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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수학에서 토의 토론수업이 학업성취도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4학년 도형영역을 중심으로1)

최 모 로 (세종가락초등학교)

2) 안 병 곤 (광주교육대학교)✝

본 연구는 수학 수업에서 토의 토론이 학업성취도와 태

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4학년 학급 중 학업성

취도와 수학적 태도에서 동질성이 검증된 두 개 반을 실

험 집단과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여 토의․토론수업을 실

시한 후 두 집단의 학업성취도와 수학 학습태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기술통계, 독립 t검정, 대응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수학 토의․토론수업은 일반적 강의

식 수업보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효과적이었고,

학생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질문하며 문제 해결 활동을

통해 스스로 수학적 원리와 개념을 이해하고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함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Ⅰ. 서론

수학과는 수학의 원리, 개념, 법칙을 이해하고 기능

을 배워서 수학적 문제 상황을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이치에 맞게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며, 생활 주

변의 다양한 현상을 수학적으로 관찰, 해석하는 능력

을 기르는 교과이다(교육부, 2015). NCTM(1989)은 학

교수학의 교육과정과 평가 규준(The Curriculum and

Evaluation Standards for School Mathematics)에서

수학적으로 탐구하며 도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수학

에 대해 토의하면서 수학적 사고 능력과 태도를 함양

하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추론하는 경험을 수학 학습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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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논문은 제 1저자(최모로, 2016)의 석사학위논문을 요약/

수정한 것임.

서울 세계수학자대회(2014)에서 인도인 최초로 필즈

상(Fields Medal)을 수상한 만줄 바르바(미국 프린스턴

대 석좌교수)는 ‘나는 학교에서 이렇게 수학을 배웠다.

문제를 내놓고 푸는 식이었다. 이것은 학교에서 수학

을 로봇처럼 가르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질

문을 통해 답을 찾는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수학은 상호작용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라며 ‘학교에

서 이렇게 수학을 가르친다면 많은 사람들이 수학에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했다(연

합뉴스, 2014).

PISA와 TIMSS 등의 국제적인 평가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학업성취도는 매우 높지만, 호기심이나

자신감 등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주입식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

의․ 토론수업이 도움을 줄 수 있다(왕경수 외, 2004).

지난 20년 동안, 미국수학교사협의회(The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Mathematics)는 학생들이 수

학적으로 추론하는 능력과 그 추론에 대해 의사소통하

는 학생들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교사들이 수학

수업 중에 교실에서 토론하기를 활용할 것을 독려해오

고 있다(김진호 외, 2016).

수학교실에서 토론하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

보자(Suzanne H. Chapin 외, 2013).

첫째, 토론하기는 학생들이 학습내용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이 학습내용을 말할 때 이해하고 있는

것을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다. 이 평가를 통해 학생

들 스스로 학습내용에 대해 자신의 이해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둘째, 토론하기는 학습내용을 잘 기억하게 해준다.

학생들은 학습내용을 자신의 말로 표현할 때 기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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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정의

두산백과사전

(2016)

구성원이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고 대

립된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활동을

통해서 그 옳고 그름을 논의하는 과

정이다.

다음 국어사전

(2016)

어떤 문제에 대하여 함께 검토하고

협의하는 활동이다.

정재찬·이성영·

서혁·박수자

(1998)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사

람 이상이 모여 함께 사고를 통해 논

의하는 형태를 말한다.

교육부

(2014)

집단 구성원이 공통의 문제에 대하여,

협동적으로 의견을 나누어 가장 바람

직한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이다.

송창석

(2011)

협동적인 사고를 통해 참여자들의 문

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토론교육연구소

(2007)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서로 의견을 일치하려는

비형식적 대화 방법이다.

정문성

(2004)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을 교환하여 어

떤 주제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학습하는 말하기 듣기 활동이다.

연구자 정의

브리테니커 사전

(2016)

어떤 문제에 대해 두 명 이상의 개인

이나 집단이 주장이나 이론을 뒷받침

할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로 대결하는

것이다

다음 국어사전

(2016)

어떤 문제에 대한 정당함을 논하기 위

해서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내세우는

활동이다

잘 할 수 있다. 또한 수학 토의․토론수업은 학생들

간의 생각을 듣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며 수학적

아이디어를 획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토론하기는 학

습내용을 기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토론하기는 추론능력을 신장시킨다. 학생들은

자신의 수학적 아이디어를 토론을 통해 설득하고 수정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서로의 생각을 듣고

나타내는 활동을 통해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추론능력

을 신장시킬 수 있다.

넷째, 토론하기는 수학 교실에서 인성적 요소를 발

달시킬 수 있다. 수학 교실에서 토론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메모하며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 타인의 의견을 인정하고 배려

하는 습관, 협동력을 기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

상으로 수학 수업에 토의·토론을 기반으로 한 교수·학

습과정안을 개발, 적용하여 수학 학업성취도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가. 실험집단이 참여한 수학 토의․토론수업은 일반

강의식 수업을 한 비교집단보다 수학 학업성취도

(도형영역) 신장에 효과가 있는가?

나. 실험집단이 참여한 수학 토의․토론수업은 일반

강의식 수업을 한 비교집단보다 수학적 태도에 미

치는 영향이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토의․토론의 개념

토론과 토의는 다른 개념이지만 토론을 토의에 포

함되는 개념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많다(전명남, 2006).

다음 [표 1]은 여러 연구자와 사전에서 정의한 토의의

개념을 정리하였다(정문성, 2013;13에서 재인용). 본 연

구에서 토의의 개념은 수학적 문제 상황을 의사소통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나누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찾

아가는 과정이다.

[표 1] 토의의 개념

[Table 1] Concept of Discussion

다음 [표 2]는 여러 연구자와 사전에서 정의한 토론

개념을 정리하였다(정문성, 2013;14에서 재인용). 본 연

구에서 토론의 개념은 수학적 문제 상황을 의사소통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며 논의하는

과정이다.

[표 2] 토론의 개념

[Table 2] Concept of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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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이성영·

서혁·박수자

(1998)

어떤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기 위해서

두 사람 이상이 모여 함께 사고의 과

정을 거치는 논의활동이다

송창석

(2011)

찬성과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어

떤 논의 주제에 대하여 타당한 근거를

발표하고 상대방의 논거가 이치에 맞

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하기의 한

형태

정문성

(2004)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 타당한 근거와 증명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여 상대

방을 설득하는 말하기, 듣기 활동이다

이처럼 토의와 토론의 개념은 다르다. 하지만 학교

수업에서 사용되는 토의와 토론은 수업목표를 성취하

기 위한 수단이므로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따라

서 학교 수업에서는 토의와 토론이라는 용어를 분리하

지 않고 함께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겠다.

2. 수학적 지식 토의․토론하기

1) 수학적 개념

수학적 개념은 수학에 대한 하나 이상의 관계에 기

본이 되는 개념이나 생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분의

일은 두 가지 개념이 기본이 된다. 하나는 전체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둘째, 이 두 부분은 각각 전체

의 반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수학적 개념을 이

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토의·토론을 촉진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김진호 외, 2016).

첫째, 토의·토론수업으로 수학적 개념을 탐구한다.

둘째, 토의·토론수업으로 수학적 개념 간의 연결성

을 찾는다.

셋째, 토의·토론수업으로 오개념과 오류를 찾는다.

2) 계산 절차

계산 절차는 전략과 알고리즘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타낼 수 있다. 계산 알고리즘은 일정한 종류의

계산을 적절히 행하는데 이용하는 일반화된 단계들의

과정을 말한다. 알고리즘은 똑같은 과정으로 다양한

계산을 실행하고, 정확한 결과를 효율적으로 산출하는

데 사용된다. 계산 전략이란 동일한 계산에서 주어진

수를 조작하여 더 쉽게 계산하려는 방법을 말한다. 이

는 계산 전략을 수행하는 단계에서 계산에 포함된 수

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리즘과는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략과 알고리즘을 활용하

기 위한 토의·토론을 촉진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김진호 외, 2016).

첫째, 토의·토론수업으로 계산 절차를 탐구하고 서

로 가르친다.

둘째, 토의·토론수업으로 계산 개념과 절차 간의 연

결성을 찾는다.

셋째, 토의·토론수업으로 수 감각적 기능을 개발한

다.

3) 풀이방법과 문제해결전략

풀이방법과 문제해결전략은 토의․토론수업을 할

때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대해 말함으로써, 지나

친 일반화와 오개념을 드러내고 이전에 배웠던 수학

개념에 대한 부족한 점을 알게 한다(김진호 외, 2016).

이를 위해 토의․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때 풀이

방법을 서로 설명함으로써 수학적 힘을 기를 수 있다.

그리고 풀이방법을 비교하고 일반화하여 학생들의 수

학적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학생들이 풀이

방법과 문제해결전략을 수학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토의·토론수업으로 문제를 이해한다.

둘째, 토의·토론수업으로 풀이 방법을 설명할 수 있

다.

셋째, 토의·토론수업으로 문제해결전략에 대한 지식

을 확장할 수 있다.

넷째, 토의·토론수업으로 풀이방법을 일반화할 수

있다.

4) 수학적 추론

추론이란 이미 알고 있는 판단으로부터 새로운 판

단을 이끌어내는 사유작용이다(우정호, 2000). 학생들

은 연역적, 귀납적, 대수적 추론을 통해 기존에 가진

지식을 새로운 문제에 적용하고 해결할 수 있다. 이러

한 전략으로 추론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김진호 외, 2016).

첫째, 토의·토론수업으로 연역적으로 추론한다.

둘째, 토의·토론수업으로 귀납적으로 추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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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토의·토론수업으로 대수적으로 추론한다.

5) 수학적 용어

학생들은 수학문제를 해결할 때 더하기, 빼기, 원주

율과 같은 수학적 용어에 익숙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수학적 용어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토의․토론수업

을 통해서 다양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

다. 이러한 학생들이 수학적 용어를 학습하는데 도움

을 줄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토의·토론수업으로 서로 다른 용어의 의미를

구별한다.

둘째, 토의·토론수업으로 지식을 확장시킬 수 있다.

셋째, 토의·토론수업으로 용어에 대한 이해를 형성

하고 확장할 수 있다.

넷째, 토의·토론수업으로 기호의 의미를 계발할 수

있다.

3. 수학 토의․토론학습 방법

수학 토의․토론학습의 방법은 수업목표, 집단구성

에 따라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 수학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토의․토론학습의 방

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김혜숙 외 7인, 2011).

1) 브레인라이팅

학생들이 한사람도 빠짐없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

여 토의·토론에 참여하도록 한다. 브레인스토밍과 비슷

한 점이 있지만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포

스트잇에 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록한다. 둘째,

학생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다.

셋째, 포스트잇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작성해야하기 때

문에 무임승차가 어렵다. 넷째, 학생들은 한 가지 아이

디어에 집중하는 것보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어 토의·토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토론 절차는

주제 제시, 포스트잇에 개인 의견 기록하기, 의견 분류

하기, 의견 발표 후 공유하기로 전개된다.

2) 브레인스토밍

브레인스토밍은 동기유발, 문제 해결 방법, 계획 설

정, 주제 설정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다양

한 아이디어를 생성시키기 위해서 비판금지, 자유로운

의견 제시, 많은 양의 아이디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결합이 가능한 네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토론 절

차는 주제선정, 개인별 아이디어 생성, 주제 해결 방법

토의, 최종 아이디어 결정으로 전개된다.

3) 포토스탠딩 토론

포토스탠딩 토론은 주제와 관련된 사진을 선택하여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만들어 토론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경험한 사진을 통해 수

학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로 만들 수 있다. 이를 통

해서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토론 절차는 주제 선정 제시, 모둠별 사진 선택, 학생

개인별 주제 및 사진과 관련된 이야기 만들기, 모둠별

이야기 만들기로 전개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제

와 문장이 논리적으로 연결되도록 교사의 지도가 필요

하다.

4) 신호등 토론

신호등 토론은 빨간색, 노란색, 녹색 카드를 사용하

여 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카드를 사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현하

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비교하며 고

차적인 사고를 경험하게 된다.

5) 피라미드 토론

피라미드 토론은 개인과 개인, 두 학생과 두 학생,

모둠과 모둠 간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하나로 수렴해

가는 방법이다. 모든 학생들이 토론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다양한 의견에 대한 판단능력도 신장시킬 수 있

다. 또한 인성적인 측면에서 타인의 의견을 듣고 더

좋은 의견으로 절충해가며 배려하는 자세도 기를 수

있다.

6) P.M.I 토론

P(Plus)는 긍정적인 면, M(Minus)은 부정적인 면,

I(Interesting)는 흥미로운 점으로 세 가지 대안을 찾아

보는 활동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토론 방법이다.

학생들은 이 방법을 통해서 수학적 문제를 해결할 때

다양한 의견을 비판적으로 사고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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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전

검사

실험

처치

사후

검사

실험

집단

O1
X1

O₃

O2 O2

비교

집단

O1
X₂

O1

O2 O2

단원 차시 학습내용 토의․토론 주제

3.

각도

와 삼

각형

1~2/

13
각의 크기

비교하기

두 부채 갓대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

까?
3/13

각의 크기 재기
각도기로 각도를 어떻게 잴 수

있을까?

[표 5] 토의․ 토론 주제

[Table 5] Discussion·debate topic

7) 모서리 토론

모서리 토론은 네 가지의 선택지를 만들어 한 가지

를 선택한다. 그리고 같은 의견을 선택한 학생들과 함

께 모여서 타당한 근거를 만들어가는 토론 방법이다.

이 토론은 학생들의 반성적 사고를 통한 합리적 선택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토론 절차는 네 가지의 모

서리 선택지 제시, 모서리 선택하기, 각 의견이 모여

근거 강화하기, 모서리 별 근거 제시 후 전체 토론하

기, 최종 선택하기로 진행된다.

8) 개념탐구 토론

이 방법은 학생들이 수학적 개념의 예와 반례를 통

해 귀납적으로 이해하는 토론이다. 이 활동은 학생들

이 자신이 생각한 수학적 개념이 올바른 것인지 반성

하고 개념을 명료화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토론 절차

는 수학적 개념 제시, 개념의 예와 반례 찾기, 개념 정

의하기, 토론하기, 수학적 개념 다시 정의하기로 진행

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으로 전라남도에 소재한 J초등학교 4학

년에서 교과수준 진단평가에서 동질집단으로 판정된 2

개 학급을 선택하여 17명(실험집단), 17명(비교집단)을

대상으로 총 34명을 선정하였다.

[표 3] 연구 참여자

[Table 3] Research participants

성별
집단

실험 집단 비교 집단 계

남 9 7 14

여 8 10 18

계 17 17 34

2.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 실험집단은 수학 토의․토론수업 중심

의 교수학습을 하였고 비교집단은 일반 강의식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학 학업성취도검사는 전남교육청에서

개발한 진단평가와 성취도 평가지로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에 동일한 주제와 수준을 구성하여 다른 문항지를

구성하였다. 수학 학습태도는 한국교육개발원(1992)에

서 연구하여 만든 수학적 태도 검사도구로 두 집단에

서 동일한 시점에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수학 토의․토론수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학

업성취도와 수학 학습태도를 이용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표 4]와 같이 비동등성 사전-사후검사 비

교집단설계(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를

하였다.

[표 4] 연구 설계

[Table 4] Research design

X1 : 수학 수업 시간에 토의․토론 실시

X₂: 일반 강의식 수업 실시

O1 : 수학 학업 성취도 검사

O2 : 수학적 태도 검사

3. 연구 실행

가. 토의․ 토론수업 주제

다음 [표 5]는 4학년 1학기 총 6단원 중에서 3단원

각도와 삼각형의 각 차시별 토의․토론수업 주제를 선

정하였다. 다양한 토의․토론수업 방법을 활용하여 수

업시간에 토의․토론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하였으며 기

본적인 학습 내용은 교과서에 제시된 것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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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하위 요소 문항번호

자아

개념

우월감과 열등감 1, 8, 17, 24, 32

자신감과 자신감 하락 3, 11, 20, 28, 36

태도

흥미와 흥미 감소 2, 10, 18*, 26, 35

목적의식과 목적의식 감소 5, 13
*
, 22, 29, 38

성취동기와 성취동기 감소 7, 14, 23
*
, 31, 40

학습

습관

주의집중 4, 12, 19, 25, 34*

자율학습 6, 15, 21, 30, 37*

학습 기술 적용 9, 16, 27, 33, 39

4/13 각을 크기에

따라 분류하기

각을 크기에 따라 어떻게 분류

하면 좋을까?
5/13 크기가 주어진

각 그리기

크기가 직각인 각을 어떻게 그

릴 수 있을까?
6/13

각의 크기 어림

하기

부채 갓대로 주어진 각도를 어

림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7/13 각도의 합과 차

구하기

두 각도의 합과 차는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8/13 삼각형의 세 각

의 크기의 합

알아보기

삼각형의 모양이 틀려도 세 각

의 크기는 같다.

9/13 사각형의 네 각

의 크기의 합

알아보기

사각형의 모양이 틀려도 네 각

의 크기는 같다.

10/13삼각형을 각의

크기에 따라 분

류하기

각의 크기에 따라 삼각형을 어

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11/13삼각형을 변이

길이에 따라 분

류하기

정삼각형은 이등변삼각형일까?

12/13
이등변삼각형의

성질 알아보기

이등변삼각형에서 두변 길이가

같은 것 외에 다른 성질은 무

엇이 있을까?
13/13

정삼각형의 성

질 알아보기

자와 컴퍼스를 이용해서 어떻

게 정삼각형을 그릴 수 있을

까?

4. 검사 도구

가. 수학 학업성취도

본 연구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측정은 검사도구

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전남교육청이 개발

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사용하였다. 사전 수학 학업성

취도 검사는 도형 영역 ‘3.각도와 삼각형’의 학습요소

를 포함한 검사 문항이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평가

내용과 채점 기준은 실험집단, 비교집단 모두 동일하

게 적용하였다.

사후 수학 학업성취도 검사는 실험 집단에 수학 토

의․토론수업을 적용한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전 검사

와 동일하게 4학년 1학기 학습내용 중 도형 영역 ‘3.각

도와 삼각형’의 학습요소를 포함한 검사 문항이 10문

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검사소요 시간은 40분으로 사전

검사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본 도구의 점수는 각 문항에 대한 정답 유무를 오

답의 0점, 정답의 4점으로 환산하여 점수범위는 최저 0

점에서 최고 10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학학

업성취도가 높다.

나. 수학적 태도 검사 도구

본 연구에서 학생들의 수학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

해 한국교육개발원(1992)에서 개발한 학습에 대한 수

학적 태도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표 6] 수학적 태도 도구의 하위영역

[Table 6] Sub-areas of mathematical attitude tools

*역환산 문항

본 검사 도구는 [표 6]과 같이 수학에 대한 자아개

념 영역 10문항, 수학에 대한 태도 영역 15문항, 수학

에 대한 학습습관 영역 15문항으로 총 40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1점‘전혀 그

렇지 않다’에서 5점‘항상 그렇다’까지 점수화 하였고,

13번, 18번, 23번, 34번, 37번의 5문항은 수학 학습태도

에 대한 부정문항으로 역으로 환산하였다. 본 도구의

점수범위는 최저 40점에서 최고 200점으로 점수가 높

을수록 수학 학습태도가 좋음을 알 수 있다.

다. 수학 토의․토론수업의 사례

초등학교 4학년 수학 3단원 각도와 삼각형의 한 차
시 토의․ 토론수업을 예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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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4-1-3. 각도와

삼각형
차시 1/12 교과서 78～79쪽

주제 각의 크기 비교하기
토론기

법

정보수집토론,

브레인스토밍

학습 목표

∘각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각의 크기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이를 토론할 수 있다.

토론 주제 ∘각의 크기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수업의

흐름

원리탐구수업모형 : 새로운 문제 상황 제시→

수학적 원리가 내재된 조작활동→수학적 원리

의 형식화→토론 및 적용→정리 및 평가

교수․학습

자료
∘토론활동지, 부채 갓대

단
계
학습
요소

교수․학습 과정
유의점․
자료

도

입

5′

동기

유발

하기

학습

문제

확인

하기

◉ 스토리텔링으로 학습상황 제시하

기

효관, 보경, 경준이가 부채문

화관에 체험학습을 갔습니다.

펼쳤다 접는 부채를 만들기

위해 부채 갓대를 만들었습니

다. 세 명의 학생들이 부채 갓

대를 펼치고 접으면서 각의

크기를 비교했습니다.

◦어떤 친구 부채 갓대의 각 크기가

가장 클까요?

- 경준이의 부채 갓대 각의 크기가

가장 큽니다.

- 보경이와 경준이 부채 갓대 각의

크기가 비슷해 보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나요?

- 눈으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 학습문제 알아보기

각의 크기를 비교해보자.

스토리
텔링으로

실생활의

상황을 수

학적으로

읽고 사고

하여 학습

문제를 도

출할 수

있도록 돕

는다.

㉶ PPT

전

개

32′수학적

원리가

내제된

조작활

동

◉각의 크기 직접 비교하기

◦보경이와 경준이가 만든 부채 갓

대 각의 크기를 짝과 비교해보세

요. 어느 부채의 각이 더 큰지 한

눈에 알 수 있나요?

- 한눈에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 토론주제 정하기

◦교사와 학생의 문답을 통해 토론

주제 정하기

두 부채 갓대가 이루는 각

의 크기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부채 갓대 각의 크기를 어떻게 비

교할 수 있는지 모둠 의해봅시다.

학생들에
게 다른 친

구의 의견

을 메모하

면서 듣도

록 한다.

㉶부채갓

대

수학적

원 리

형식화

하기

- 제 부채 갓대를 가지고 다른

친구의 부채 갓대에 겹쳐 봅니다.

- 종이 위에 부채갓대 각의 크기를

그대로 그려서 비교합니다.

- 사진을 찍어서 비교해봅니다.

◦각 모둠의 2명의 학생은 정보수집

가가 되어서 다른 모둠의 의견을

조사해옵시다. 남은 2명은 다른 모

둠에서 온 정보수집가들에게 자신

의 모둠 의견을 설명해줍니다.

◦정보수집가들은 자신의 모둠으로

돌아와 다른 모둠 의견을 알려주고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선택합니

다.

◉ 간접 비교하기

◦어떤 방법으로 각의 크기를 비교

할 수 있을까요?

- 투명종이에 각을 그려서 투명종

이를 옮기며 비교합니다.

◦투명종이를 사용해서 두 각의 크

기를 비교해봅시다.

- 투명종이에 각을 그려서 겹쳐보

니 보경이 부채 갓대 각보다 경준

이의 각 크기가 더 큽니다.

◉ 임의의 단위로 각의 크기 비교하

기

◦다른 방법으로 각의 크기를 비교

할 수 있을까요?

- 일정한 크기의 각을 사용해서 그

각의 크기가 부챗살 사이에 몇 번

들어가는지 세어 볼 수 있습니다.

정보수
집 토론기

법(짝, 모

둠→전체

활동)

㉶활동지

 모둠 활

동하며 결

과를 기록

한다.

빨리 끝낸

학생은 결

과표를 작

성하고 짝

과 방법에

대해 토의

한다.

정

리

3′

학습내

용 정

리하기

◉ 학습내용 정리하기

◦오늘 수업을 한마디로 정리해 봅

시다.

- 각의 크기가 일정한 부채 갓대를

사용해서 각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 토론주제를 정하여 서로의 생각

을 설명하고 질문하는 방법으로 공

부하니 더 깊이있게 생각하게 되

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각의 크기를 재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통해 알게

된 사실,

생각 , 느낌

을 수학적

으로 표현

하여 학습

한 내용을

정리하도

록 한다.

[표 7] 토의․토론수업 교수학습과정안
[Table 7] Discussion·debate instruction plan

Ⅳ. 연구결과 및 분석

1. 학업성취도 검사 결과

연구문제‘수학 토의․토론수업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일반 강의식 수업을 한 비교집단보다 수학 학업성취도

(도형영역) 신장에 효과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학업성취도 사전․사후 검사를 시행하여 결과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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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가. 전체 학업성취도

1) 사전 검사 결과

수학 전체 영역을 25문항 100점으로 평가한 학업성

취도의 사전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8] 전체 영역 학업성취도에 대한 사전 검사 결과 비교

[Table 8] Comparison of pre-test results on overall

achievement

집단

M

(사전검사

평균)

SD

(표준편

차)

t

p

(유의

확률)

실험집단

(n=17)

70.82 18.67 -0.6

1

.55

비교집단

(n=17)

73.65 19.70

*p>.05

정규 분포를 가정한 두 집단의 토의․토론수업 시

행 전 동질성을 검증을 한 결과, [표 8]과 같이 수학학

업성취도 사전 평균점수는 실험집단은 70.82점, 비교집

단은 73.65점이었으며, 표준편차는 실험집단이 18.67점,

비교집단은 19.70점이었다. 수학 학업성취도에 대한 사

전 동질성 검증을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검증한 결과

p값이 .05보다 크므로 사전점수에서 두 집단은 차이가

없는 동질한 집단 인 것을 알 수 있었다(t=-0.61,

p=.55).

2) 사후 검사 결과

두 집단 간의 사전 동질성 검증을 바탕으로 수학

전체 영역을 25문항 100점으로 학업성취도를 사후 평

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9] 전체 영역 학업성취도에 대한 사후 검사 결과

비교

[Table 9] Comparison of post-test results on overall

achievement

집단
M

(사후평균)

SD

(표준편차)
t

p

(유의확률)

실험집단

(n=17)
80.76 19.01

1.07 .291
비교집단

(n=17)
75.65 20.54

*p>.05

실험집단의 토의․토론수업 후 수학 학업성취도 평

균은 [표 9]와 같이 토의․토론 수업 전 70.82점에서

수업 후 80.76점으로 증가하였지만, 비교집단은 73.65

점에서 75.65점으로 미미하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 비교는 통계적으로 유의확률이

0.291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나. 도형영역 학업성취도

1) 사전 검사 결과

학업성취도의 도형 영역을 10문항 40점으로 평가한

사전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0] 도형영역 학업성취도에 대한 사전 검사 결과

비교

[Table 10] Comparison of pre-test results on academic

achievement in graphic area

변수
M

(사전평균)

SD

(표준편차)
t

p

(유의확률)

실험집단

(n=17)
16.94 4.93

-0.32 .75
비교집단

(n=17)
17.41 7.09

*p>.05

도형영역에서의 정규 분포를 가정한 두 집단의 토

의․토론수업 시행 전 동질성을 검증을 한 결과, [표

10]과 같이 수학학업성취도 사전 평균점수는 실험집단

은 16.94점, 비교집단은 17.41점이었으며, 표준편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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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집단 M SD t p

전체

(만점200)

실험집단(n=17) 117.76 9.89
1.94 .06

비교집단(n=17) 112.12 8.55

자아개념

(만점50)

실험집단(n=17) 28.47 3.08
1.89 .06

비교집단(n=17) 26.20 3.70

태도

(만점75)

실험집단(n=17) 47.12 4.12
1.99 .07

비교집단(n=17) 45.81 3.72

학습습관

(만점75)

실험집단(n=17) 41.53 4.67
1.95 .06

비교집단(n=17) 40.75 3.65

실험집단이 4.93점, 비교집단은 7.09점이었다. 도형영역

의 수학 학업성취도 사전 동질성 검증은 p값이 .05보

다 크므로 사전점수에서 두 집단은 차이가 없어 동질

하였다(t=-0.32, p=.75).

2) 사후 검사 결과

도형 영역을 10문항 40점으로 평가한 학업성취도의

사후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1] 도형영역 학업성취도에 대한 사후 검사 결과

비교

[Table 11] Comparison of post-test results on academic

achievement in graphic area

집단
M

(사후평균)

SD

(표준편차)
t

p

(유의확률)

실험집단

(n=17)
30.79 5.78

2.53 .014
비교집단

(n=17)
25.88 9.76

* p<.05

도형영역에서의 학업성취도 평균은 [표 11]과 같이

실험집단은 토의․토론수업 전 16.94점에서 토의․토

론수업 후 30.79점으로, 비교집단은 17.41점에서 일반

강의 수업 후 25.88점으로 증가하였고, 두 집단 간의

검사결과 비교는 통계적으로 유의확률이 0.014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이 검증 결과를 통해서 수학 토의․토론수

업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일반 강의식 수업을 한 비교

집단보다 수학 학업성취도(도형영역) 신장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수학적 태도 검사 결과

연구문제 “수학 토의․토론수업에 참여한 실험집단

은 일반 강의식 수업을 한 비교집단보다 수학적 태도

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학적

태도 사전․사후 검사를 시행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가. 수학적 태도 사전 검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수학적 태도 사전 검사 결

과는 다음과 같다.

[표 12] 수학적 태도에 대한 사전 검사 결과 비교

[Table 12] Comparison of pre-test results for

mathematical attitude

*p>.05

정규 분포를 가정한 두 집단의 토의․토론수업 시

행 전 수학적 태도의 동질성을 검증을 한 결과, [표

12]와 같이 수학적 태도(t=1.94, p=.06)는 동질하게 나

왔다. 수학적 태도 사전 평균점수는 실험집단은 117.76

점, 비교집단은 112.12점이었으며, 하부영역의 평균 점

수로 자아개념은 실험군의 28.47점, 대조군의 26.20점,

태도는 실험군의 47.12점, 대조군의 45.81점, 학습습관

은 실험군의 41.53점, 대조군의 40.75점이었다. 이를 통

해 수학적 태도 사전검사 결과는 통계적으로 동질 집

단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나. 수학적 태도 사후검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수학적 태도 사후 검사 결

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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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집단 M SD t p

전체
실험집단(n=17) 136.76 18.97

7.86 .001
비교집단(n=17) 106.97 11.79

자아개념
실험집단(n=17) 33.52 3.08

4.75 .001
비교집단(n=17) 26.21 6.05

태도
실험집단(n=17) 56.24 6.30

12.97 .001
비교집단(n=17) 40.06 3.63

학습습관
실험집단(n=17) 47.00 7.99

5.40 .001
비교집단(n=17) 38.41 4.71

[표 13] 수학적 태도에 대한 사후 검사 결과 비교

[Table 13] Comparison of post-test results on

mathematical attitudes

* p<.05

실험집단의 토의․토론수업 후 수학적 태도 전체

평균은 [표 13]과 같이 토의․토론 수업 전 112.12점에

서 136.76점으로 증가하고, 비교집단은 117.76점에서

106.97점으로 감소하였다. 수학적 태도의 하위영역인

수학교과에 대한 자아개념 점수에서 실험집단은 토

의․토론수업 시행 전 28.47점에서 시행 후 33.52점으

로 증가하였지만, 비교집단은 26.20점에서 일반 강의

수업 후 26.21점으로 크게 차이가 없었다. 수학 교과에

대한 태도영역점수는 실험집단은 47.12점에서 토의․

토론수업 후 56.24점으로 증가하였지만, 비교집단은

45.81점에서 40.06점으로 감소하였다. 수학교과에 대한

학습습관영역 점수에서 실험집단은 41.53점에서 47.00

점으로 증가하였지만, 비교집단은 40.75점에서 38.41점

으로 감소하였다.

수학 학습태도에 대한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7.86, p<.001).

그리고 수학 학습태도의 하위영역에서 자아개념

(t=4.75, p<.001), 태도(t=12.97, p<.001), 학습습관

(t=5.40, p<.001)도 두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토의․토론 수업이

수학적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Ⅴ. 결론 및 제언

연구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학수업에서 토의 토론 수업은 학생들의 수

학 학업성취도의 고취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홍지연(2010)은 수학과에서 토의 토론수업의 필요성과

활용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토의 토론

수업은 학생의 수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수학적 개념에 대한 이

해도를 높이고 추상적 사고능력을 신장시킨다고 하였

다. 윤희정(2012)은 토의 토론수업은 학생의 학업성취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개념을 응용하

여 문제를 적용하는 능력에서 학생들이 논리적 사고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수학적 개념의 이해를

심화시킨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토의 토론수업이 학업성취도

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 학업성취도 결과와 도형 영역

의 성취도 결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수학적 태도는

하위요소 영역별로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토의 토론수업이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에게 학

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토의 토론 수업은 수학적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에 더욱 효과적이다. 일반 강의식 수업

을 받은 집단의 수학 학습태도 점수가 낮아졌지만, 토

의 토론 수업을 받은 집단은 학습태도점수가 높아졌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일반 강의식 수업

에서는 교사가 주도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지만 토의 토

론수업에서는 학생이 직접 참여하여 질문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통해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수학 토의·

토론수업은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생각을 소통하는 기

회를 제공하고, 학생 스스로 수업에 참여하여 학습에

흥미와 성취동기를 증가시켜 태도를 신장시킨다는 사

실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수학 교실에

서는 토의·토론을 통해 수학의 기쁨을 느끼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여 답을 찾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수학교육의 방법론적인 변화

가 필요하고, 수학 토의·토론수업이 보편화될 수 있도

록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일반 강의식 수업을 적용한

비교집단보다 토의·토론수업을 적용한 실험집단의 학

업성취도와 태도가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

다. 그러나 본 연구는 도시권이 아닌 농촌의 초등학교

4학년 3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분석한 것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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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통계적으로 좀 더 유의미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과 성별, 학년을 비교, 분석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도형영역을 중심으로 토의·토

론수업을 진행하여 학업성취도와 태도의 변화를 알아

보았기 때문에 이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무리가 있다.

따라서 수학의 규칙성, 수와 연산, 확률과 통계, 측정

영역에 토의·토론수업을 적용하고 학생들의 추론, 문제

해결,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토의·토론 주

제를 만드는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현장에서 토의·토론 수업을 적용하기 위해서

는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안에서 수학적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허용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발문과 교수

학습방법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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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debate and discussion instruction in 
mathematics class on mathematics study achievements and attitudes in elementary school. To conduct 
the research, two classes were verified as the homogeneous groups by a preliminary examination on 
the fourth grade of J elementary school. After mathematics class, the subjects were conducted the 
same mathematics study achievement and attitude tests in two groups and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t-test. Accordingly, debate and discussion instruction in 
mathematics class is more effective than regular lecture method instruction. debate and discussion 
instruction in mathematics classes are believed students will participate in the question and understand 
the mathematical principles and concepts themselves through action to solve the problem and 
influenced I have a positive attitude towards mathemati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