류하기, 가을열매로 패턴

만들기, 열매와 씨앗 종류 알아오기

우리 동네 가을 풍경 그리기협동

집단

보물 모양 패턴 만들기,

보물패턴 알아맞히기, 보물 분류하기

기하

내용

2․3차원의

관계
좌표

대칭과

변형

공간적 시각화

및 추리

2․3차원의

관계
좌표

대칭과

변형

공간적 시각화

및 추리

√ √ √ √

우리

나라

(10월)

짝 활동
보물 모양 찍기, 감광지에 보물인화기,

보물 속성으로 패턴 만들기, 패턴 기차 만들기 우리나라 전통 문양 탐구, 문양으로 패턴 만들기,

문양 똑같이 그리기, 문양 만들기,

한옥의 구조 탐구, 한옥 설계도 그리기협동

집단

보물로 그래프 만들기, 보물지도게임,

보물찾기, 보물나누기

기하

내용

2․3차원의

관계
좌표

대칭과

변형

공간적 시각화

및 추리

2․3차원의

관계
좌표

대칭과

변형

공간적 시각화

및 추리

√ √ √ √ √ √ √ √

지구,

우주

(11월)

짝 활동

전개도로 도형 만들기, 사각뿔 피라밋 만들기,

사면체 피라밋 만들기, 패턴 블럭으로 대칭 만들기,

패턴블록으로 모양 채우기

우주선 퍼즐, 우주인 가족, 행성탐구, 별자리 탐구

패턴, 공간, 3차원 공간,

입체도형으로 우주선 만들기

우주선 대칭으로 만들기협동

집단

패턴 만들기, 모자이크 만들기, 탱그램 만들기 신

문지 말아 2․3차원 모양과 구조 만들기

기하

내용

2․3차원의

관계
좌표

대칭과

변형

공간적 시각화

및 추리

2․3차원의

관계
좌표

대칭과

변형

공간적 시각화

및 추리

√ √ √ √ √ √ √ √

<표 6> 기하 활동 내용

다. 유아들은 소집단별로 전개도를 탐색하며, 자

신들이 전개도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도형을

예측․계획하는 토의 시간을 갖는다. 이때 맡은

책무에 따라 기록하는 아동은 집단의 토의 내용

을 기록하고(그림, 글, 사진 등), 자신들의 목표

를 위해 정보가 필요할 때 교사나 다양한 매체

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하며(정보수집아동), 구

성원의 활동 재료들을 나눠 주고(재료 공급하는

아동), 만들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구성원을

돕는다거나(표상하는 아동), 작업시간 내에 활동

을 마칠 수 있도록 시간을 점검하고(시간 관리

아동), 구성원들이 과제 수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를 하는 등(격려하

는 아동) 유아들이 정해진 책무별로 역할 수행

을 한다. 이 소집단은 진행되는 활동 마다 구성

원들과 함께 질문하고, 토의하며 시행착오를 겪

으면서 건설적인 비판을 할 수 있다. 또한 자신

들의 탐구계획과 수행과제를 발표를 계획하여

발표하며, 평가하고 평가 받는 역동적인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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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집단 비교집단 t

기하학습 능력
평 균

표준편차

16.63

2.76

13.00

2.99

-5.63***

실험집단의 교정된 평균
평 균

표준편차

16.62

0.46

F = 30.35***

***p < .001.

<표 7> 기하이해의 능력에 대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차이 (N = 40)

실험집단의 기하교육활동은 유아교육 교수1

인과 유아교육 전공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5인

을 통해 추출된 내용의 타당도를 검증하고 수

정․보완하여 실험 처치하였다. 실험집단과 비

교집단의 기하교육 내용은 표 6과 같다.

5)사후검사

실험처치 후 기하학습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하여 두 집단의 유아를 대상으로 실험집단

은 2010년 2월 8일과 9일에, 비교집단은 2월 21

일과 22일에 기학학습 검사 도구(김지영, 2005)

를 사용하여 두 집단 모두에게 사전검사와 같은

장소,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4.자료수집과 분석

기하이해 검사는 측정도구 22개의 문항에 해

당하는 그림카드와 구체물을 제시하여 질문하

고, 질문에 따라 아동이 정확하게 수행하면 1점,

수행하지 못하면 0점으로 처리하였다. 두 집단

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차이검증 하였

고, 협동학습을 통한 활동이 아동의 기하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사전

검사를 공변인으로 하여 사후 점수에 대한 공분

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통계분석처리는 SPSS 18.0을 사용

하였다.

Ⅲ.결과분석

기하학습 활동에 대한 협동학습의 효과를 알

아보기 위해 적합한 연구방법에 근거하여 아동

의 기하이해 검사결과는 표 7과 같다. 자세히 살

펴보면, 총 22점 만점에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의 사후검사 총 평균은 각각 16.63(SD = 2.76),

13.00(SD = 2.99)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p <

.001에서 차이가 났다. 사전성취수준의 영향을

통제한 후의 교정된 사후성취수준의 통계적 유

의성을 검정한 결과, 실험집단의 교정평균은

16.62이며(SD = 0.46), F 통계값은 30.35***로

협동학습에 의해 교정된 기하이해력의 성취수준

은 유의한 차이로 협동학습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1.협동학습을 통한 교수-학습활동은 2․3차원

의기하학적인관계이해증진에효과적인가?

표 8에서와 같이 2․3차원의 기하학적인 관

계 사후검사 결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평균

은 각각5.85(SD = 1.05), 5.20(SD = 1.29)으로 통

계적으로 유의수준 p < .001에서 차이가 나타났

다. 사전성취수준의 영향을 통제한 후의 교정된

사후성취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실험집단의 교정평균은 5.85며(SD = 0.19), F 통

계값은 6.16**로 협동학습을 통한 기하학습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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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집단 비교집단 t

2․3차원의 기하학적인 관계
평 균

표준편차

5.85

1.05

5.20

1.29

-2.48**

실험집단의 교정된 평균
평 균

표준편차

5.85

0.19

F = 6.16***

**p < .01. ***p < .001.

<표 8> 2․3차원의 기하학적인 관계능력에 대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차이 (N = 40)

실험집단 비교집단 t

좌 표
평 균

표준편차

1.95

0.99

1.30

0.94

-3.02***

실험집단의 교정된 평균
평 균

표준편차

1.94

0.15

F = 8.72***

**p < .01. ***p < .001.

<표 9> 좌표 이해 능력에 대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차이 (N = 40)

동에 따라 교정된 2․3차원의 기하학적인 관계

성취수준은 유의한 차이로 협동학습의 효과를

입증해 주었다.

2.협동학습을 통한 교수-학습활동은 좌표 능

력 증진에 효과적인가?

표 9와 같이 좌표 개념에 대한 사후검사 결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평균은 각각 1.95(SD =

0.99), 1.30(SD = 0.94)으로 통계적으로 유의수

준 p < .01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사전성취수준

의 영향을 통제한 후의 교정된 사후성취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실험집단의 교

정평균은 1.94며(SD = 0.15), F 통계값은 8.72**

로 협동학습을 통한 기하학습 활동에 의해 좌

표 개념 성취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

여주었다.

3.협동학습을 통한 교수-학습활동은 대칭과

변형 능력 증진에 효과적인가?

표 10과 같이 대칭과 변형 이해력에 사후검사

결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평균은 각각 6.73

(SD = 1.22), 5.00(SD = 2.2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수준 p < .001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사전성취수

준의 영향을 통제한후의 교정된 사후성취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을검정한 결과, 실험집단의 교정평

균은 6.72며(SD = 0.29), F 통계값은 16.93***로

협동학습을 통한 기하학습 활동에 의해 교정된

대칭과 변형 학습능력의 성취수준은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4.협동학습을 통한 교수-학습활동은 시각화와

공간적 추리 능력 증진에 효과적인가?

표 11과 같이 시각화와 공간적 추리 능력에

대한 사후검사 결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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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집단 비교집단 t

대칭과 변형
평 균

표준편차

6.73

1.22

5.00

2.25

-4.26***

실험집단의 교정된 평균
평 균

표준편차

6.72

0.29

F = 16.93***

***p < .001.

<표 10> 대칭과 변형 이해능력에 대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차이 (N = 40)

실험집단 비교집단 t

시각화와 공간적 추리
평 균

표준편차

2.10

0.74

1.50

0.75

-3.86***

실험집단의 교정된 평균
평 균

표준편차

2.11

0.12

F = 13.53***

***p < .001.

<표 11> 시각화 및 공간적 추리능력에 대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차이 (N = 40)

균은 각각 2.10(SD = 0.74), 1.50(SD = 0.7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p < .001에서 차이가 나타

났다. 사전성취수준의 영향을 통제한 후의 교정

된 사후성취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

과, 실험집단의 교정평균은 2.11이며(SD = 0.12),

F 통계값은 13.53***로 협동학습을 통한 기하학

습 활동에 의해 시각화와 공간적 추리 능력의 유

의한 차이를 보여 협동학습이 기하학습에 긍정

적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Ⅳ.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협동학습 방법을 적용한 학습활동

이 유아의 기하이해 능력 증진의 효과를 검증하

고자 하였다. 우선 기하학습 전반에 걸친 학습결

과는 협동집단의 구성원 간 협동적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보상과 활동자료의 공유, 집단의 성공

을 위한 개인 책무 이행을 통하여 협동목표를 달

성하고자 했을 때 개인의 성취도 높게 나타나 협

동적 문제해결에 기초한 수학활동 프로그램이 유

아의 수학적 능력과 기하 등 모든하위 영역의 학

습능력을 증진시켰다는 김세루와 홍혜경(2010)의

연구결과, 그리고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NCTM(2000)의 제안과 일치하고 있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기하이해 능력을 2․3차

원의 기하학적인 관계, 좌표, 대칭과 변형, 시각

화와 공간적 추리 능력으로 나누어 각 하위 개념

들의 이해능력에 대한 협동학습의 효과를 검증

하였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문

제별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3차원의 기하학적인 관계 이해 능력

에 대한 협동학습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실험집

단과 비교집단 간 검사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협동학습 방

법을 적용한 기학학습 활동이 아동의 2․3차원

의 기하학적인 관계 이해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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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협동적 교수-학습방법

을 적용한 기하활동이 아동의 기하학적 관계 증

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 연구 결과는 과제에 대한 협동적인 노력이 개

인별 수행의 효율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Qin et al(1995)의 연구, 김세루 등(2010)의 협동

적 문제해결에 기초한 유아 수학 활동 프로그램

의 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들의 결과 맥락을 같

이하고 있다. 따라서 2․3차원의 도형을 가지고

모양을 구성하고 일정 공간을 도형들을 조합하

여 채워 넣는 등의 활동을 수행 할 때 집단 구성

원들 간 협동노력과 상호 협조가 가능한 협동학

습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 검사를 통

해 두 집단의 좌표 이해 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좌표와 다른 상

징, 표상적 체계를 사용하여 위치를 서술하고,

공간적 관계를 기술 하도록 격려 받도록 하는

것이 기하 학습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NCTM(2000)에 제안은 이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Lehrer와 연구자들은(1993) 는 유

아기 좌표 개념이 아동의 일상생활에서 수학적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지어 있어 그 중요성을 밝

히고 좌표 이해 능력의 증진을 위한 적절한 교

수-학습 방법이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협동학습 방법이 대칭과 변형 능력을 증

진시키는지를 검증한 결과 실험집단의 점수가

비교집단의 평균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NCTM

(1989)은 소집단 아동들이 질문하고, 아이디어를

토의하고, 실수하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듣

는 법을 배우고, 건설적인 비판을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발견을 요약하는 토론의 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협동학습을 수학학

습 방법으로 옹호하였다. 수학의 하위영역인 기

하학습 역시 같은 맥락에서 논의 될 수 있다. 이

에 따라 협동학습 방법은 아동의 대칭 및 변형

학습을 위해 효과적임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넷째, 협동학습이 시각화 및 공간적 추리능력

의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

결과 협동학습 방법을 적용한 실험집단이 그렇

지 않은 비교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점수

차이를 보였다. 이는 협동학습의 중요한 구성요

소인 사회적 기술이 집단 활동 구조를 통해서,

또한 교사의 사회적 기술의 관찰과 모니터링으

로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피드백 됨으로써 학습

활동을 개선 할 수 있다는 Johnson과 Johnson

(1975)의 연구와 Johnson et al(1998)의 연구가

이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는 협동

학습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해 주는 사회적 구성

주의에 기초한 유아 기하교육 프로그램 연구를

실시한 안진경(2007)의 도형에 대한 표상능력과

공간적 방향성이 향상되었다는 연구결과와 부분

적으로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협동학습 방법을 적용한 기하학

습 활동이 아동의 2․3차원 도형의 기하학적 관

계, 좌표, 대칭과 변형, 시각화와 추리능력을 증

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협동적 소집단

학습은 문제해결능력과 사고기능의 향상(Hertz-

Lazarowitz et al, 1980; Sharan, 1980; Slavin,

1983)으로 이끈다는 연구와 인지발달이론의 견

해는 단지 또래에 의한 개인 교수-접근 방법만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는반면, 또래 협조는 사회-

인지과정내에서 유능한 또래가 학습 초보자의 활

동을 안내함으로써 이로움이 많다는(Vygotsky,

1978) 이론을 통해 협동학습의 효과를 검증한

이 연구의 이론적 기초를 뒷받침 해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아동의 기하학습 능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동학습 방법이 유아

교육현장에 적용 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 연구의 논의 및 결론을 토대로 추후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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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협동학습의 핵심구성 요소인 소집단 사

회적 상호작용의 증진을 위한 교사의 역할에 대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협동목표의 구

체화, 집단구성, 협동과제 설명, 집단 활동의 모

니터링, 아동의 성취 평가하기 등 교사의 역할이

협동학습 과정에서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종속변인에 대한 양적 분

석만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협동학습 상황에서

집단 구성원 간에 상호작용과 활동과정에 통합

된 평가와 피드백을 통한 아동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되고 수정되는가, 또한 검사 중 아동의 언어

적 표현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질적 분석이 함께 이루어지는 후속연구가 필요

하다. 이러한 추후 연구들은 기초연구와 더불어

현장연구로서 협동학습을 통한 유아 수학 교수-

학습의 실제가 잘 적용 되도록 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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