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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패턴의 일반화는 대수 도입의 중요한 경로로서 대수적 사고의 근본이

된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도 초등학교에서 ‘규칙성과 함수’ 영역을 중

심으로 패턴의 규칙성을 찾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의

‘수열’ 영역에서 수 패턴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패턴의 일반화의 중요성

에 비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연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초

등학교에서도 일반화의 관점 보다는 규칙성을 찾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

져있다. 고등학교에서도 수 패턴에만 집중되어 있어 패턴의 일반화 보다

는 오히려 형식적인 알고리즘에 의한 기계적인 계산 위주의 학습이 이루

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과

정과 연계하여 수직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패턴의 개발과 이를 위한 연

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쌓기나무는 유아기의 유희

놀이 대상으로서 쉽게 접할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서도 다루어지는 소

재로서 학습자들에게 매우 친숙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각적 패턴

의 하나인 쌓기나무 패턴의 일반화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실제로 쌓기

나무 패턴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거의 연구된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쌓기나무 패턴 과제를 개발하고 이를 영재와 일반 학

생들에게 제공하여 쌓기나무 패턴의 일반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마이크로월드 기반 쌓기나무 패턴 활동 설계를

통해 학습자의 학습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그 변화를 관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수학사에서 중요한 개념인 도형수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이를 쌓기나무 패턴으로 표현하여 패턴 과제를 개발하였다. 더불어

이 쌓기나무 패턴이 교육과정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거쳐 어떠한 영역

과 연계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쌓기나무 패턴 과제를 가지고

영재와 일반 학생들에게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그들의 쌓기나무 패턴의

일반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일반화 전략과 일반화 수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한편, 마이크로월드 기반 쌓기나무 패턴 활동에 대한 설계를

통해 이를 영재와 일반 학생에게 적용하여 그 변화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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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쌓기나무 패턴은 초, 중, 고등학교의 여러 영역과 수직적으로

연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역 내에서도 수평적으로 기초부터 심

화까지 다룰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영재와 일반 학생들은

쌓기나무 패턴 과제를 해결하는데 다양한 일반화 전략을 사용하였으며

여러 일반화 수준에 분포되어 있었고 영재와 일반 학생 간의 차이도 확

인할 수 있었다. 한편, 마이크로월드 환경은 영재와 일반 학생에게 유의

미한 변화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쌓기나무 패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쌓기나무 패턴의 일반화에 관한 초기 연구로서 앞으로

쌓기나무 패턴에 대한 더 많은 개발과 마이크로월드 기반 쌓기나무 패턴

활동 설계를 발전시키는데 밑바탕이 될 것이다.

주요어 : 패턴의 일반화, 마이크로월드, 쌓기나무, 도형수

학 번 : 2010-2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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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패턴의 일반화(generalization of patterns)1)는 대수적 사고의 근본이며

기본 체계라는 인식은 대수의 역사적 전개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수학교

육 연구자들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Lee(1996)는 대수, 실제로 수학의 모

든 것은 패턴의 일반화에 관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Mason(1996)은 일반

성 표현은 대수의 근본인 동시에 대수 도입의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고

하였다. 또한, Radford(2010)는 패턴의 일반화가 학생들을 위한 대수 학

습에 있어서 중요한 경로 중 하나로 고려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패턴의

일반화에 관한 연구는 대수 도입의 한 방법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 자체

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실제로 대수를 도입하는 과정은 일반화를 통한 도입, 문제 해결을 통

한 도입, 모델링을 통한 도입, 함수적인 상황을 이용한 도입 등 다양하다

(Bendzarz et al., 1996). 그 가운데 전통적인 대수 도입 방법은 대수 기

호를 형식적으로 도입하는 것인데, 이는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고 이를 통해 대수적 사고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김성준, 2003). 따라서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

로 패턴의 일반화를 통한 대수의 도입이 부각되고 있다. 즉, 대수 교육과

정에서 패턴들을 표현하면서 일반적인 규칙을 인식하고 설명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 7차 교육과정

에서 ‘규칙성과 함수’ 영역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패턴활동을 지도하고 있다(강현영, 2007). 그러나 이러한 패턴 활동은 초

1) '패턴의 일반화'는 generalization of patterns(Rina & Peter, 2002; Raford, 2006),

pattern generalization(Mitchell & Sunae, 2007; Duncan, 2008; Rivera, 2010; Radford,

2010), generalization in pattern activity(Lannin, 2005; Radford, 2010), generalizing

patterns(Tanisli & Ozdas, 2009) 등 그 표현이 다양하나 본 논문에서는 패턴의 일반화로

번역하여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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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에서는 규칙성과 함수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에서 문자와 식을 학습하는 것과 그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학생들은 패턴을 인식하고 패턴에서 발견한 관계와 규칙들을 대수

학습과 관련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대수의 역사적 전개에서

처럼 패턴과 그 관계에 대한 인식이 대수 학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김성준, 2003). 또한, 고등학교에서

는 수 패턴인 ‘수열’의 개념만을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그마저 등차

수열, 등비수열 등 정형화된 패턴만을 다루고 있다. 결국 패턴의 일반화

는 그 중요성에 비해 교육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입되지도 않고 있으며

초, 중, 고등학교의 연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

해, 김성준(2003)은 대수에서 사고와 추론을 강조한다고 할 때, 대수는

패턴과 그 일반화를 통해 변수, 대수식, 방정식을 비롯한 학교 대수의 여

러 주제들과 연결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연결할 수 있

는 패턴활동으로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쌓기나무를 소

재로 쌓기나무 패턴 과제를 개발하며 이를 초등학교의 규칙성과 함수,

중학교의 문자와 식, 고등학교의 수열의 귀납적 정의, 수열의 합 등 교육

과정의 여러 주제들과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

때 쌓기나무 패턴과제는 수학사에 기반을 두고 있는 ‘도형수’ 개념에 근

거하여 개발하고자 한다.

한편, 패턴의 일반화에 관한 여러 연구는 패턴 과제를 제시하고 패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어떻게 일반화를 시도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패턴의 일반화의 연구는 패턴 자체를 인식하는 측면에 집중하느

냐 패턴의 일반화의 과정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패

턴 자체를 인식하는 측면에 집중한 연구들은 패턴 과제를 제시한 후 학

습자들이 패턴 자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갖고 이를 인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Duval, 1995; Samson, 2008). 이러한

연구는 패턴을 인식하는 측면이 강조되기 때문에 수 패턴 보다는 점, 성

냥개비 등을 이용한 시각적 패턴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학습자들의

패턴의 일반화 과정에 집중한 연구들은 패턴의 일반화 과정에서 학습자

들이 어떤 일반화 전략을 사용하는가(Stacey, 1989; English & War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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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Healy & Hoyles, 1999; Swafford & Langrall, 2000; Lannin, 2005)

를 분석하거나, 자신의 일반화를 어떻게 정당화 하는가(Lannin, 2005)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패턴의 일반화에 있어서 일반화 과정을 일

련의 단계로서 제시하기도 하였다(Ishida, 1997; Stacey, 1989;

Friedlander, 1989). 이러한 일반화 단계에 관한 연구는 여러 패턴 과제를

제작하기 위한 제작 원리를 제공하는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Radford(2006)는 패턴의 일반화에 있어서 학습자의 수준 또는 층의 개념

을 이론적으로 도입하여 일반화 수준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인식론과

기호론적인 영역에서 비대수적 일반화(산술적 일반화)와 대수적 일반화

를 구별하고 대수적 일반화의 특징을 제시하였으며 대수적 일반화의 유

형분류체계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여러 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영재와 일반 학생에게 쌓기나무 패턴 과제를 제시하고 패턴의 일반화의

과정을 일반화 전략과 수준 측면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두 집단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고찰한다. 즉, 쌓기나무 패턴의 일반화 과정에서

영재와 일반 학생들이 사용하는 일반화 전략은 무엇이며 이들의 일반화

수준은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두 집단의 차이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

다.

위에서 언급한 패턴의 일반화에 관한 여러 연구는 공통적으로 학습자

의 일반화 과정을 현상학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

나 이러한 현상학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와 달리 학습자들이 패턴의 일반

화를 적극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거나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연구

는 많지 않았다. 즉, 학습자들이 패턴 활동에 있어서 적절한 일반화 전략

을 제공한다거나 정당화할 수 있는 방법, 학습자들의 일반화 수준을 상

승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안하는 등의 연구는 많지 않았다. 물론 일차

식 패턴 탐구를 위해 스프레드시트와 같은 공학적 도구를 활용한 연구

(Stacey, 1989; Friedlander, 2001)가 있었으나 이는 일차식 패턴에 제한

되어 있다. 실제로 일차식 패턴을 제외한 다른 패턴을 소재로 패턴 활동

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공학적 도구는 거의 없다. 특히

시각적 패턴에 대하여 강현영(2007)은 시각적 패턴 활동과 대수적 문자

와 식을 연결하고자 하는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시도되고 있지 못하

며 학교 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역시 거의 없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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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하였다. 또한 김성준(2003)은 패턴의 일반화를 보다 쉽고 구체적

인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교육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마이크로월드 기반 쌓기나무 프로그램(조한혁, 2003)

은 현재 일차식 패턴에 제한되어 있는 패턴의 일반화에 관한 연구를 확

장하여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패턴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적절한

환경을 제공한다. 특별히 마이크로월드 기반 쌓기나무 프로그램은 시각

적 패턴을 적절하게 구현할 뿐만 아니라 주어진 패턴을 조작하고 관찰하

여 탐구를 가능하게 하며 나아가 패턴을 학습자 스스로 구성할 수 있는

환경이다. 즉 조작과 구성이 동시에 가능한 환경이라 할 수 있다(김화경,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월드 환경에서 쌓기나무 패턴 과

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습자의 사고를 촉진할 수 있는 교수 설계를 제안

한다. 이러한 설계를 통해 학습자에게 쌓기나무 패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고 패턴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패턴의 일반화

전략과 일반화 수준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2. 연구 문제

이상의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

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쌓기나무 패턴의 일반화는 교육과정에서 어떤 단원과 연

계될 수 있으며 그 교육적 의미는 무엇인가?

연구 문제 2. 영재와 일반 학생들의 쌓기나무 패턴의 일반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화의 전략과 수준은 어떠하며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3. 마이크로월드기반 쌓기나무 패턴 활동을 통해 영재와 일

반 학생들의 쌓기나무 패턴의 일반화 과정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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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 정의

(1) 패턴의 일반화

패턴의 일반화에 관한 명확한 정의는 연구자마다 조금씩 상이한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Radford(2010)가 제시한 이론에 근거하여 패턴의 일

반화 수준에 대한 분석을 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은 Radford(2010)의 정의

기초하여 이 용어를 사용한다.

패턴의 일반화란 대수적으로 한 시퀀스 S의 어떤 요소들을 인지하여 공

통성을 발견하는 능력, 이러한 공통성을 S의 모든 항에 적용하는 것을

아는 능력, 그리고 S의 어떤 항이든 직접적인 표현을 제공하기 위하여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다(Radford, 2010, p.6).

한편, ‘패턴활동’이라는 용어는 패턴 탐구를 포함하여 이를 일반화는

패턴의 일반화 전 과정에 대한 활동을 줄여서 표현한 말로서 ‘pattern

activity’를 번역한 것이다.

(2) 마이크로월드

마이크로월드란 단어는 Papert(1980)가 제안한 “거북기하(turtle geometry)”

를 포함하는 Logo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처음 비롯되었다. 이러한 마

이크로월드의 개념은 구성주의(constructionism) 입장에 기반 하는데, 실

제로 여러 구성주의 연구자들(Papert, 1980; Clements, 1989; Wilson,

1995; Rieber, 1996; diSessa, 2000)이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하였으며 최

근 들어 그 개념자체가 계속 확장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Papert(1980)

가 제시한 초기 마이크로월드의 개념을 사용한다.

마이크로월드는 주어진 인지적 메커니즘을 연결하여 그것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구조로서 구성되는 현실 또는

현실의 부분집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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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마이크로월드 기반 쌓기나무’라는 용어는 자바말 마이크로월드

환경의 거북 쌓기나무 프로그램(조한혁, 2003)에서 제공되는 가상의 쌓

기나무를 뜻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쌓기나무 패턴 개발 및 적용을 위해

사용된 조작적 정의임을 밝혀둔다.

(3) 도형수

도형수(figurate number)의 사전적 정의는 r-차원 공이나 점들의 이산

적인 r-차원의 규칙적인 기하 패턴으로 표현되는 수로써 보통 형상수라

고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도형수 개념을 쌓기나무 패턴에 적용하였으므

로, 공이나 점 대신 쌓기나무로 표현된 기하 패턴으로 표현되는 수로써

도형수의 개념을 사용하였으며 2, 3차원에서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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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패턴의 일반화

1.1. 패턴, 일반화, 패턴의 일반화

Zazkis & Liljedahl(2002)는 ‘패턴은 수학의 심장인 동시에 영혼이다.’

라고 말했다. 실제로 패턴은 대수적 사고를 위한 중요한 소재로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Stacey, 1989; Duval, 1995; Radford,

2000; Friedlander, 2001; Lannin, 2005; Samson, 2008; Rivera, 2008). 이

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전통적인 대수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경험하

는 인지적 갈등과 불균형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것의 대안으로 패턴을

제시하고 이를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규칙을 찾고 학생들

이 자신의 언어로 서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를 기호로 일반화화는 과

정에까지 이르는 이른바 ‘패턴의 일반화’를 강조하고 있다. 패턴의 종류

에는 수 패턴, 시각적 패턴2), 계산적인 절차에서의 패턴, 일차식이나 이

차식으로 표현되는 패턴, 반복 패턴 등 다양하다(Zazkis & Liljedahl,

2002). Threlfall(1999)은 일차원적인 반복패턴에 대한 연구에서 기호의

도입, 대수로의 개념적인 디딤돌 역할, 일반화를 위한 맥락 제공으로서

반복패턴을 이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Stacey(1989)는 사다리, 크리

스마스 트리 등을 이용한 패턴을 통하여 일차식 패턴에 관한 연구를 하

였다. 이 연구에서 Stacey는 연구참여자가 패턴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셈하기 방법(Counting method), 항 사이의 차이 이용(Difference

method), 전체-부분 방법(Whole-object method), 일차식 표현 이용

(Linear method) 등 네 가지로 분류하여 연구참여자의 일차식 패턴에 관

한 일반화 방법을 분석하였다. Orton and Orton(1999)는 일차식 패턴을

확장하여 이차식 패턴과 피보나치 수열 패턴에 대한 연구를 하기도 하였

2) 시각적인 그림이나 도형으로 표현되는 패턴으로 pictorial pattern, geometric pattern,

figural pattern등을 포괄적으로 이르는 것으로 본고에서는 figural pattern의 의미로서

‘시각적 패턴’으로 표현하다.



- 8 -

다.

한편, Samson(2011)는 패턴 중 특히 시각적 패턴(figural pattern)으로

점 패턴, 성냥개비 패턴, 타일 패턴, 2, 3차원의 쌓기나무 패턴 등을 언급

하면서 이와 같은 시각적 패턴으로 표현되는 수열은 잠재적으로 패턴의

근본적인 구조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그 패턴의 해석에

있어서 더 큰 깊이와 폭을 허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시각적 패턴

은 학생들이 기하적인 구조에 의존하여 그 규칙성을 찾을 수 있다는 장

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장점은 대수에서 식이 갖는 의미를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대수와 기하의 연결 고리를 만들 수 있다. 또한 Orton &

Roper(1999)는 시각적인 패턴은 아이들에게 수의 열이나 표보다 더 생생

하고 단순하며, 실제적이고 창조적이며 또한 상징기호보다는 더 기초적

이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턴 중 특별히 시각적 패턴을

통해 패턴의 일반화 연구를 하였다. 특히 고대 그리스 시대 때부터 연구

되어 온 도형수를 패턴의 소재로 택하고 이 도형수의 패턴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쌓기나무 맥락을 이용하였다. 쌓기나무는 유아기에 레

고블록으로 많은 아이들이 유희의 소재로 접할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

서 함수와 규칙성 단원에서 쌓기나무를 소재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쌓기나무는 처음에는 2차원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패턴 활동이 가능하고 나아가 3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패턴 활동

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정영옥(2004)은 초등학교의 쌓기나무

단원을 지도할 때, 다양한 공간 추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쌓기나무는 패턴활동을 통한 일반

화 과정뿐만 아니라 공간 추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 쌓기나무를 통한 2, 3차원에서의 패턴 활동은 학생들의 공간지

각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도형에 대한 개념 이해 및 성질 탐구를 도울

수 있다(정영옥, 2004).

더욱이 시각적 패턴은 다른 패턴에 비해 주어진 패턴을 훨씬 다양한

방법으로 일반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Samson(2008)은

Duval(1995)의 성냥개비 패턴의 문제를 변형하여 [그림 Ⅱ-1]과 같은 시

각적 패턴의 문제를 제공하였는데 이 중에서는 밑에 나열 것처럼 9가지

방법으로 이 패턴의 일반화된 식을 표현한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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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성냥개비 패턴의 예와 번째 항 표현

그러나 만약 이러한 성냥개비 패턴을 3, 7, 11, 15, 19, 23 …과 같이

수 패턴으로 제공한다면 학생들은 항 사이의 지속적인 차가 ‘4’ 라는 것

에 주목하여 라는 일반화된 식을 얻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 이처럼

수의 패턴을 시각적인 맥락으로 제공하는 것, 즉 시각적 패턴은 다양한

일반화의 방법을 제공하고 이들 사이의 대수적인 동치 관계를 이해하고

등식의 개념을 획득하는데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Duval(1995)은 [그림 Ⅱ-2]와 같은 성냥개비 패턴을 이용하여 학생들

의 도형에 대한 이해(figural apprehension)를 인식론적 관점에서 접근하

였다. 이 연구에서 Duval은 도형에 대한 이해를 ‘지각적 이해(perceptual

apprehension)', '절차적 이해(sequential apprehension)', '추론적 이해

(discursive apprehension)', '조작적 이해(operative apprehension)' 등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지각적 이해는 도형에 대한 초기 이해 방법으로 도

형 구성에 대한 Gestalt 법칙3)의 무의식적인 종합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

로 처음 대충 훑어보아 인식한 도형 안에서 보는 것을 의미한다. 절차적

이해는 부분도형이나 기초적인 도형 단위의 발견과 관련된 것으로 그것

은 인식된 도형의 구성이나 그것의 구성에 대한 서술로부터 비롯된다.

또한 특정한 형태 배치는 기하적인 도형을 동반하는 추론적인 진술과 관

3) 근접한 것끼리, 유사한 것끼리, 닫힌 모양을 이루는 것끼리, 좋은 연속을 하고 있는

것끼리, 좋은 모양을 만드는 것끼리 한데 모임으로써 보기 좋아진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

고 있는 법칙으로 지각뿐만 아니라 널리 심리학 문제와도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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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되어 중요성을 얻게 되는데 이러한 특정한 형태 배치 동안 일어나는

지각의 인식 과정이 추론적 이해이다. 한편, 조작적 이해는 주어진 도형

이 그 도형의 성질을 유지하면서 변형될 수 있는 다양한 방식과 관련된

것으로 예를 들어 전체에 대한 인식이 기초적인 도형 단위의 재결합과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 Samson(2008)의 연구에 의하면 시각적 패턴은

Duval의 도형의 이해에 대한 다양한 이해 방법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여러가지 대수적인 표현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Ⅱ-2] 도형의 이해의 네 가지 관점(Duval, 1995)

그러나 이처럼 시각적 패턴이 다른 패턴보다 다양한 표현 방법을 가능

하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어려움을 느끼게 하며, 실제로 학

생들은 자신이 찾은 규칙을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여러 연

구가 있다. Orton & Roper(1999)는 무조건적으로 수 패턴 대신 시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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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을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패턴과 맥락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하고 학습자들에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English & Warren(1998)은 대수에서 한 접근법으로써 시각적 패턴의 맥

락을 이용하는 것의 잠재적인 한계를 언급하였다. 따라서 시각적 패턴에

서 어떤 소재를 택하느냐와 이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라

고 할 수 있다. Samson(2011)은 교실에서 이러한 시각적 패턴을 이용하

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1. 주어진 시각적 패턴이 학생들로 하여금 적합한 일반화 전략을 사용하

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Samson, 2007; Chua 2009).

2. 주어진 시각적 패턴이 어떤 학생들에게는 해결 전략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잠재성을 갖는 동시에 다른 학생에게는 추가적인 문제를 창조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Samson이 언급한 시각적 패턴의 요건을 갖

추기 위하여 쌓기나무 패턴을 마이크로월드 환경에서 제공하였다. 마이

크로월드 환경에서의 시각화된 가상의 쌓기나무(virtual building blocks)

를 조작하고 탐구하는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적합한 일반화 전략을 사

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부 학생에게는 추가적인 의문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마이크로월드 기반 동적환경에서 주어진

패턴의 일반화의 다양한 방법 중 가장 보편적이고 의미 있는 방법에 한

정함으로써 학습자들이 겪는 인지적인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였다. 앞서

말한 Duval은 학생들이 가장 초기에 도형을 인식하는 방법은 지각적 이

해이지만, 지각적 이해만으로는 패턴의 일반화 과정에서 중요한 Gestalts

를 일으키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도형에 대한 이해가 지각적 이해

에 머무는 것에 대해 Duval은 ‘발견적 결함(heuristic deficiency)’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도형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지각적 이

해 너머로의 이동이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마이크로월드 기

반 동적환경은 Duval이 말한 지각적 이해 너머로의 이동을 가능하도록

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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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반화는 개별적인 것이나 특수한 것으로부터 일반적인 것을 이

끌어내는 중요한 수학적 사고 중 하나이다. Dorfler(1991)는 일반화란 필

수적인 불변성의 추상성으로부터 구성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 추상화

된 본질은 각각의 개별 대상이라기보다 오히려 그 대상들 사이의 관련성

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화를 경험적인 일반화와 이론적인 일반화

로 분류하였다. 경험적인 일반화는 여러 대상이나 상황 사이의 공통성을

찾아 인식하고 그 공통 성질을 그러한 대상이나 상황에 공통적이고 일반

적인 것이라고 기억하는 것이며, 이론적 일반화화는 하나의 행동이나 여

러 행동에서 이루어진 행동 체계 속의 불변하는 관계를 인식하고 이를

기호로 표현하는 변수의 구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였다.(김남희, 1997)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패턴은 특히 개별 대상 각각을 독립적으로 인식

하지 않고 그들 사이의 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는 일반화의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 또한 Harl & Tall(1991)은 일반화란 더 넓은 맥락 안에서

주어진 주장을 적용하는 것이라 하여 일반화를 포괄적 일반화, 재구성적

일반화, 선언적 일반화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일반화의 개념을 토대로 패턴의 일반화는 대수적 사고의 근본

이며 기본 체계라는 인식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더욱 확고해지고 있

다. Mason(1996)은 일반성 표현은 대수의 근본인 동시에 대수 도입의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고 하였으며, Lee(1996)는 대수, 실제로 수학의 모

든 것은 패턴의 일반화에 관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패턴의 일반화

를 김성준(2003)은 패턴을 통하여 과정을 표현하는 것이며, 여기서 대상

과 구조를 파악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패턴의 일반화는 대수를

형식적 조작이 아닌 사고와 추론 측면에서 학습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대수 교육과정과 차이가 있다. 김성준은 변수와 대수식 개념은 본질적으

로 패턴의 일반화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데, 패턴을 일반화하는 과정은

그 자체가 하나의 대상으로, 이것은 구체적인 수가 아니라 그것을 대상

으로 하는 일반적인 수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한편,

Radford(2010)는 패턴의 일반화는 학생들에게 대수를 소개하는 중요한

경로 중의 하나로 고려된다고 하면서 패턴의 일반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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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의 일반화란 대수적으로 한 시퀀스 S의 어떤 요소들을 인지하여 공

통성을 발견하는 능력, 이러한 공통성을 S의 모든 항에 적용하는 것을

아는 능력, 그리고 S의 어떤 항이든 직접적인 표현을 제공하기 위하여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다.

한편, Stacey(1989)는   (≠) 형태로 표현되는 일차식 패

턴에 관한 연구에서 다양한 시각적 패턴(사다리 문제, 크리스마스 트리

문제 등)에 관한 과제를 연구참여자에게 제공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패

턴의 일반화 과정에 단계를 제시하고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일

반화 전략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때 Stacey는 패턴의

일반화 단계이자 패턴 과제 제작의 원리로서 일차식 패턴과 관련한 세

가지 일반화 문제(generalisation problems)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몸 풀

기 문제(warm-up exercise), 근 일반화(near generalisation), 원 일반화

(far generalisation)이다. 몸 풀기 문제는 패턴의 일반화에서 5, 6개 미만

인 단계에서 도형의 개수를 구하는 것으로 이는 학생들이 시각적 패턴에

익숙해지기 위한 것이다. 한편, 근 일반화 단계와 원 일반화 단계는 주어

진 시각적 패턴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차에 대한 성질의 이

용을 명확하게 요구한다. 근 일반화 단계는 단계적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세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계로 보통 10또는 20단계에서 도형의

개수를 구하는 단계이다. 원 일반화 단계는 근 일반화 단계의 접근법을

넘어 일반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단계이다. 보통 100단계 이상에서의

도형의 개수를 묻는 과제가 제시된다(Stacey, 1989, p.150). 이는 이후에

여러 연구자들이 패턴 과제를 제작하는 원리(Ishida, 1997; Lannin, 2005)

이자 패턴을 일반화하는 단계로서 제공되었다.

Ishida(1997)는 Stacey가 사용한 몸 풀기 문제, 근 일반화와 원 일반화

문제를 패턴 과제에 적용하여 다양한 성냥개비 패턴을 개발하였는데, 자

신의 연구에서 근 일반화는 표를 만들어 한 단계씩 접근하여 문제를 푸

는 것이고, 원 일반화는 한 단계씩 접근하는 방법을 사용할 때 이성적으

로 할 수 있는 실제적 한계를 넘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

였다. 또한, Ishida는 이 패턴과제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게 제시하여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실험집단에게 제공된 교수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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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Instrumental treatments)는 실험집단의 피험자가 자신들의 해결 과

정을 평가하고 개선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교사가 발문을 통해 안내하

며, 표를 이용한 표현을 구성하기 전략("set up an expression from a

table" strategy)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처치에서 근 일반화와 원 일

반화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진시켰다.

또한, Friedlander(2001)는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한 패턴의 일반화에 관

한 연구에서 십자모양으로 놓은 정사각형 배열 패턴 과제(the crossed

square activity)를 개발하였다. 이때 이 패턴 과제 문항을 제작하기 위

한 근거로서 이전의 Friedlander et al.(1989) 연구에서 제시한 패턴의 일

반화의 단계를 언급하였다. 그것은 <표 Ⅱ-1>와 같이 시작하는 단계, 일

반화를 형성하는 단계, 일반화를 명확하게 하는 단계, 정당화의 단계4)

등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인 시작하는 단계는 학생들이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설명하거나 그들이 구체적인 예를 생각해내는 단계이다. 2

단계인 일반화를 형성화는 단계는 추가적인 예를 생산하거나 더 큰 수를

가지고 예를 생산하거나 설명하는 단계이다. 또한 정반대의 과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단계이다. 3단계인 관찰된 패턴에 대한 언어적인 서술이나

기호적인 서술이 가능한 단계이다. 마지막 4단계는 정당화의 단계로 일

반화된 식에 구체적인 패턴을 적용하고 확인하는 단계이다. Friedlander

는 이 단계가 패턴 활동의 구조를 위한 안내된 체계로써 시행되었다고

하였으며, 그 단계를 통해 학생들은 특별한 경우의 조사에서 일반화로

전이가 가능하고 나아가 일반화된 패턴을 정당화하고 추가적인 경우에

대한 수행을 이끈다고 하였다.

Friedlander et al.(2001)의 패턴의 일반화 단계에 대해, 김성준(2003)은

패턴을 일반화하는 단계에서는 각 단계에서 또는 단계와 단계 사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 어려움은 인

지 수준, 언어화 수준, 기호화 수준(Lee, 1996)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인지 수준은 패턴이 의도하고 있는 태용을 파악하느냐 못하느냐

와 관련된 것으로 이 어려움은 1단계에서 그리고 2단계로 넘어가는 과정

에서 일어난다. 언어화 수준은 패턴을 언어 형태로 명확히 인식하고 표

현하는 것으로 이 어려움은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과정과 3단계

4) 원문에 대한 번역은 김성준(2003)의 논문에 실린 용어를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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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부에서 나타난다. 마지막 기호화 수준은 언어화된 패턴을 기호 등을

이용한 대수적 표현으로 나타내는 과정으로 이 어려움은 3단계 후반부와

4단계에서 나타난다(김성준, 2003, p.347).

시작하는 단계(Launch)

일반화를 형성하는 단계

(Towards a working generalization)

일반화를 명확하게 하는 단계

(Towards an explicit generalization)

정당화의 단계(Towards a justification)

<표 Ⅱ-1> 패턴의 일반화 단계(Friedlander et al., 1989)

한편, Rivera(2010)는 패턴 활동에 대한 연구에서 덧셈 템플릿, 곱셈

템플릿, 실용적 템플릿 등 시각적인 템플릿을 제시하면서 패턴의 일반화

에서 다음과 같은 개연적5), 귀납적 행동 절차를 제시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알려진 패턴의 단계를 가지고 학생들은 알려지 않은 것을

처리하는 단계로서 먼저 가설을 설정하는 개연적 사고를 한다. 이 개연

적 사고는 일반화 과정의 핵심으로 학생들이 알려진 단계를 설명하는 동

시에 알려지지 않은 단계를 구성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는 그럴듯한 규

칙을 탐구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개연적 사고를 통해 학생들은 이용할

수 있는 예들에 기초하여 주어진 패턴에 대한 설명적인 가설을 제공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후 패턴을 확장하곤 한다. 이러한 개연적 사고를 위한

5) 개연성(Abduction): 아리스토텔레스의 삼단논법에서는 대전제가 참이고 소전제가 개

연적으로 참인 것을 아파고게(그리스어 apagōgē)라 한다. 퍼스는 형식적으로는 대전제와

소전제에서 결론을 끌어내는 연역과, 결론과 소전제에서 대전제를 끌어내는 귀납의 중간

에 결론과 대전제에서 소전제로 나아가는 길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과학에 있어

서 가설(假說) 설정을 이것에 비교하여 생각하였다. 이것이 Abduction이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형식적 추론으로 취급한 것이 아니라 사실의 확인과 가설 설정을 상호 매개적인

발견의 논리로 간주하고, 형식적으로는 거기에 논리의 비약 내지 순환논법이 있어도 좋

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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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가 근 일반화 과제(near generalization task)이다. 한편, 귀납적 사고

에서는 자신의 가설이 맞는지를 여러 차례 점검하거나 다른 더 많은 개

연성을 개발한다. 이 귀납적 사고로 자신의 규칙이 확인될 때, 일반화는

원 일반화 과제(far generalization tasks)를 해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다. 패턴의 일반화는 이와 같은 귀납적 사고와 개연적 사고를 연결하고

순환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아는 단계

(Known

Stage)

개연적사고

(가설 설정하기)

귀납적사고

(가설 검증하기)

모르는 것을 관리하기

(Managing the Unknown)

패턴 일반화

(Pattern Generalization)

[그림 Ⅱ-3] 패턴의 일반화를 포함하는 개연적-귀납적 행동(Rivera, 2010)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패턴의 일반화를 위한 패턴 과제 제작

및 패턴 일반화 단계에 관한 여러 연구(Stacey, 1989; Ishida, 1997;

Friedlander, 2001; 김성준, 2003; Rivera, 2010)를 토대로 쌓기나무 패턴

의 일반화 단계를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쌓기나무 패턴 과제 문항을

제작하였다. Stacey의 이론과 Friedlander의 이론이 주가 되었으며, 앞서

살펴본 연구뿐만 아니라 패턴의 일반화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공통적

으로 포함하고 있는 패턴 과제 문항을 고려하여 쌓기나무 패턴 과제를

제작하였다. 참고로 본 논문에서 개발된 패턴 과제는 사전검사와 사후검

사를 위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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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패턴의 일반화 전략

English & Warren(1998)은 패턴 탐구를 통한 변수의 도입과 관련한

연구에서, 성냥개비 패턴 과제를 통해 학생들이 패턴의 모양과 표에서

일반화를 형성할 때 사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비를 사용한 전략(Ratio

strategy), 순환적인 규칙 이용(Additive strategy, Recursive approach),

함수적인 관계 탐구(Searching for the functional relationship) 등을 제

시하였다(강지윤, 2003).

또한, Lannin(2005)은 패턴활동을 통한 대수적 추론의 도입에 관한 연

구에서 일반화와 정당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학생들이 다양한 패턴의 규

칙을 찾는데 사용하는 일반화 전략6)을 다음 <표 Ⅱ-2>과 같이 제시하

였다.

불명확한 전략

(Nonexplicit)

그리거나 세기 전략(Counting)

재귀적 전략(Recursive)

명확한 전략

(Explicit)

전체-부분 전략(Whole-object)

추측과 확인 전략(Guess-and-check)

상황적 전략(Contextual)

<표 Ⅱ-2> 패턴의 일반화 전략 분류(Lannin, 2005)

그리거나 세기 전략은 바라는 속성을 세기 위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그림을 그리거나 모델을 구성하는 것이다. 재귀적 전략은 주어진 패턴에

6) Lannin이 제시한 이 일반화 전략은 이전의 여러 연구(English & Warren, 1998;

Healy & Hoyles, 1999; Stacey, 1989; Swafford & Langrall, 2000)에서 패턴 활동과 관

련한 여러 가지 교수실험(teaching experiment)에서 일반화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학습자

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전략을 종합하여 분류한 것이다. 참고로 Stacey는 Ladders,

Christmas Trees, and Fill The Blanks 등 세 가지 패턴 과제를 통해 학생들 사이에서

나타는 일반화 전략을 Counting Method, Difference Method, Whole-object Method,

Linear Method 등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Stacey, 1989, 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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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음 항을 결정하기 위해 그 이전 항이나 항들을 구축하는 것이다.

즉, 바로 직전 항과의 차이, 또는 항들 사이의 차이를 통해서 관계를 파

악하고 그 다음 항을 결정하는 전략이다. 한편, 전체-부분 전략은 더 큰

단위를 구성하기 위해 곱셈을 통해 단위로써 부분을 이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과 3개에 8달러라면 사과 9개에는 ×  달러라고 생각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적절하게 적용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도 있다. 추측과 확인 전략은 자신이 발견한 것이 왜 그런지에 대한 고

려 없이 얻은 추측과 이 추측을 문제 상황에 제공된 다양한 연산자나 수

를 가지고 실험하여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상황적 전략은 상

황 안에서 제공된 정보에 근거하여 규칙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것은 셈하

기 기술에 관한 규칙과 관련이 있다.

한편, Lannin은 이 다섯 가지의 일반화 전략을 크게 불명확한 전략과

명확한 전략으로 구분하였는데, 불명확한 전략에는 그리거나 세기 전략,

재귀적 전략이 포함되며, 명확한 전략에는 전체-부분 전략, 추측과 확인

전략, 상황적 전략이 포함된다. 명확한 전략은 주어진 종속변인과 독립변

인에 대한 가치 인식을 바탕으로 직접적인 식을 통해 계산을 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상황적 전략만이 문제 해결 상황과 시종 일관

연관되어 있으며 추측과 확인 전략은 종종 경험적 결과를 통해 정당화

되곤 한다. 전체-부분 전략은 비례 추론에 대한 이해의 결핍으로 잘못된

결과를 나타내기도 한다(Stacey, 1989; 제갈은영, 2009 재인용).

한편, Tanisli & Ozdas(2009)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 이차식 패

턴 일반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규칙을 발견하기 위해 이용한 전략으로

서 시각적 접근(Visual approach)과 수치적 접근(Numerical approach)로

구분하였다. 또한 시각적 접근은 재귀적 전략(Recursive Str.)과 명확한

전략(Explicit Str.)으로 구분하였는데 재귀적 전략은 이전 모양으로부터

다음 모양을 얻는 것이고 명확한 전략은 그 모양의 구조에 기반하여 함

수적인 관계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수치적 접근은 재귀적 전략과

명확한 전략에 다른 전략(Other Str.)을 추가하였으며 다른 전략은 차이

의 본성을 발견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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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 규칙

찾기

시각적 접근 수치적 접근

재귀적

전략 명확한

전략

재귀적 전략 명확한

전략

다른

전략

[그림 Ⅱ-4] 일, 이차식 패턴의 일반화 전략(Tanisli & Ozdas, 2009)

위에서 살펴 본 일반화 전략을 분석한 여러 선행 연구를 보면 연구자

마다 패턴의 종류와 소재에 따라서 학습자들이 갖는 다양한 일반화 전략

을 발견하고 분석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체적

으로 일반화의 전략을 크게는 Lannin이 언급한 명확한 전략과 불명확한

전략으로 분류해 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annin의 일반화 전

략을 기준으로 하여 본 사전검사에서 나타난 여러 일반화의 전략을 분석

하고 이를 코딩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3. 패턴의 일반화 수준

패턴의 일반화가 수학 교육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부각되면서 학생들이

어떻게 패턴을 탐구하고 이를 일반화화는 과정에까지 이르는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자연스럽게 학습자들이 패턴의 일

반화 과정에서 어떤 수준에 놓여있는가를 인식론적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Radford(2000)는 패턴의 일반화에 관하여 지식의

대상화(objectification of knowledge), 대상화의 기호적 수단(semiotic

means of objectification), 비잉여의 원리(principle of nonredundancy)를

중요한 개념으로 도입하였다. Samson은 이러한 개념을 동작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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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ctivism)의 관점과 연결함으로써 패턴의 일반화에 대한 이론적 접근

을 시도하기도 했다. 한편, Radford는 ‘일반화의 수준’ 또는 ‘일반화의 층’

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이 수준을 단순한 귀납법7), 산술적 일반화,

대수적 일반화의 세 수준으로 구분하고 마지막 수준인 대수적 일반화가

진정한 패턴의 일반화의 과정을 통한 대수적 사고가 일어나는 수준이라

고 보았다. 또한 대수적 일반화 수준을 다시 사실적 일반화, 상황적 일반

화, 상징적 일반화 등 다시 세 개의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단순한 귀납법은 패턴에 대하여 학생들이 시행착오를 통해 단순하게

추측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Radford는 일반화와 단순한 귀납법을 구별해

야 하며 만약 패턴 활동을 통해 기호를 통한 대수적인 식을 도출했더라

도 그것이 일반화가 아닌 단순한 귀납법에 의한 것이라면 대수적 사고를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패턴 활동의 소재로서

패턴을 선정할 때의 유의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 산

술적 일반화는 국소적인 공통성을 발견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학생들

이 여전히 대수적인 현상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단순히 산술적인 현상에

놓여있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일반화하는 단계이다. 반면, 진정한 일반화

의 수준인 대수적 일반화는 대수적 사고가 가능한 단계인데 이 단계는

산술적 일반화와는 달리 스키마 안에서 스스로 일반화된 대상을 확고히

할 수 있다.

대수적 일반화의 첫 수준인 사실적 일반화는 말, 몸짓, 지각적인 활동

등에 행동에 의해 패턴의 규칙성을 찾아 구체적인 일반화 과정이 일어나

는 수준이다. 그러나 사실적 일반화 수준에서는 변수와 같은 불확정성이

체계적 진술의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하고 구체적인 상황에서만 표현된다

(이명기, 2011). 한편, 상황적 일반화는 일종의 언어 등과 같은 기호적인

축약이 일어나는 수준으로 학습자에 의해 체화되고 상황화된 언어적 서

술을 통해 일반적인 대상에 이름이 붙여진다. 예를 들어 주어진 패턴에

7) 귀납법은 패턴의 일반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수학적 사고이다. Radford(2010)

는 일반화 사고의 전 단계에 나타나는 사고로 귀납법을 언급하였으나 이때 사용한 귀납

법은 단순한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짐작으로 단순한 귀납법(naive induction)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귀납법은 실제로 패턴 활동의 과정 속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쉽게

일어나는 사고인 동시에 패턴의 일반화 과정에 이르는 중요한 경로가 되기도 한다

(River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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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음 도형”, “윗줄” 등과 같이 언어적으로 명시된다. 마지막 상징적

일반화는 일반적인 대상이나 그것들로 만들어진 조작을 대수의 기호적

체계 안에서 표현하는 수준이다. 이 수준은 일반화의 가장 높은 수준으

로 패턴의 일반화 과정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한 귀납법

(Naive

induction)

일반화

(Generalization)

추측

(시행착오)

Guessing

(Trial &

Error)

산술적

일반화

(Arithmetic)

대수적 일반화

(Algebraic)

사실적

일반화

(Factual)

상황적

일반화

(Contextual)

상징적

일반화

(Symbolic)

<표 Ⅱ-3> 패턴의 일반화 수준(Radford, 2000)

본 연구에서는 사전검사지와 사후검사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Radford의 일반화의 수준에 기초하여 평가 준거를 마련하였다.

2. 패턴과 마이크로월드

Papert(1980)는 아동이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에 스스로가 능동

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활동을 통한 학습(learning by

making)이 가능한 구성주의(constructionism)8)를 제안하였다. Papert는

8) Piaget의 구성주의(constructivism)에 기반하고 있으나 이보다 더 실제적인 학습 이론

이 동시에 교수 이론이다. 구성주의(constructionism)란 학습의 맥락에서 사람들이 대상

을 만드는 것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Papert(1980)는 구성주의

(constructionism)은 아동들에게 그들이 행하여 그들이 전에 배울 수 있었던 것보다 많이

배울 수 있도록 할 만한 좋은 것을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Ackerman et al.(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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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반으로 한 “거북 기하(turtle geometry)”를

개발하였는데 최초로 마이크로월드에 대한 형식적인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렸다.

마이크로월드는 주어진 인지적 메커니즘을 연결하여 그것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구조로서 구성되는 현실 또는

현실의 부분집합이다. 이러한 마이크로월드는 학습자가 특정한 강력한

아이디어나 지적인 기술을 배우고 훈련하도록 한다(Papert, 1980, p.

204).

Papert에 의하면 주어진 정보는 지식이 아니고 학습자는 주어지고, 수

집되는 정보를 자신의 지식으로 만들고, 또한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강력

한 아이디어9)’인지를 알아내고, 나아가 ‘강력한 아이디어’를 조절하는 방

법을 배우는 것이 학습하는 바른 방법이라고 하였다(김화경, 2005). 여기

서 Papert는 강력한 아이디어는 일생 동안 사고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는데 그 예로 피드백이나 중간의 경우에 대한 아이

디어로 제시하였다. 한편, Bers(2001)는 강력한 아이디어의 특징을 다음

과 같이 정리하였다.

1. 강력한 아이디어는 특정 영역에 관한 사고의 새로운 방법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고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한다.

2. 강력한 아이디어는 한 영역 전체와 다른 영역과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원칙을 제공한다.

3. 강력한 아이디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향을 지속한다.

4. 강력한 아이디어는 제대로 숙련되어 사용될 때, 개인에게 힘을 부여한

다.

는 구성주의는 공유할 수 있는 분명히 실재하는 것을 만드는 것을 통하여 가장 좋은 지

식을 만들어 낸다고 말하였다.(p. 56) 구성주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조한혁(2003), 김화

경(2005)의 논문을 참고하면 된다.

9) 본 연구에서는 쌓기나무 패턴의 일반화를 위한 패턴 활동에서 강력한 아이디어이자

도구(tool)로서 고대 그리스 수학사에서 도형수에 대한 연구에서 핵심 개념으로 작용하였

던 그노몬(gnomon)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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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력한 아이디어는 감정적 반응을 촉발하고 지식들 사이의 연결의 기

초를 다지게 한다.

한편, diSessa(2000)는 마이크로월드란 학습자가 현실을 탐구할 수 있

는 형태 안에서 중요한 아이디어를 끼워 넣을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컴퓨터의 문서 형태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마이크로월

드는 학습자들에게 가치있는 과제를 불러일으킴으로써 그 기저에 놓여있

는 강력한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작 세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학습자는 서로 경쟁하고 의존

하는 그들 소유의 작은 창조물을 직접 만들어 봄으로서 생태학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diSessa, 2000, p.47).

또한, 조한혁(2003)은 ‘컴퓨터와 수학교육’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수학적

마이크로월드는 실세계의 단순화된 모형으로, 마이크로월드의 대상을 학

습자가 자신의 수준에 맞춰 조작하고 탐구함으로써 의미 있는 개념과 원

리들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수학적 가상현실세계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Papert(1980)의 이러한 구성주의적 관점은 수학교육공학에 큰 영향을

미쳐 다양한 마이크로월드 기반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

며, 이를 통한 수학교육에 관한 꾸준한 연구가 이어져 왔다. 이러한 마이

크로월드로는 크게 학습자의 구성과 조작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

는 언어체계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구성을 강조하는 기호적 마이크로

월드에는 Logo(Paper, 1980), StarLogo(Resnick, 1994), Boxer(diSessa,

2000), JavaMAL(조한혁, 2003)등이 있으며, 조작을 강조하는 마우스 끌

기의 직접 조작 환경으로는 Geometer's Sketchpad(Goldenberg, Cuoco,

1998; Serra, 1997), Cabri(Laborde, Mariotti, 2001) 등이 있다(김화경,

2005). 김화경은 특별히 구성은 강력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기본 명령에

서 쉽게 시작하며, 마이크로월드에서 구성과 조작의 교대 작용은 더 높

은 수준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Dugdale(Edwards, 1995)은 마이크로월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학생들에게 탐구하고 조작할 모델이 제시되어 있다.

(2) 수학은 그 모델에 내재되어 있다. 즉, 그 모델은 내재된 수학의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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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표현이다.

(3) 피드백은 직접적이고, 적절하며, 진단적이며, 시각적이다. 따라서 학

생들은 단번에 무엇이 오류이고 어떻게 올바른 답을 얻을지 알 수 있다.

수학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군말이나 속임수는 없다.

(4) 그 모델은 다양한 수학적 지식과 능력을 가진 학생들에게 풍부한 탐

구환경을 제시한다. 그러나 학생들이 수학을 더 많이 적용하면 적용할수

록 그들이 그 모델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진다.

이러한 마이크로월드의 개념과 특징을 바탕으로 먼저 패턴의 일반화에

대해 마이크로월드 환경이 어떻게 적용되었으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에 대한 몇몇의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이후 본 연구에서는 패턴 활동을

위한 마이크로월드 환경으로서 JavaMAL(조한혁, 2003)에 근거한 마이크

로월드 환경(이하 자바말 마이크로월드)인 거북 쌓기나무 프로그램을 제

시할 것인데 이를 위해 자바말 마이크로월드 거북 쌓기나무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2.1. 마이크로월드 기반 패턴 활동

Sacristan & Sanchez(2002)는 「테크놀로지의 활용을 통한 증명의 과

정: 컴퓨터 마이크로월드를 활용한 발견, 일반화 그리고 정당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컴퓨터 마이크로월드 환경에서의 탐구, 활동, 시각적 수단이

불러일으키는 어떤 요소가 수학적 증명의 발달에 있어서 디딤돌

(pragmatic proofs10))를 창조하고 수학적 결과의 수용과 발견의 과정을

이끌 수 있는지를 소개하였다. Sacristan & Sanchez 사례 연구에서 학생

들은 로고 기반 마이크로월드 환경을 이용하여 무한수열과 무한급수에

10) Balacheff(1987, 1999)가 제안한 개념으로 ‘pragmatic proofs’ 와 ‘intellectual proofs’

를 구별하여 제시하였다. pragmatic proofs는 수학적 개념을 표현하는데 수반하는 효과

적인 행동에 기반 한 것으로 그것은 명제의 타당성을 구축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주

제인 실제적인 지식을 초래한다. 반면, intellectual proofs는 그러한 지식이 반영되길 요

구하며, 그것의 생성은 필수적으로 그 개념, 명제, 관계를 표현하는 언어의 사용을 필요

로 한다. 즉, pragmatic proofs는 행동에 기반한 것인 반면, 특정한 어휘나 상징성을 포

함한 함수적인 언어의 사용과 정신적인 경험(mental experience)은 intellectual proofs로

전이되는 특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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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탐구를 하였는데 이 결과에서 학생들이 패턴의 발견을 통하여 그들

소유의 일반화를 추론할 수 있으며, 그들의 예측과 일반화를 확인하고

정당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학생들은 마이크로

월드의 매체 안에서 상황화된 관찰과 발견을 하였다. 즉 그들은 마이크

로월드 안에서 놀이를 하고 상호작용함으로써 그 환경에서 구축한 도구

와 활동, 그리고 상징주의 형식을 통하여 그들 스스로 표현할 수 있었다.

둘째, 어떤 학생들은 주어진 마이크로월드 매체를 초월하여 취할 수 있

는 어떤 방식으로 수학적 관계나 이론의 pragmatic proof와 발견, 탐구

를 위해 마이크로월드의 도구를 의식적으로 탐구하고 구성해 냈으며 이

러한 발견들을 명확하게 하고 추상화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의미에서 마이크로월드는 수학 실험실(mathematical laboratory)이 되었

다고 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수학 실험실로서의 마이크로월드는 학생들

에게 상황화된 매개체의 도구에 의존하는 경험을 제공하며 결과적으로

그것은 intellectual proof를 구성하는 행동과 개념의 표현으로부터 분리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마이크로월드는 학습

자에게 'toolforthought'11)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윤수진(2007)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한 패턴의 일반화에 관한 사례연

구에서 스프레드시티를 활용한 학생들과 활용하지 않은 학생들의 문자

이해 수준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고 스프레드시트 환경은 문자사용의

유연성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게 하고 문자를 사용하여 관계식을 표현하

도록 하였으며 간단한 패턴을 일반화 시킬 수 있는 전략을 스프레드시트

가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스프레드시트 환경도 일종의 마이크로월드라

고 할 수 있는데 이 연구도 마이크로월드가 패턴의 일반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1) Shaffer & Clinton(2009)이 제안한 개념으로 존재론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tool없

는 thought는 없으며, 반대로 thought없는 tool은 있을 수 없다는 것으로 이를 합쳐서 표

현한 것이다. tool for thought(분리된 단어)라고 말하면, 이것은 마치 사고가 더 큰 범주

이고 도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돕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반대로 도구는 더 큰 이

론적 틀이고 사람은 도구로써 물리적인 인공물과 사고를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

다. 이러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Shaffer & Clinton는 이 두 단어를 합쳐

‘toolforthought’를 제안하였으며 이를 사고(thought)를 가진 상호간의 관계 안에 있는 도

구(tools)의 한 과정의 결과로써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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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패턴 활동을 위한 교수 설계로서 마이크로월드 환경을 제안한

대표적인 것으로 'eXpresser(Noss et al, 2009)'를 예로 들 수 있다.

eXpresser은 2008년 Richard Noss에 의해 런던 대학에서 진행된 3년 연

구 프로그램인 ‘Migen project'12)의 일환으로 계발된 소프트웨어로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대수적 일반화를 위해 노력하려는 경향성을 개발함

에 있어 학생들을 지원하기위한 교육공학적 체계를 설계하기 위한 것이

다. 이 Migen project의 핵심이 수학적 마이크로월드인 eXpresser인데,

기본적으로 학생들은 색깔이 있는 정사각형 타일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

접 시각적 패턴을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림 Ⅱ-5] eXpresser 인터페이스(Noss et al., 2009)

Noss et al(2009)는 eXpresser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학생들의 수학적

일반화를 지원하기 위한 마이크로월드에서 동적인(dynamic)것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전통적으로 종이와 연필의 정적인 테크놀로지에 기반한 패

턴 활동을 통해서는 학생들의 일반화에 관한 사고 실험을 거의 볼 수 없

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학생들의 패턴 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

제점을 언급한다.

12) Migen preject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이트인

http://www.migen.org/)참고하면 된다.



- 27 -

1. 학생들은 쉽게 전통적으로 구조에 비해 수치적인 관점으로 패턴활동

을 강조하는 ‘pattern-spotting13)'으로 되돌아간다.

2. 학생들은 특정한 것 이상을 보는 것에 실패하고, 일반성에 대한 어떤

초점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부분 교사의 도움을 요구한다.

3. 학생들이 수학적 언어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경험 부족은 그들이 엄

격하게 일반성을 표현하는 것을 방해한다.

4. 학생들이 다른 표현들 사이의 연결성을 만드는데 있어서 갖는 어려움

은 수학적 일반화의 발달을 방해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도 학생들의 쌓기나무 패턴

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고형태를 분석하고 이를 코딩하여 패턴의 일

반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 및 경향성을 6장에 제시하였다. 또한 학생

들의 패턴 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점 및 오류의 개선을 위

하여 이를 마이크로월드 환경 설계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한편, 이 연구는 마이크로월드를 통하여 이러한 정적인 패턴 활동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동적인 측면을 강조한 설계를 강조한

다. 제시된 마이크로월드의 동적인 측면은 학생들이 그림 패턴을 구조가

아닌 단순한 셈하기에 집중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패턴의 모든

예에 작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세우기 위한 목표를 명확하게 제공한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 동적측면의 가능성은 일반화를 계속 유지하는(keep

an eye on the general) 구성 도구의 아이디어가 된다. 또한 Noss et al

의 후속 연구(2012)는 eXpresser를 통한 설계 및 분석을 통하여 인식론

과 마이크로월드의 설계 사이의 강한 상호작용을 보여주며 마이크로월드

의 대수적 사고 양식을 개발할 수 있는 잠재성을 고려할 수 있음을 주장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여 쌓기나무 패턴을 소재로 한 자

바말 마이크로월드 기반 설계가 이루어 졌다. 다음 절에서는 자바말 마

13) pattern-spotting: 전통적으로 패턴 활동은 수치적 표나 계산을 통한 일반화에 집중

함으로써 구조적 표현을 잃어가며 패턴 발견하기에 집중하였는데 이러한 패턴 발견법을

의미한다.(Noss et al.,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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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크로월드 환경에서의 쌓기나무 프로그램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후 이와

관련한 자세한 설계 내용은 4장에서 다룬다.

2.2. 거북 쌓기나무 프로그램

조한혁(1989)은 Logo언어를 기반으로 ‘JavaMAL ’이라는 통합 마이크

로월드 환경을 제시하여 학습자가 조작하고 관찰하여 탐구할 수 있는 동

시에 스스로 만들고,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며, 분석하고, 반성하는 일련

의 과정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였다.

거북 쌓기나무 프로그램은 JavaMAL(조한혁, 2003)로 설계된 거북 쌓

기나무가 기저가 되는 마이크로월드이다. 거북 쌓기나무는 현실 세계의

쌓기나무를 JavaMAL로 표현하여 대응시킨 개념으로 거북 쌓기나무 명

령을 통해 여러 가지 입체도형을 만들 수 있다. 즉, 거북 쌓기나무 명령

은 쌓기나무 장난감 블록인 LEGO의 은유로 문자 한 개에 쌓기나무 하

나가 대응하는 3차원 행동문자를 이용한다(이지윤, 2010). 기본 행동문자

는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면서 쌓기나무 한 개를 만드는 's', 시계반대

방향으로 90도 회전하는 'L', 시계방향으로 90도 회전하는 'R', 위로 한

층 올라가면서 쌓기나무를 만드는 'u', 아래로 한 층 내려가면서 쌓기나

무를 만드는 'd' 등이 있다. 이러한 거북 쌓기나무 프로그램은

Papert(1980)의 구성주의(constructionism)에 입각하여 JavaMAL로 만들

어진 마이크로월드로서 학습자들은 거북 쌓기나무 명령을 통해 자유롭게

쌓기나무 도형을 만들고, 만들어진 도형에 대해 학습자간 의사소통이 가

능하며 또한 하나의 쌓기나무 도형을 만들기 위해 협동학습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거북 쌓기나무 명령을 이용하여 창의력 프로그램(이지윤,

2010), 창의 사이버 멘토링(양지원, 2011) 등 다양한 연구가 있었다.

또한, 학생들은 거북 쌓기나무 명령으로 만들어진 쌓기나무 도형을 직

접 조작하고 탐구하는 실험이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거북 쌓기나무

명령은 동적기하환경(DGS) 마이크로월드라고 할 수 있다. 동적기하환경

(DGS)은 유클리드 기하와 같은 정적인 기하에 상응하여 동적인 기하를

구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체계를 의미하는데 김민정(2004)은 구성주

의 관점에 입각하여 JavaMAL에서 동적기하환경을 마이크로월드 관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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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구하였다. 즉, 동적 기하 마이크로월드는 동적 기하 환경(DGS)을

마이크로월드의 관점에서 구현한 수학적 가상 현실세계라 할 수 있다.

김민정은 동적기하환경 마이크로월드의 설계 관점으로 동적인 특성을 중

심으로 한 함수적 관점을 얘기하였는데 여기서 동적이라는 특성은 끌기

(Dragging)라는 연속적이고 실시간적인 변화로서 그림이 만들어 졌을

때 그림의 어떤 요소를 자유롭게 움직이면 그에 따라 다른 요소들이 동

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끌기(Dragging)에 따

라 어떤 측면은 변화하는 반면 또 다른 측면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였

다. 이는 Mavrikis et al(2011)가 논문에서 언급한 ‘variant’와 ‘invariant’

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북 쌓기

나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러한 동적인 특성을 강조하는 마이크로월드

환경을 설계, 구현하고 이 가운데서 쌓기나무 패턴을 학습자들이 관찰하

고 조작함으로써 직접 실험하고 탐구하는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

였다.

한편, 김화경(2006)은 JavaMAL에 기반한 Logo와 동적기하환경을 통

합하는 통합 마이크로월드를 제안하며 Logo에 대응하는 거북 마이크로

월드와 동적기하환경에 대응하는 동적 기하 마이크로월드의 개념을 제시

하였다. 그러면서 각각의 특징으로 거북 마이크로월드는 인공물을 만드

는 적극적 구성이 강조되는 환경이며, 동적 기하 마이크로월드는 실험과

탐구를 위한 조작이 강조되는 환경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계된 거북 쌓기나무 프로그램은 기본 개념은 거북 마이크로월드에 두

고 있으나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거북 마이크로월드 이전에 동적 기하 마

이크로월드로 제공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설계는 기본적으로 거

북 마이크로월드로 이루어졌으므로 학습자들이 거북 쌓기나무 명령 학습

을 통하여 구성을 강조하는 거북 마이크로월드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거북 쌓기나무 프로그램을 동적 기하 마이크로월드 관

점에서 조작을 강조하는 패턴 활동을 설계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

였으며, 이후 구성을 통한 패턴 활동이 가능하도록 거북 마이크로월드

관점에서 패턴 활동을 위한 설계를 제시하였다.

기존의 패턴의 일반화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 학습자들의 패턴 사고 과

정을 분석하고 일반화하는 전략과 수준을 인식론적 관점에서 분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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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al, 1995; Radford, 2010), 이러한 패턴 활동에서 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반면, 본 연구는 교사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마이크로월드라는 컴퓨터 환경에 기반한 교육

적 처치를 통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관찰하고 조작하며 탐구하는 활동을

제시함으로써 패턴 활동의 중요한 사고 전략을 제시하고 일반화의 수준

을 상승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자 하는 초기 연구라 할 수 있다. 따

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컴퓨터 환경 내지 공학 기반 학습 환경으로서 거

북 쌓기나무 프로그램에 기반한 마이크로월드가 제공된 것이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 제시한 조작을 통한 탐구활동은 실제 세계에서 직접적인 교

구를 이용하거나 실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힘든 것을 자바말 마이크로

월드 환경으로 설계한 것으로 동적인 의미를 극대화한 환경으로서 그 의

미를 갖는다. 이는 앞서 언급한 마이크로월드는 수학 실험실이 되어야

한다는 Sacristan & Sanchez(2002)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한편, 김화경은 조한혁(2003)이 제안한 ‘컴퓨터와 수학교육’의 학습지도

원칙인 동시에 컴퓨터 환경 설계원칙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물질적 구성주의를 거친 정신적 구성주의를 강조하는 구성주의 이

론은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인공물을 만드는 적극적 구성’을 강조한다.

둘째, 수학화 이론 중 학습에서 구별과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함수

화 전략은 ‘알맞은 조작을 통한 수학 실험 및 탐구와 그를 통한 수준 상

승’을 강조한다.

셋째, 사고 도구로써 컴퓨터를 강조하는 상호작용은 ‘학습자와 교사, 학

습자와 컴퓨터, 학습자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그 통로’를 강조한

다.

본 연구에서는 거북 쌓기나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이러한 컴퓨터 환

경 설계의 기본 원칙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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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턴과 도형수

3.1. 도형수와 그노몬

도형수(figurate number)는 r-차원 공 또는 점들의 이산적인 r-차원의

규칙적인 기하 패턴으로 표현되는 수로써 r=2이면 다각수(polygonal

number), r=3이면 다면체수(polyhedral number)라고 불린다. 다각수에는

삼각수, 사각수, 오각수, 육각수 등이 있으며 다면체수는 Tetrahedral

numbers, Cubic numbers, Octahedral numbers, Dodecahedral numbers,

Icosahedral numbers 등이 있다. 이는 2, 3차원 점들이 표현하는 기하 패

턴의 모양을 따서 붙여진 이름들이다.

<다각수>

•삼각수: 1, 3, 6, 10, 15, …

•사각수: 1, 4, 9, 16, 25, …

•오각수: 1, 5, 12, 22, 35, …

•육각수: 1, 6, 15, 28, 45, …

<다면체수>

•Tetrahedral numbers: 1, 4, 10, 20, …

•Cubic numbers: 1, 8, 27, 64, 125, …

•Octahedral numbers: 1, 6, 19, 44, …

•Dodecahedral numbers: 1, 20, 84, 220, …

•Icosahedral numbers: 1, 12, 48, 124, …

또한 다각수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각뿔수(pyramidal number)를 정의

할 수 있다.

각뿔수는 각수    …  …가 있을 때, 각 에 대하여,

 
  



로 정의된 수열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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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뿔수>

•삼각뿔수(tetrahedral numbers): 1, 4, 10, 20, 25, …

•사각뿔수(square pyramidal numbers): 1, 5, 14, 30, 55, …

•오각뿔수(pentagonal pyramidal numbers): 1, 6, 18, 40, 75, …

•육각뿔수(hexagonal pyramidal numbers): 1, 7, 22, 50, 95, …

도형수 중 다각수는 고대 그리스 시대 때부터 여러 수학자들이 자신의

이론을 창조하기위해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Betancourt & Pa가

2009). 그 대표적인 수학자가 피타고라스인데 다각수 중 사각수를 이용

하여 ‘피타고라스 정리’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각수의 개념을 처

음으로 정의한 수학자는 그리스의 수학자 Hypsicles(BC 170년 경)로서

수학자 디오판투스(Diophantus)는 그가 개의 변을 가진 한 다각형의 

번째 항의 점의 개수를 결정하기 위한 공식인



× ×      

(nth a-gon)에 의한 계산법을 만들어 냈다고 하였다. 한편 다각수에 관한

연구로는 이후 Theon, Nicomachus 등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들은 더

낮은 차수의 다른 다각수의 결합으로부터 또 다른 다각수를 얻을 수 있

는 방법을 만들어 내었다. 이후 다각수에 관한 현대적인 이용은 파스칼

의 삼각형, 페르마의 다각수 정리 등으로 이어졌다. 한편, 다면체수와 각

뿔수는 현대에 들어 다각수를 3차원 공간으로 확장하여 최근에 많이 연

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각수의 삼각수, 사각수, 오각수, 각뿔수의 삼

각뿔수, 사각뿔수 등을 쌓기나무 패턴으로 표현하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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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수 시각적 표현

삼각수

사각수

오각수

육각수

<표 Ⅱ-4> 도형수(다각수)의 시각적 표현

한편, 도형수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개념이 '그노몬(gnomon)'이다. 그

노몬은 한 도형수에서 다음 도형수로 그것을 변형하기 위해서 더해지는

조각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위 <표 Ⅱ4>에서 삼각수를 나타내는 그림

을 보면 이때, 그노몬은 각각 2개의 점, 3개의 점, 4개의 점 … 으로 일

반적인 형태는  (     … )이 될 것이다. 또한 사각수를 나타내

는 그림에서 그노몬은 각각 3개의 점, 5개의 점, 7개의 점 …으로 일반적

인 형태는    (     … )이 될 것이다. 그노몬이라는 이름은 장

치의 모양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사각형의 가장 흔한 경우로서 그것이

해시계의 바늘(sundial's gnomon)과 유사하다고 하여 붙여졌다. 이러한

특성은 일반적으로 다각수에 대한 본질을 담고 있다(Forhan, 2007).

이처럼 그노몬은 도형수를 이해하는 근본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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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수에 대한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약 2천년 전, Hero of

Alexandria는 그노몬이란 어떤 형태를 더해서 결과적으로 원래의 것과

유사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나선

형의 조개껍데기에서 그노몬에 해당하는 증가하는 각각의 새로운 부분은

그것의 이전 것과 닮았으며, 그 조개껍데기의 전체적인 모양을 유지한다

고 하였다. 또한 Hero에 의해 영감을 얻은 Midhat Gazale(1999)은 자기

유사성(self-similarity)의 개념에 근거하여 “gnomonicity”라는 용어를 만

들어 그노몬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Gazale은 그노몬이 갖고 있는 자기

유사성의 성질에 매우 주목하였는데 이를 통해 연분수의 개념을 소개하

고 피보나치 수열, ladder networks, whorled figures, golden number,

logarithmic spirals, 프랙털 등의 복잡함을 설명하였다.

도형수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 그노몬은 앞서 언급한 일반화의 전략

중 재귀적 전략(Lannin, 2005)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즉, 그노몬의

개념 자체가 재귀적 전략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노몬은 이전 도형에서

이와 닮아있으면서 더 큰 새로운 도형을 만들 때, 더해지는 도형이므로

이것은 곧 인접한 두 항 사이의 차를 인식하고 이로써 이전 항에서 새로

운 항을 만들어내는 재귀적 전략에서 두 항 사이의 차에 해당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형수를 탐구하는 핵심 개념은 패턴의 일반화

전략에서 재귀적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패턴의 일반화를 위한 패턴 과제(검사도구)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이

러한 재귀적 전략을 알아보기 위하여 특별히 Stacey(1989)의 문항에 근

거하여 독립된 한 문항으로 삽입하였다.

한편, 도형수는 그 자체가 수의 패턴인 동시에 시각적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도형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학적인 내용은 교육과정에

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실제로 삼각수와 사각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일반식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수열의 합에서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도형수를 통한 패턴 활동은 고등학교

에서 배우는 수열의 합 등을 접하기 이전에 학습자에게 의미 있고, 실제

적인 맥락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5장에서 자세히 언급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쌓기나무 패턴 활동의 소재로 도형

수를 활용하였다. 또한 도형수의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노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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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말 마이크로월드 환경에서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이를 위한 탐구 활

동을 설계함으로써 학습자가 패턴 활동에서 그노몬을 일반화 전략의 한

방편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그노몬의 개념이 패턴의 변

화를 인식하고 변화 가운데 그 규칙성을 찾아 일반화하는데 중요한 역할

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노몬은 근 일반화 과정에서 중요한 재

귀적 사고를 위해 중요한 툴로서 작용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도형수의 표현법과 도형수에 관한 선행 연구 및 이

를 활용한 패턴 활동에 관한 연구를 살펴본다. 또한 이를 통해 도형수가

쌓기나무 패턴으로서 적절하며 수학교육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지 고찰할 것이다.

3.2. 도형수의 표현

도형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수 표현, 점이나 공 표현, 쌓기나무 표

현, 행렬 다이어그램으로서의 표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수 표현이나

점 또는 공 표현은 가장 일반적인 표현으로 수열로서 제시하거나 <표

Ⅱ-6>와 같이 시각적으로 점이나 공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수

표현은 수열의 규칙을 찾기 어렵고 도형수가 갖는 의미를 온전하게 전달

하기 어려우며 점이나 공 표현은 다면체수나 각뿔수를 입체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쌓기나무 표현은 다각

수는 2차원의 쌓기나무로 표현가능하며 다면체수와 각뿔수도 3차원의 쌓

기나무로 표현하기에 편리하다. 또한 그 구조를 쉽게 확인하고 특성을

관찰하기에 용이하다. 마지막으로 행렬 다이어그램으로서의 표현은 초등

학교 교육과정에서 입체 쌓기나무의 개수를 세기 위하여 위에서 입체 쌓

기나무를 사영하여 그 개수를 쌓기나무 그림 아래 격자 모양의 칸에 숫

자로 표현하는 방법에서 얻은 아이디어14)로서 다음과 같다.

14) 초등학교 6학년 ‘도형’ 영역에서 쌓기나무와 관련된 활동으로 입체 쌓기나무의 개수

를 세기위해 다음과 같은 격자 모양의 다이어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

에서는 이를 ‘행렬’다이어그램으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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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수 사면체수

쌓기

나무

표현

행렬

다이

어그램

표현

1 2 3 4 5 6

4

3 3

2 2 2

1 1 1 1

즉, 3차원 입체 쌓기나무를 2차원 평면에 사영시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도형수의 단순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다이어그

램(diagram)’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이어그램은 Charles

Sanders Peirce(1909)가 논리에 관한 문제를 매우 유용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Existential Graphs’을 도입하면서 그의 일생 동안의 연

구로부터 정립된 개념이다. Peirce는 다음과 같이 다이어그램을 정의하

였다.

다이어그램은 하나의 표현양식으로 그것은 대개 관계의 아이콘이면서

동시에 관습에 의해 그렇게 되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다. 또한, 다이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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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위한 지표들은 거의 사용된다. 그것은 완벽하게 일관된 표현 체계

위에서 수행되어야 하고, 단순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본 아이디어

에 기초해야만 한다.(Peirce, 1958)

이러한 Pierce의 정의에 기반하여 Hoffmann(2007)은 다이어그램은 하

나의 특정한 표현 체계 안에서 규칙과 관습에 따라 구성되고 그 체계 안

에서 이용할 수 있는 요소들과 관계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지는 관계들의

외적인 표현이라고 하였다. 그러한 표현체계는 다이어그램을 구성할 가

능성과 그러한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수행할 가능성과 방법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또한, Dorfler(2007)는 다이어그램은 추상화된 (수학적) 대상의 성질을

구현함(embodying) 으로써 학습자가 정신적인 (내적의) 수학적 대상의

표현을 구성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다이어그램은 단

지 그것들로부터 다른 목적을 연구하기 위한 단순한 수단이 아니다. 다

이어그램은 그 탐구 자체의 목적이며 이것은 조작가능하고 발견 가능한

다이어그램에 의해 수행되고 이 행동 안에서 순환적인 패턴을 탐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패턴은 이론이나 다시 다이어그램이 되는 공식으로

써 형식화 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아이디어는 수학교육에서 생소한

것이 아닌데, 대개 저학년에서 폴리오미노 등 다양한 종류의 다이어그램

에 대한 연구가 있다. Dorfler는 그의 연구에서 다이어그램으로서 행렬은

더 고차원적인 수학으로의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다이어그램으로서 행렬은 십진법의 수, 대수적인 용어, 다항식, 함수 그

래프, 기하적인 도형 등을 표현하는데 고려된다고 하였다. Dorfler가 행

렬을 선택한 이유는 그것은 간결하여 잘 관찰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

고 단순한 조작 규칙을 갖는 별개의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행

렬은 비록 수학의 외적인 다양한 문제로부터 비롯된 것이지만, 다방면에

서 적용될 수 있고 참조가 붙은 표현을 고려하지 않는 순수한 다이어그

램으로써 연구될 수 있다(Dorfler,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형수의

개념을 쌓기나무의 기하적인 도형으로 보고 이를 다이어그램으로서 행렬

로의 접근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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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다이어그램의 개념은 '다이어그램적 추론(diagrammatic

reasoning)'으로 연결된다. 다이어그램적 추론이란 시각적 표현의 수단에

의한 추론이다. 다이어그램적 추론에 관한 연구는 개념의 이해, 아이디

어, 다이어그램의 사용을 통한 시각화, 언어적 또는 대수적 수단을 대신

하는 형상화 등에 관한 것이다. Peirce는 ‘The Reasoning of

Mathematics’의 특유의 본성을 서술하기 위해 다이어그램적 추론의 개

념을 개발하였다. 그는 그의 발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내가 발견한 첫 번째 것은 모든 수학적 추론은 다이어그램적고, 모든 필

수적인 추론은 그것이 어떻게 간단하게 되던 간에 수학적 추론이다. 다

이어그램적 추론은 일반항에서 표현되는 어떤 수칙을 따르는 다이어그램

을 구성하고, 이 다이어그램으로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주목하며,

동일한 수칙에 따라 구성되는 어느 다이어그램으로 유사한 실험을 수행

하더라도 같은 결과를 낳는다는 그 자체를 확신하고, 일반항에서 이것을

표현하는 추론이다. 이것은 모든 지식은 예외 없이 관찰로부터 비롯된다

는 것을 증명하는 상당히 중요한 발견이었다(Peirce, 1976, p.47～48).

오늘날 이러한 다이어그램적 추론은 컴퓨터 과학과 논리학, 심리학과

인지과학 등에서 그 의미가 발전되고 확장되었다.(Hoffmann, 2007)

다이어그램적 추론의 주요한 기능은 오직 내적인 인지적 수단에 의해

극복해야 하는 매우 복잡한 상황에서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사고 과정

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러한 사고 과정의 ‘촉진(facilitation)’은 다음과 같

은 다양한 다이어그램적 추론의 특징에 기반해서 가능하다(Hoffmann,

2007).

1. 단기간 동안만의 기억력의 한계에 의한 제약이 없이 무언가를 되돌아

볼 수 있게 한다.

2. 더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문제를 분석하게 한다.

3. 어떤 문제에 대한 혼란스러운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조정한다.

4. 암시적인 추측이나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할 수 있는 배경지식을 명확

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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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제 공간을 조직화한다.

6. 지각적인 것을 변화시킨다.

7. 의도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은 결과를 확인시킨다.

8. 해석을 여러모로 활용한다.

9. 모순을 발견한다.

10. 지엽적인 것으로부터 필수적인 것을 구별해 낸다.

특별히 협동적인 상황에서 다이어그램적 추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

는다.

11. ‘중앙에 무언가를 놓음(putting something in the middle)’으로써 주

의 집중하게 한다(Selvin, 2003).

12. 하나의 다이어그램에서 이용된 요소들을 고려하는 ‘의미의 협상

(negotiation of meaning)'을 착수시키며 논증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

(Suthers & Hundhausen, 2003).

13. 문제의 다양한 관점을 보고 탐구하는 것을 돕는다(Kanselaar et al.,

2003).

14. 공통의 토대를 설립하고 유지한다(Baker et al., 1999).

15. 앞으로 생각을 밀어 넣고 상호작용의 연속성을 안정화하기 위한 외

부적인 집단 메모리로써 기능한다.

요약하면, 다이어그램적 추론에 의해 사고과정을 촉진하는 것에 대한

주요한 아이디어는 그것이 개인 또는 협동적인 문제 해결, 의사결정, 그

리고 외적 표현의 수단에 의한 갈등 조정안에서 인지적인 부하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van Bruggen et al, 2002; Hoffmann 2005).

또한, Dorfler(2007)는 이러한 다이어그램적 추론의 중요한 특징을 다

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 그것은 지각, 관찰, 그리고 패턴 인식에 기반한다.

• 그것은 정확하게 정의된 규칙을 따르는 독창적이고 구성적이며 창의

적인 사고이다.

• 그것은 탐구의 목적으로써 다이어그램/글 등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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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그램을 통한 많은 경험, 정확성, 신중함, 지속성, 그리고 실험적

인 행동 등은 성공적인 추론을 이끈다. (예를 들어, “만약 내가 그것을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라고 묻는 것 등)

• 그것은 이전의 다이어그램적 추론의 기억과 회상을 필요로 한다.

• 그것은 규칙적인 패턴으로써의 다이어그램과 그 규칙을 따라 조작했

을 때의 불변성 사이의 관계의 성질들을 발견한다.

• 그것은 다이어그램과 그에 관한 성질들에 관해 대화하고 (다이어그램

에 참조적인 의미를 주도록)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한 언어를 필

요로 한다.

• 그것은 그것으로부터 글쓰기와 관찰하기에 기반하고 그것 안에서 그

추론이 불가분하게 수행되는 수공예(handicraft)에 더 가깝다.

• 그것은 기계론적/알고리즘적인 것도 형식적인 것도 아니며, 다이어그

램의 많은 성질로 인해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다.

• 그것은 다른 이유와 목적을 위한 다른 종류의 다이어그램을 발견하고

구성한다.

• 그것은 추상적인 목적의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지각할 수 있고

물질적이며 조작할 수 있는 글에 관한 사회적인 관행이다.

위에서 언급한 다이어그램적 추론의 특징은 곧 패턴 인식에 기반한 것

으로 규칙적인 패턴에 대한 관찰과 이를 통한 불변성을 탐구하는 것은

결국 패턴의 일반화와도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3차원 쌓기나무 패턴을 다이어그램으로서 2차원의 행렬 표현으로

구현하고 이 다이어그램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학습자가 이용하고 이를

통한 다이어그램적 추론을 통해 패턴의 일반화을 고찰하고자 한다.

3.3. 도형수 관련 패턴 연구

Betancourt & Park(2009)는 다각수는 고대시대부터 꼼꼼하게 연구되

어 왔으며 이로부터 얻은 수많은 발견들은 오늘날 수 이론의 기본 바탕

이 되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파스칼 삼각형이나 페르마의 삼각수 정리

등의 발견을 통해 다각수는 수학자들의 더욱 흥미로운 연구 분야가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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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도형수의 중요성이 학교 수학에

서도 중요한 수학교육적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고 이를 소재로 한 쌓기

나무 패턴을 고려하였다.

Alsina & Nelsen(2010)는 조합론적인 증명 방법으로서 두 가지 셈의

원리인 푸비니의 원리(Fubini principle)와 칸토어의 원리(Cantor

principle)15)를 제시하고, 도형수를 소재로 이 두 가지 원리를 적용하여

삼각수나 사각수에서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성질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

학적 명제들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화를 위한 중요한 셈 전략으

로서 푸비니의 원리가 드러나도록 설계하였다. 이를 위해 패턴을 바라보

는 두 가지의 다른 과점을 제시하고 이 두 관점을 통해 다르게 셈하는

방법을 학습자가 스스로 터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교식(2002)은 수열의 교수 학습을 위한 교수단원 소재 연구에서 다

각수와 각뿔수를 가지고 고등학교 수열 단원의 교수 학습에 접목시키는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 박교식은 다각수와 각뿔수를 소재로 한 교

수 학습이 일반화와 유추 등의 수학적 사고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며,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에서 식의 대수적 조작, 증명, 관련된 지식

을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Youjun Wang(2009)는 중국의 수학자 Yang Hui가 삼각수를 바탕으로

한 사면체 수를 의미하는 쌓기나무 ‘triangular Duo’ 6개로 [그림 Ⅱ-6]

과 같이 하나의 큐브를 만드는 방법을 통하여

…








임을 알아냈다.

15) 푸비니의 원리(Fubini principle): 어떤 대상을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셈하여 얻은

두 가지 표현은 같은 것이다는 원리로 ‘Double counting’이라고도 불린다. 칸토어의 원리

(Cantor principle): 두 집합이 일대일대응 관계에 있다면, 그 집합들의 원소의 개수는 서

로 같다는 원리로 ‘Bijective proof’라고도 불린다. 이 밖에도 셈의 원리는 합의 법칙(Rule

of sum), 곱의 법칙(Rule of product), 포함 배제의 원리(Inclusion-exclusion principle),

비둘기집의 원리(Pigeonhole principle), Method of distinguished element, Generating

function, Recurrence relation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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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6] 세 개의 triangular Dou의 합

또한, 중국의 수학자 Zhu Shijie(13-14세기)는 이러한 Yang Hui 방법

을 확장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혔는데 이는 다양한 모양으로 큐브들

을 배열함으로써 얻어낸 것이라고 말하였다.

      …


    



      

       …


     



        

이와 같이 triangular Duo나 큐브를 이용한 것은 손을 통한 조작

(hands-on operations)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학을 ‘Hands-on

mathematics’라 정의하였다. 수학사를 통한 이러한 방법은 학생들이 수

학적인 개념과 기술을 포착하고 학생들이 수학 및 수학 관련 직업에 관

심을 증대시키는 것을 돕는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조작

적인 측면이 강조된 마이크로월드 환경이 제공되었다.

한편, 도형수를 패턴의 일반화를 위한 직접적인 과제로 제시한 연구도

있다. Rivera(2010)는 삼각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타일을 패턴으로 제시

하였다. 물론 이 연구에서 처음에는 다음 단계를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

는 패턴을 주지 않고 다양한 패턴이 나올 수 있도록 다소 모호한 단계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후에 삼각수 패턴으로 교사와 함께 이끌어진 인

터뷰에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에게 그림과 같이 주어진 패턴을 직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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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때, 도형의 변형, 보조 집합을 이

용한 도형 분할과 같은 시각적인 전략의 사용이나 행동, 패턴의 일반화

에 있어서의 추론 등을 연구하였다.

또한, 사각수 패턴을 활용한 패턴의 일반화 과제도 여러 논문에서 찾

아볼 수 있다. 특히, 7차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7-가 교과서에는 사각수

패턴 과제를 통해 규칙성을 찾고 이를 일반화한 식을 통해 문자가 어떻

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내용이 있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여러 시각적 패턴의 한 문항으로 다루어 질 뿐, 도형수 자체만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패턴 과제는 거의 없다.

지금까지 도형수를 소재로 한 직접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도형수를 시

각적 패턴의 소재로 활용한 패턴의 일반화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도형수를 활용한 패턴의 일반화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도형수를 통한 패턴 활동은 수학사에 근거한 개념으로서 교수학

습측면에서는 프로이덴탈의 역사 발생적 원리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수학사에 도형수 탐구는 곧 학습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탐구환경을

제공하고 흥미과 관심을 갖고 접근할 수 있다.

둘째, 도형수에 대한 탐구에는 다양한 일반화의 전략이 들어있다. 도형

수는 그 자체가 수의 패턴인 동시에 시각적 패턴이기 때문에 이를 일반

화기 위한 여러 전략이 숨어져 있으며, 도형수에 관한 여러 선행 연구로

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일반화 전략은 패턴의 일반화의 궁극적인

목표인 대수적 사고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로 작용할 수 있다. 박교식

(2002)은 다가수와 각뿔수를 소재로 한 교수 학습이 일반화와 유추 등의

수학적 사고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며,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에

서 식의 대수적 조작, 증명, 관련된 지식을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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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패턴의 일반화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 기존의 패턴의 일반화

는 대부분 비교적 단순한 시각적 패턴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얻은 일반

화된 식의 다양한 표현을 통하여 동치변형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도형

수를 통해 얻은 일반화된 식은 단순한 동치변형을 넘어 식에서 등호가

갖는 개념을 확장하여 이끄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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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설계 기반 연구(DBR: Design Based

Research)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쌓기나무 패턴 과제를 개발하

기 위하여 수학사에 기반한 도형수에 대한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다. 또

한, 현재 학교 수학에서 패턴의 일반화와 관련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우리나라 및 외국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2007개정 교육과정과 2009개정 교육과

정을 살펴보았으며, 그에 따라 2007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

교,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를 분석하였다.16) 또한, 외국 교육과정은 미국,

영국, 호주, 대만 등에서 명시되어 있는 패턴의 일반화에 대한 내용을 살

펴보았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교과서로 MIC, 대만교과서 등에서 다루

어지고 있는 패턴 활동을 알아보았다. 또한, 개발된 쌓기나무 패턴에 대

하여 이 쌓기나무 패턴의 일반화와 연계될 수 있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내용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급별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영재와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쌓기나무 패턴 과제를 제

시하고 해결하는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쌓기나무 패턴의 일반화에 나타나

는 전략과 수준을 분석하였다. 이때, 일반화 전략은 Lannin(2005)의 패턴

의 일반화 전략 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하였으며, 일반화 수준은

Radford(2000)의 패턴의 일반화 수준 이론에 근거하여 분석을 실시하였

다. 또한 영재와 일반 학생에 대해 각각 분석한 사실을 토대로 두 집단

간의 일반화 전략 및 일반화 수준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고

찰하였다.

한편, 연구참여자가 쌓기나무 패턴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위한 마이크로월드 기반 쌓기나무 패턴활동을 제시하기 위하여 자바말

16) 2009개정 교육과정은 중학교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므로 아직 교과서가 나

오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교과서 분석은 2007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바

탕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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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월드 기반 교수 설계를 하였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설계 내

용은 4장에서 다룬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방법론은 설계 기반 연구

(DBR)를 따른다. 이와 같은 설계 기반 연구는 처음부터 연구 가설을 설

정해 놓고 시작하지 않으며 이 교수 설계를 통하여 영재와 일반 학생이

쌓기나무 패턴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관찰하

고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관찰되고 분석된 사실은 다시 설계

에 반영되어 주어진 설계를 반복적으로 수정하고 개선하는데 기여한다.

2. 연구 대상

쌓기나무 패턴 과제는 소재의 특수성과 평소에 학생들이 접해보지 못

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영재와 일반 학생 모두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

였으며 먼저 동일한 난이도의 평면 쌓기나무 과제를 제시하여 두 집단에

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영재와 일반 학생

들을 대상으로 쌓기나무 패턴에 대한 사전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영재

학생 20명과 일반학생 15명을 선정하였다.

영재학생은 S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정보 분과 중학교 2학년 20명을

선정하였으며, 일반학생은 J중학교 컴퓨터 수학반 동아리 중학교 3학년

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17) 한편, 일반 학생 중 2명은 사후검사에는 참

여하지 않아 교수 설계 적용 및 결과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15명

의 수학에 대한 학업성취도18)는 상위권 2명, 중상위권 5명, 중위권 4명,

중하위권 3명, 하위권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하위권 학생들은 없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는 최하위권의 일반 학생에 대한 분

석은 없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17) 본고에서 영재학생 20명은 가나다 이름순으로 G1부터 G20까지, 일반학생 15명은 가

나다 이름순으로 S1부터 S15까지 재명명하여 제시하였다.

18) 본 연구에서는 일반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1,2학년 수학 성적 평균을 기준으로 다

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90점이상: 상위권/ 75점이상 90점미만: 중상위권/ 60점이상 75점미만: 중위권/

45점이상 60점미만: 중하위권/ 30점이상 45점미만: 하위권/ 30점미만: 최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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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절차

수학사에 기반한 도형수의 개념을 마이크로월드 기반 쌓기나무로 표현

하기 위하여 먼저 도형수에 대한 1차 문헌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

탕으로 귀납적 사고에 중점을 두고 제작한 예비 사전검사지 및 교수학습

지를 제작하였다. 제작한 검사지와 교수학습지는 2011년 S대학교 정보

영재 심화반(2학년)과 사사반(3학년)를 대상으로 각각 예비 실험을 실시

하였다. 이 검사지 및 교수학습지를 분석한 결과 교수 설계시 학생들이

혼동할 여지가 있는 문항 및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하

였으며 초기 연구에서 초점을 두었던 귀납적 사고와 관련한 내용에서 쌓

기나무 패턴의 일반화를 위한 패턴 과제 및 패턴 활동으로 그 성격을 명

확히 규정하였다. 따라서 패턴의 일반화와 이를 자바말 마이크로월드 환

경에 설계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2차 문헌검토를 실시하였다. 또한, 패턴

의 일반화가 우리나라 및 외국의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검

토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쌓기나무 패턴이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교의 교

육과정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름 살펴보았다. 한편, 이를 토대로

2012년 2월부터 쌓기나무 패턴의 일반화를 위한 사전검사지를 제작하였

으며, 쌓기나무 패턴활동에 대한 교수 설계를 하였다. 3월에 영재와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사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검사지를 분석

하고 사후검사와의 비교를 목적으로 인터뷰를 실시 하기 위해 일부 학생

(target student)을 선정하였다. 4월에는 본 연구에 개발한 마이크로월드

기반 쌓기나무 패턴 활동 설계를 적용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교수 설계 적용과 사후검사를 동시에 실시한 이유는 교수

설계 이외의 다른 변인을 통제하고 교수 설계에 따른 즉각적인 변화를

보기 위함이다. 또한 개별 교사에 의해 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교수

법적인 측면을 가급적 제한하기 위함이다. 한편, 5월부터는 사후검사지를

분석하여 3월에 선정한 일부 학생과 사후검사지 이후에 다시 일부 학생

을 선정하여 패턴 활동에서 나타난 연구참여자의 생각과 반응을 자세히

알아보았다. 그리고 인터뷰 내용은 모두 전사하였으며 연구자가 연구참

여자의 참여 태도나 행동 등을 관찰한 결과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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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1차 문헌검토

6월 예비 검사지 및 교수실험 학습지 제작

7～8월 예비실험

8월 검사지 분석 및 교수실험 학습지 결과 검토

9월～ 2차 문헌검토, 교육과정 검토

2012년

2월～3월

(패턴과제로의) 검사지 수정,

쌓기나무 패턴활동에 대한 교수 설계

3월 본 사전검사(영재, 일반)

3～4월 사전검사지 분석 및 인터뷰자 선정

4～5월
본 교수 설계 적용(영재, 일반),

사후검사실시, 인터뷰 실시

5월～ 검사지, 교수실험 학습지 분석, 인터뷰 전사 및 분석

<표 Ⅲ-1> 연구 절차

4.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자바말 마이크로월드 환경에서의 쌓기나무 패턴활동이

쌓기나무 패턴의 일반화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먼

저 쌓기나무 패턴을 소재로 패턴의 일반화에 관한 사전검사지(패턴 과

제)를 개발하여 제작하였다. 쌓기나무 패턴과제는 평면 쌓기나무 패턴과

입체 쌓기나무 패턴 두 종류로 제작하였으며 수학사를 바탕으로 도형수

중 평면 쌓기나무는 다각수의 삼각수와 사각수를, 입체 쌓기나무는 각뿔

수의 삼각뿔수(사면체수), 사각뿔수(피라미드수)를 쌓기나무 패턴으로 표

현하여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평면 쌓기나무 패턴 과제만을 사전검

사지로 사용하였으며 따라서 여기서는 평면 쌓기나무 패턴과제만을 검사

도구로 자세히 살펴보며 입체 쌓기나무 패턴과 관련한 내용은 부록의 첨

부로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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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 쌓기나무 패턴과제는 구체적으로 총 4개의 파트로 구성하였으며

part1은 삼각수 패턴, part2는 사각수 패턴이고 part3와 part4는 사각수

패턴의 모양을 변형하거나 그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쌓기나무 패턴을

직접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part3, part4와 관련한 내용은 수학자

Love(part3), Nicomachus, Gradner, Kalman(part4)가 제시한 방법을 토

대로 만든 쌓기나무 패턴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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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1: 삼각수 쌓기나무 패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 part2: 사각수 쌓기나무 패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 part3: 사각수 쌓기나무 패턴 변형 1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part4: 사각수 쌓기나무 패턴 변형 2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표 Ⅲ-2> 평면 쌓기나무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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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파트의 쌓기나무 패턴에서 일반화된 기호적 표현은 <표 Ⅲ-3> 와

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열의 합의 기본적인 형태와 관련이 있다.19)

part 일반화된 기호적 표현

고등학교에서

수열의 합

표현

비고

part1     …  


  

 



 자연수의 합

part2      …      
  



   홀수의 합

part3      …   
  




  



 세제곱수의

합

part4      …  


   

  



 제곱수의 합

<표 Ⅲ-3> 평면 쌓기나무 패턴의 일반화된 기호적 표현과 시그마 표현

한편, 각 파트의 문항은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1번에서 4번

문항까지는 Stacey(1989)의 연구에서 제시된 패턴 과제 형식에 근거하였

으며, 5번과 6번 문항은 Radford(2000)와 Friedlander(2001)의 연구에서

제시한 패턴 과제 형식에 근거하여 제작하였다. 이 중 특히 3번 문항은

인접한 항을 통한 재귀적 사고 전략을 보기 위해 특별히 제작한 것이다.

이는 일반화의 과정에서 중요한 사고 전략 중 하나인 재귀적 사고 전략

을 학습자가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의도적으

19) 참고로 부록에 제시한 입체 쌓기나무 패턴과제는 각 파트별로 다음과 같은 수열의

합과 관련이 있다.

part1:      …
  




    

part2:      …  
    

part3: ‧  ‧  ‧ … ‧  
    

part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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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작되었다. 3번 문항 단순히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더해가는 것으로

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3번 문항은 인접한 전 단계의 쌓기나무 개수

를 주고 이것만을 이용하여 다음 단계의 쌓기나무 개수를 예측할 수 있

는가를 묻는 것으로 이것은 주어진 쌓기나무 패턴의 구조나 규칙을 알아

야만 가능하다. 또한 도형수를 바탕으로 한 쌓기나무 패턴에서는 그노몬

의 아이디어가 들어있고 이것이 패턴의 규칙을 찾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

공한다. 이 그노몬에 대한 탐구가 곧 재귀적 사고 전략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나 규칙을 안다는 것은 Radford가 언급한 산술적 일

반화의 수준을 넘어 대수적 일반화로 진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3번 문항은 연구참여자가 대수적 일반화의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재귀적 사고 전략은 고

등학교 교육과정의 수학적 귀납법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로서 학습자가 자

바말 마이크로월드 환경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

다.

문항 문항 목표 일반화의 단계

1번 문항 다음 단계 예측하기 몸 풀기 단계

2번 문항 작은 단계 예측하기 근 일반화 단계

3번 문항 이웃한 항 예측하기 근/원 일반화 단계

4번 문항 큰 단계 예측하기 원 일반화 단계

5번 문항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기 언어적 표현 단계

6번 문항 기호 으로 표현하기 기호적 표현 단계

<표 Ⅲ-4> 쌓기나무 패턴의 각 문항 목표와 일반화의 단계

쌓기나무 패턴의 세부 문항에 대한 진술을 <표 Ⅲ-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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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문항 내용 진술

1번
6단계(part1,2)/5단계(part3,4)의 쌓기나무 그림을 그리거나 말로 설명

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쓰시오.(평면으로 그려도 관계없음)

2번
8단계(part1,2)/7단계(part3,4)의 쌓기나무 개수를 구하고 그렇게 생각

한 이유를 쓰시오.20)

3번

만약 20단계의 쌓기나무 개수가 210개(part1 예시)였다면, 이 사실만

을 이용하여 21단계의 쌓기나무 개수를 구할 수 있는가? 있다면 그

개수를 쓰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쓰시오.21)

4번

50단계의 쌓기나무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가? 있다면 그 개수를 직

접 구하거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쓰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

를 쓰시오.(최대한 많은 방법을 쓰시오.)22)

5번

만약 위 그림을 전혀 모르는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 친구가 어떤 단

계든지 쌓기나무 개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 친구에 어

떻게 문자를 보내겠는가?23)

6번
n번째 단계 즉, n단계의 쌓기나무 개수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을 만들

수 있는가?(최대한 많은 방법으로 설명하시오.)24)

<표 Ⅲ-5> 쌓기나무 패턴의 세부 문항 표현

20) Stacey(1989)의 논문에서는 near-generalization 단계로 10이나 20단계를 제시하였으

나 본 연구의 쌓기나무 패턴에서는 10이나 20단계는 near-generalization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7(또는 8)단계로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21) Satcey(1989)의 논문에 실린 사다리 패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참고하

였다.(원문 제시)

22) Stacey(1989)의 논문에서는 far-generalization 단계로 100단계를 제시하였으나 본 연

구의 쌓기나무 패턴에서는 50단계도 충분히 큰 단계로 far-generalization의 의미를 갖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50단계로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23) Radford(2000)의 논문에 실린 시각적 패턴 과제에 실린 다음 질문을 참고하였다.(원

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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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의 수집 및 방법

자료 수집은 1차적으로 영재와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수 설계 적

용 전에 이루어진 사전검사지와 교수 설계 적용과 함께 동시에 진행되는

사후검사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사전검사지를 분석한 것을 토

대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인 교수 설계 적용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알기 위해 일부 학생을 선정하여 사후검사이후 별도의 면담을 실시하여

그들의 반응과 이해정도를 살폈다. 이때 선정된 학생은 일반 학생 집단

에서 두 명을 선정하였다. 선정 이유는 사전검사지를 분석한 결과 이 두

학생(S11, S14)은 Radford의 일반화 수준 측면에서 상황적 일반화 수준

까지는 도달하였으나 이를 기호로 표현하는 상징적 일반화 수준에는 이

르지 못하였는데 사후검사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관찰하고 이를 토

대로 학생의 반응과 이해정도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한편, 교수 설계

적용 후 사후검사지를 토대로 회고 분석 및 사전검사지와의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다시 세 명의 학생(S1, S4, S5)을 선정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 세 명의 학생도 일반 학생 집단에서 선정되었다.

이들은 특별히 Lannin의 일반화 전략 측면에서 두드러진 변화를 보인

학생들로서 어떻게 이러한 변화를 보였는지에 대한 심층 면담을 실시하

였다. 이때, 두 명은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반면, 다른 한명의 학생은 오

히려 부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한편, 영재 학생은 사점검사와 사후검사지

에 대체로 자신의 생각을 모두 명확히 표현하였기 때문에 인터뷰 대상로

선정하지 않았다.

선정된 다섯 명의 학생에 대한 면담은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24) 6번 문항는 연구참여자가 중학교 2,3학년 학생으로 이미 중학교 교육과정의 문자와 식

단원을 통해 문자의 도입과 식의 필요성을 배운 학생들이었으므로 기호의 표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일반적인 표현법인 단계로 제한하여 표현하도록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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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조화된 면담은 질문이 좀 더 유연한 용어로 구성되어 있거나 어느

정도 구조화된 질문들의 혼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

면담은 연구자로 하여금 즉흥적으로 상황이나 응답자의 새로운 세계관,

그리고 주제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한다

(Merriam, 2005).

한편, 자료 분석은 먼저 영재와 일반 학생들의 사전검사지를 토대로

일반화 전략과 일반화 수준 측면에 있어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화

전략은 Lannin(2005)의 일반화 전략에 기반하여 사전검사지 2번, 3번, 4

번 문항을 각각 유형별로 정리하고 분류하였다. 또한 일반화 수준은

Radford(2000)의 일반화 수준 이론에 기반하였으며 사전검사지 각 문항

을 모두 분석하고 그 수준을 판단하여 분류하였다. 자세한 일반화 전략

유형 분석 및 판단 기준은 다음 장에서 제시한다. 이때, 분석한 자료는

먼저 영재와 일반학생 집단을 통계적으로 비교 제시하여 그 특징을 기술

하였으며 이후 각 일반화 전략과 일반화 수준의 특징적인 학생의 사전검

사자료를 제시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이 두 집단의 쌓기나

무 패턴의 일반화 전략과 수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사후검사지도 사전검사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하여 일차적으로는

영재와 일반 학생 두 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 검사에서의 일반화 전략과

수준을 통계적으로 각각 비교25) 제시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각

개별 학생들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지를 비교하여 일반화 전략과 수준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이 중 특징적인 학생들을 위주로 논문에 제시하고

그 변화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한편, 선택된 일부 학생에게 실시한 면담

은 전사하였으며 전사한 내용을 개방형 코딩작업을 통해 심층적으로 분

석하였다.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면담의 일부를 논문에 제시하여 학생의

마이크로월드 기반 쌓기나무 패턴활동에 따른 일반화의 전략과 수준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디지털 공학으로서 자바말 마이크로월드 환경

25) 사전검사지에서는 영재와 일반 학생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사후검사에서는

마이크로월드 기반 쌓기나무 패턴 활동을 통한 영재와 일반 학생의 차이뿐만 아니라 각

집단별 사전과 사후검사의 비교에도 초점을 맞추어 분석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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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영재와 일반 학생이 패턴의 일반화 과정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를 분석하고 이 두 집단의 변화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고찰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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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마이크로월드 기반 쌓기나무 패턴활동 설계

어떤 교수학적 도구(instructional tool)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그것을

사용하는 기저가 되는 추론의 반영을 촉진해야만 한다(Lannin, 2005). 본

연구의 쌓기나무 패턴 활동을 위한 자바말 마이크로월드 환경은 거북 쌓

기나무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 환경에서는 거북 마이크로월

드를 통한 구성과 동적 기하 마이크로월드의 조작적인 측면(김화경,

2006)을 동시에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측

면을 고려하여 쌓기나무 패턴의 일반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1. 설계 내용

1.1. 사전활동

자바말 마이크로월드 환경에서 쌓기나무 패턴 활동을 하기 위한 사전

활동으로서 수학사에서 도형수를 활용한 탐구에서 중요한 기재로 작용하

였던 그노몬을 이해하고 익히는 것을 투입하였다. 도형수에 대한 소개로

부터 출발하여 도형수를 탐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수학사에서 실제로

존재하였던 그노몬의 개념을 도입하고 주어진 쌓기나무 패턴에서 그노몬

이 무엇인지 알도록 한다. 또한 학습자는 몇 개의 쌓기나무 패턴의 예를

통하여 스스로가 그노몬을 찾는 훈련을 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때, 교사는

수학사를 바탕으로 한 도형수와 그노몬의 소개, 그노몬을 찾는 방법 등

을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 이후 교사의 역할은 지식을 가르치거나 전달

하는 자가 아닌 학습자가 자바말 마이크로월드 환경에서 탐구활동을 하

기위한 안내자(guide)로서의 역할을 한다.

1.2. 조작활동

1.2.1. 평면 쌓기나무 패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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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기나무 패턴 탐구활동을 위한 기본 조작 활동은 크게 다음과 같이 4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기본 조작 내용

마우스 오른쪽 끌기
마이크로월드 상에 구현된 쌓기나무 그림을

회전하여 앞, 뒤, 좌우를 확인할 수 있다.

콘트롤+마우스 오른쪽 끌기

각 단계별 그노몬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으로

끌기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그노몬이 사라지거

나 생기게 할 수 있다.

쉬프트+마우스 오른쪽 끌기

그노몬을 분해하여 회전시키거나 두 개의 쌓

기나무를 합치기 위해 회전시키는 등의 작업

을 할 수 있다.

쉬프트+마우스 왼쪽 끌기
화면에 나타난 쌓기나무 그림을 이동시킬 수

있다.

입력 및 실행

네모 칸에 해당 단계의 숫자를 입력하고 실행

을 누르면 그 단계에 해당하는 쌓기나무 그림

을 볼 수 있다.

<표 Ⅳ-1> 쌓기나무 패턴 활동을 위한 기본 조작 활동

[그림 Ⅳ-1] 은 쌓기나무 패턴 활동을 위한 자바말 마이크로월드 환경

인 거북쌓기나무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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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 E

B

C

F

[그림 Ⅳ-1] 자바말 마이크로월드 거북 쌓기나무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A: [자바말 1 실행](D)를 누르면 화면에 쌓기나무 그림이 나타난다.

창 안에 ‘콘트롤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드래그해 보세요.’

와 같이 탐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을 수도 있다.

•B: 자바말 명령어를 입력하고 패턴 만들기 활동(구성활동)을 할 수 있다.

왼쪽 실행 키를 누르면 A에 그에 대응하는 쌓기나무 그림이 표현된다.

•C: 주어진 탐구 활동에 대한 힌트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아이콘 이다.

•D: 쌓기나무 그림이 A에 표현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기 위해 [자바

말 1 실행]키를 누르면 된다. 탐구활동을 위해 가장 먼저 실행해야 하는

기능이다.

•E: A에 나타난 쌓기나무 그림이 자바발 명령어로 어떻게 만들어 졌는

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아이콘으로서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

•F: 자바말 실행을 누른 후 네모 빈 칸에 숫자를 입력하고 오른쪽 [실행]

키를 누르면 그 숫자 단계에 해당하는 쌓기나무 그림이 A에 구현된다.

한편, 이 네 가지 기본 조작을 바탕으로 패턴 탐구 활동은 개발된 쌓

기나무 패턴 과제 문항에 근거하여 근 일반화를 위한 패턴 탐구, 원 일

반화를 위한 패턴 탐구, 기호적 표현을 위한 패턴 탐구 등 세 가지 영역

으로 나누어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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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part2

part3 part4

[그림 Ⅳ-2] 파트별 근 일반화를 위한 패턴 탐구(평면 쌓기나무)

<근 일반화를 위한 패턴 탐구>

학습자는 [그림 Ⅳ-2]와 같은 환경에서 지시에 따라 주어진 패턴을 구

현하고 콘트롤 키와 마우스 오른쪽 끌기를 통하여 각 단계별 그노몬을

눈으로 확인하는 탐구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탐구 활동시 그노몬의

개수 및 모양 변화에 학습자가 주목할 수 있도록 교사는 마우스 끌기의

속도를 조절할 것을 권한다. 학습자가 각 단계별로 그노몬의 개수가 어

떻게 증가하는지를 관찰하고 이를 통하여 패턴의 경향과 그것의 일반화

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설계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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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5단계 삼각수

모양
[ctrl 키]+마우스 오른쪽 끌기를 통한 그노몬의 변화

그노몬을 활용한 이 설계는 Lannin의 일반화 전략 중 이웃한 항 사이

의 차에 주목하는 재귀적 전략과 관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것

은 도형을 이해하는 관점에 있어서 Duval이 말한 초기의 지각적 이해를

넘어 절차적 이해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설계라고 할 수 있다. 즉, 자

바말 마이크로월드 환경에서 마우스 조작을 통한 탐구를 통하여 그노몬

을 이해하고 도형을 절차적(또는 순차적)으로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도형

의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한 것이다.

자바말 마이크로월드

환경

Lannin의 일반화

전략 측면

Duval의 도형의 이해

측면

그노몬 설계 재귀적 사고 전략 절차적 이해

<표 Ⅳ-2> 근 일반화 패턴 탐구, 일반화 전략, 도형의 이해의 연계성

<원 일반화를 위한 패턴 탐구>

학습자는 [그림 Ⅳ-3]과 같은 환경에서 지시에 따라 주어진 패턴을 구

현하고 쉬프트 키와 마우스 오른쪽 끌기를 통하여 주어진 쌓기나무 그림

을 대역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여기

서 구현한 방법은 모두 수학사에 바탕을 둔 방법이다. part1에서는 두

쌓기나무를 합하여 주어진 샇기나무 개수를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며,

part2, part3에서는 역동적으로 그노몬을 분해하여 그 각각의 합으로서

쌓기나무 개수를 접근하도록 하였다. 또한 part4에서는 Nichmachos가

제시한 방법을 토대로 주어진 쌓기나무를 둘러싸는 직사각형을 구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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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쌓기나무 개수에 접근하는 전략을 제공하였다. 특히 part4에서는 다

양한 그노몬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 택한 그노몬은 part2에서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인 ‘홀수의 합이 제곱수의 합이 된다.’는 것을 이용할 수 있

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part2와의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한편, 교사는 기본적으로 탐구 할 수 있는 방법만을

안내하도록 그 역할을 제한하였으나 학습자의 활동 상태에 따라 학습자

가 마우스 끌기를 통하여 그노몬의 개수에 주목하는 등의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다소의 안내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part1 part2

part3 part4

[그림 Ⅳ-3] 파트별 원 일반화를 위한 패턴 탐구(평면 쌓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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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ft 키]+오른쪽 마우스 끌기를 통해 합동인 두 쌓기나무 합치기

이 설계는 Lannin의 일반화 전략 중 패턴의 규칙성을 찾는 셈하기의

기술과 관련된 상황적 인식 전략과 연관성이 있고 할 수 있다. 즉, 이 활

동을 통하여 학습자가 상황적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이것은 도형을 이해하는 관점에 있어서 Duval이 말한 추론적

이해와 관련이 있다. 이 설계는 주어진 쌓기나무 그림을 특정한 배치 형

태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이를 동반한 추론적 진술을 통한 패턴의 규칙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추론적 이해를 통해 역시 도형의 이해의

폭을 지각적 이해로부터 확장할 수 있다.

자바말 마이크로월드

환경

Lannin의 일반화 전략

측면

Duval의 도형의 이해

측면

동적 환경 설계 상황적 인식 전략 추론적 이해

<표 Ⅳ-3> 원 일반화 패턴 탐구, 일반화 전략, 도형의 이해의 연계성

<기호적 표현을 위한 패턴 탐구>

학습자는 그림과 같은 환경에서 각 단계별 쌓기나무 그림을 구현하기

위하여 네모 칸에 단계별 숫자를 넣어보는 활동을 하도록 설계하였다.

이 활동을 통해 1단계, 2단계, 5단계 등의 쌓기나무 그림을 확인하고 패

턴으로서 쌓기나무 그림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네모 칸을 문

자로 대신할 수 있음을 파악하고 미지수로서의 문자 을 이해함으로써

‘단계’가 갖는 의미를 터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를 위해 [그림

Ⅳ-4]처럼 네모칸(㉠)에 을 입력하고 왼쪽 그림 아래 입력창(㉡)에

  라고 입력한 후 [엔터]키를 누른 다음 네모칸 오른쪽 실행키를 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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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단계 쌓기나무 그림이 표현된다. 물론  을 입력하면 7단계 쌓기

나무 그림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네모대신 문자 을 사용하여 단계

를 일반적으로 표현하고 에 특정한 숫자를 대입하여 그에 대응하는 각

단계 쌓기나무 그림을 구현한 것으로서 단계가 갖는 의미를 더욱 명확

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설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설계는

Radford의 일반화 수준의 최고 단계인 상징적 일반화를 위한 기초 탐구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즉, 상징적 일반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문자 도입의 의미와 필요성이 전제된다. 이러한 문자의 의미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주어진 패턴을 문자를 통해 표현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기초

단계로서 제공되는 활동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 탐구활동은 여전히 문자

의 필요성을 인식하더라도 학습자가 문자를 통해 상징적 일반화가 가능

하도록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학습자가 문자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필요성을 느낀다고 할지라도 적절하게 문자를 사용하여 그

일반화를 시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그러한 부

분을 반영한 설계는 아니다.

㉡

㉠

[그림 Ⅳ-4] 기호적 표현을 위한 패턴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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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입체 쌓기나무 패턴 활동

입체 쌓기나무 패턴 활동 역시 평면 쌓기나무 패턴 활동과 마찬가지로

근 일반화를 위한 패턴 탐구, 원 일반화를 위한 패턴 탐구, 기호적 표현

을 위한 패턴 탐구로 구분하여 설계하였다. 그런데 기호적 표현을 위한

패턴 탐구는 평면 쌓기나무 패턴 활동과 쌓기나무 그림만 다를 뿐 설계

내용은 동일하여 여기서는 근 일반화를 위한 패턴 탐구와 원 일반화를

위한 패턴 탐구만을 소개한다.

<근 일반화를 위한 패턴 탐구>

입체 쌓기나무 패턴에서는 그노몬을 구현하기 위하여 콘트롤키와 마우

스 오르쪽 끌기 조작 활동 이외에도 자바말 언어인 ‘ㅅ’ 명령(이하 스프

링 명령)을 통하여 각 단계별 그노몬으로 분해하고 합치는 과정을 마우

스 끌기로 가능하도록 하였다([그림 Ⅳ-5]). 이는 입체 쌓기나무는 콘트

롤 키와 마우스 오르쪽 끌기의 조작 활동 통해서만은 각 단계별 그노몬

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프링명령

으로 각 단계별 그노몬을 쉽게 확인하고 합치거나 분해할 수 있도록 설

계하였다. 또한, 행렬 다이어그램을 도입하여 입체 쌓기나무 구조 및 개

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행렬 다이어그램은 쌓

기나무 패턴의 일반화 전략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도 작용한다.

4 3 2 1

3 2 1

2 1

1

사면체수 ⇨ 마이크로월드(매개) ⇨ 행렬 테이블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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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part2

part3 part4

[그림 Ⅳ-5] 파트별 근 일반화를 위한 패턴 탐구(입체 쌓기나무)

<원 일반화를 위한 패턴 탐구>

입체 쌓기나무 패턴의 원 일반화를 위한 패턴 탐구를 위해서도 행렬

다이어그램을 도입하였다. Kulpa(2008)는 다이어그램 안에서 표현되는

집합들의 다이어그램적 기술(diagrammatic techniques)은 일반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고 하였다. 본 설계에서는 여러 개의

같은 단계 또는 인접한 단계의 입체 쌓기나무를 자바말 마이크로월드 환

경에서 서로 합치는 동적인 모습을 구현하고 학습자가 쉬프트 키와 마우

스 오른쪽 끌기의 조작 활동을 통하여 확인한 후([그림 Ⅳ-6]), 이를 여

러 개의 행렬 다이어그램에 표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를 같은 위치

에 있는 숫자끼리 더하는 다이어그램적 기술을 사용하도록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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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다이어그램적 기술은 주어진 쌓기나무의 개수를 세는 셈하기 기

술을 유도하고 나아가 일반화 전략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

part1 part2

part3 part4

[그림 Ⅳ-6] 파트별 원 일반화를 위한 패턴 탐구(입체 쌓기나무)

다음은 part1에서 쉬프트 키와 마우스 오른쪽 끌기를 통해 사면체수로

표현되는 3개의 쌓기나무 그림이 합쳐져서 오른쪽과 같은 의자 모양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또한 행렬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사면

체 수 모양의 쌓기나무의 개수를 각각 해당하는 칸에 표현하고 이에 대

응하는 각 칸의 숫자를 합하도록 합하여 원래 4단계 사면체수를 구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는 입체 쌓기나무 패턴 활동 설계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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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개의 각각 대응하는 칸에 적혀있는 숫자를 모두 합하여 다음 빈칸에 적어

보자.

<행렬 다이어그램 활동 예시>

1.3. 구성활동

쌓기나무 패턴 활동의 가장 큰 장점은 평면 쌓기나무에서 입체 쌓기나

무로의 확장이 가능하고 입체 쌓기나무 탐구는 공간지각능력과 관련되어

있다(정영옥, 2004). 구성 활동은 평면 쌓기나무 뿐만 아니라 입체 쌓기

나무 패턴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구성주의(constructionism)의 입장에서

볼 때, 쌓기나무 패턴을 학습자가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를 직접

만들고 구성하는 활동이 요구된다. 이러한 구성활동은 물리적인 실제 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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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나무 블록 등의 교구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여러 단계 및 큰 단계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고 만들어 놓은 쌓기나무를 탐구하는데도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 반면, 자바말 마이크로월드 기반 거북 쌓기나무 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상의 쌓기나무를 만드는 것은 매우 큰 단계도 쉽게 만들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만드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반화 전략을

찾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학습자는 만드는 과정뿐만 아니라 자신

이 만든 자마발 명령어를 가지고 이를 분석하고 반성하는 과정을 통해

쌓기나무 패턴의 일반화 전략을 이끌어낼 수 있다. 따라서 구성활동은

주어진 입체 쌓기나무 패턴을 자바말 마아마이크로월드 환경에서 직접

만들어 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바말에 대한

명령어26) 학습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면체수에 관한 입체 쌓기나무 패턴이 주어질 때, 다음 단

계의 쌓기나무를 직접 만들어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다음 단계의 쌓기

나무를 만드는 방법은 학습자마다 모두 다르며 자바말 명령어를 보면 학

습자가 어떻게 쌓기나무를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

정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학습자의 일반화 전략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Ⅳ-7]의 위 자바말 명령어를 보면, 이 학생은 5단계

사면체수 모양을 그리기 위해 먼저 하나를 쌓고 밑으로 내려가 3개를 쌓

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 6개를 쌓고 이런 식으로 밑으로 10개, 15개를 쌓

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 학생이 사면체수를 1단계부터 5단계가지

의 삼각수 모양의 합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

다. 다시 말해, 사면체수 쌓기나무 패턴의 그노몬을 학습자가 인식하고

이 그노몬을 자바말 명령어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근 일반

화를 위한 패턴 탐구로서 마우스를 통한 조작활동이 쌓기나무 패턴을 구

성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아래 자바말 명령어를 보면, 이 학생은 치환과 반복명령을 사용

했음을 알 수 있다. 5단계 사면체수 모양을 만드는 과정에서 재귀적인

패턴 규칙을 명확하기 이해하고 이를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26) 쌓기나무 패턴 구성 활동에 필요한 자바말 명령어는 거북 쌓기나무 프로그램의 기본

명령어인 s, u, d, l, r, L, R 등과 처음 위치를 기억하고 돌아오게 하는 꺽세 명령[ ], 쌓

기나무를 분해하거나 합칠 수 있는 스프링명령 ㅅ, 나아가 반복과 치환 명령 등에 대한

학습이 요구된다.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javamath.com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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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체수를 각각의 그노몬으로 분해하여 구성활동이 한 단계 다시 축약

된 것으로 그노몬을 하나의 유닛(unit)으로 보고 이 그노몬을 해당하는

단계까지 반복하는 고난도의 구성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Ⅳ-7] 쌓기나무 패턴 탐구를 위한 구성활동

한편, 이러한 패턴의 구성활동에서 나타난 테크놀로지의 표현은 특별

히 그노몬 전략을 조함으로써 additive 패턴, multiplicative 패턴,

recursive 패턴 등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여기서

additive 패턴은 반복되거나 증가하는 단일 그노몬 추가되는 패턴 형태

이고, multiplicative 패턴 여러 방향으로 그노몬이 추가되는 형태를 의미

한다. 반면 recursive 패턴 좀 더 복잡한 구조를 갖는 패턴으로 그노몬이

재귀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프랙털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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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입체 쌓기나무 패턴 활동과 구성활동은 사전검사 없이

학습을 목표로 한 교수 실험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구성활동의 설

계 내용은 초기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앞으로 행렬 다이어그램을 통

한 다이어그램적 추론과 패턴의 일반화의 연계성 등 후속 연구를 통해

설계를 보완하고 견고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면 쌓기나무 패턴 과제 및 활동만을 토대로 결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설계 특징

본 연구의 쌓기나무 패턴의 일반화를 위한 마이크로월드 쌓기나무 패

턴 활동 설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쌓기나무 패턴 탐구를 위한 적합한 유틸리티를 갖고 있다. 패턴

의 일반화 과정을 근 일반화와 원 일반화로 크게 나눌 때, 근 일반화에

서 중요한 재귀적 전략이 본 설계에서는 ‘그노몬’의 개념을 이해하고 조

작활동을 통하여 학습자에게 제공된다. 이러한 조작활동을 통한 관찰과

탐구를 통하여 그노몬의 존재를 깨닫고 전 후 단계 사이의 차이를 인식

하는 재귀적 전략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원 일반화를 위하여

다양한 세기 전략을 동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패턴을 상황적으로 인식하고

전체적인 안목에서 일반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 간단한 조작을 통해 누구나 쉽게 관찰하고 탐구할 수 있는 환경

을 제공한다. 본 설계에서 제시한 거북 쌓기나무 프로그램에서는 간단한

마우스 조작 활동만으로도 시간차이를 둔 현상을 관찰할 수 있고 쌓기나

무의 동적인 변화나 분해, 종합이 가능하도록 구현할 수 있으며 쌓기나

무를 다각도로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패턴의 일반화에서 예

상하거나 혹은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반화의 전략이 될 수 있다.

또한 쌓기나무 패턴을 수 패턴이 아닌 본래의 시각적 패턴으로서 탐구할

수 있도록 집중시킬 수 있으며 쌓기나무 그림의 구조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기하적인 면을 강조할 수 있다. 이는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한

‘patterning-spotting’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임을 시사한다. 이처

럼 간단한 마우스 조작만으로도 쉽게 탐구가 가능한 거북 쌓기나무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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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은 스프레드시트와 같이 사용법을 익히기 위한 별도의 선행학습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셋째, 학습자들이 직접 패턴을 구성할 수 있다. 이것은 구성주의

(constructionism)의 관점에서 만들기를 통해 학습한다는 내용에 입각한

것으로 학습자 스스로가 직접 패턴을 만들고 자신이 만든 패턴을 분석하

고 반성하는 과정으로 통하여 패턴의 일반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나아가 패턴에 관한 자신 생각과 아이디어, 규칙 등은 게시판에 올리고

서로 공유하면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이

러한 점은 학습자의 메타 인지적인 관점에서 학습자 자신뿐만 아니라 교

사 또는 연구자에게도 유용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가상의 쌓기나무를 소재로 하여 초, 중, 고등학교 어느 연령대의

학습자도 쉽고 친근하게 탐구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이를 통해 산술에서

대수로의 일반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실제로 대수에서 패턴의 일반

화와 관련하여 많은 선행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더 일찍

대수적 추론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패

턴의 일반화를 통해 이후 대수로의 원활한 이해가 가능하며 동시에 기본

산술에 대한 이해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김성준, 2003).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바말 마이크로월드 환경은 대수적 추론을 가

능하게 하기 위한 패턴 활동의 과정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산술에서 대

수로의 일반화를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다섯째, 쌓기나무 패턴 활동을 위해 행렬 다이어그램을 활용한다. 자바

말 마이크로월드 환경은 평면 및 입체 쌓기나무 패턴에 대한 조작활동을

통하여 관찰과 탐구가 이루어지나 그것에 대한 학습자의 관찰형태 및

사고과정에 대한 분석이 명확하지 않다. 행렬 다이어그램은 학습자의 관

찰형태를 제시하고 패턴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일반화 전략을 명확하게 하

는 중간자 역할을 한다. 이는 ‘다이어그램적 추론에 의해 사고과정을 촉

진하는 것에 대한 주요한 아이디어는 그것이 개인 또는 협동적인 문제

해결, 의사결정, 그리고 외적 표현의 수단에 의한 갈등 조정안에서 인지

적인 부하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는 Hoffmann(2005)의 입장이 패턴의

일반화에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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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쌓기나무 패턴과 교육과정

패턴의 일반화와 관련하여 먼저 우리나라와 외국의 교육과정에서 다루

어지고 있는 패턴활동에 대하여 검토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과정

에서의 다루어지고 있는 패턴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본 연구에서 개

발된 쌓기나무 패턴활동을 통하여 쌓기나무 패턴의 일반화가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를 고찰해 봄으로써 그 교육적인 의

미를 살펴본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현재 2009개정 교육과정까지 나왔

으나 중학교 수학은 2013년부터, 고등학교 수학은 2014년부터 단계적으

로 적용되므로 아직 교과서가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교육과정은 2007개

정 교육과정과 2009개정 교육과정을 함께 검토하며 이에 따른 교과서 내

용은 2007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패턴활동과 교육과정

1.1. 우리나라 교육과정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1, 2학년의 ‘규칙성과 문제해결’ 영

역과 초등학교 6학년의 ‘도형영역’에서 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각적 패

턴에 대해 그 규칙을 찾거나 배열하기, 예측하기 등의 내용을 다루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에서는 쌓기나무를 통해 여러 가지

입체도형을 만들고 규칙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음은 2007개정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는 초등학교 1학년 내용이다.

(마) 규칙성과 문제 해결

 규칙 찾기

① 여러 가지 물체, 무늬, 수의 배열에서 규칙을 찾고, 그 규칙에 따라 배열

할 수 있다.

② 자신이 정한 규칙에 따라 물체, 무늬, 수 등을 배열할 수 있다.

③ 100까지의 수 배열표에서 수의 규칙을 찾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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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초등학교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그림 Ⅴ-1]

과 같이 시각적 패턴에서 규칙을 찾아 다음 단계를 예측하는 활동이 제

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시각적 패턴 중 반복 패턴(repeating

pattern)에 해당한다.

[그림 Ⅴ-1] 교과서의 패턴 활동의 예시(초등학교 1학년)

또한, 초등학교 2학년에서는 다음과 같이 교육과정에서 패턴의 규칙성

찾기를 언급하고 있다.

(마) 규칙성과 문제 해결

 규칙 찾기

① 물체나 무늬의 다양한 변화 규칙을 찾아 설명할 수 있다.

② 수 배열이나 수 배열표에서 규칙을 찾고, 그 규칙에 따라 수를 배열할

수 있다.

③ 곱셈표에서 여러 가지 규칙을 찾고 설명할 수 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는 패턴의 규칙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면, 초등학교

2학년에서는 자신이 찾은 규칙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1학

년과 달리 [그림 Ⅴ-2]와 같이 본격적으로 수 패턴이 나오고 더불어 그

규칙을 설명하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역시 수 패

턴의 규칙을 찾아 다음 단계를 예측하는 활동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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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 교과서의 패턴 활동의 예시(초등학교 2학년)

한편, 초등학교 6학년에서는 ‘규칙성과 문제해결’ 영역이 아닌 ‘도형’

영역에서 특별히 쌓기나무의 패턴에 대해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①, ②에 해당한다.

(나) 도형

 여러 가지 입체도형

① 쌓기나무로 만든 입체도형을 보고 사용된 쌓기나무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

② 쌓기나무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고 규칙을 찾을 수 있다.

③ 쌓기나무로 만든 입체도형의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표현할 수 있

다.

④ 여러 가지 물체의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표현할 수 있다.

교육과정에 명확히 쌓기나무 활동을 명시하고 쌓기나무를 통해 모양을

입체도형을 만들고 규칙을 찾는 활동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와 관련하여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림 Ⅴ-3]와 같이 쌓기나무를

이용하여 평면 및 입체 쌓기나무를 직접 만들고 이를 직접 관찰해 봄으

로써 그 규칙을 찾고 개수를 구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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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 교과서의 패턴 활동의 예시(초등학교 6학년)

또한, [그림 Ⅴ-4]과 같이 쌓기나무 패턴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패턴의

일반화의 관점에서 그 규칙을 찾도록 하는 활동도 교과서에 실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수학익힘책에서도 다양한 쌓기나무 패턴을 단계별로 제시하

고 있다.

[그림 Ⅴ-4] 쌓기나무 패턴 활동의 예시

한편,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초등학교 1～2학년 군의 규칙성 영역

에서 규칙성 찾기 단원으로 물체, 무늬, 수의 배열을 통하여 그 규칙을

찾는 내용 과 교수 학습상의 유의점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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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규칙성

 규칙성 찾기

① 물체 무늬 수의 배열에서 규칙을 찾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② 자신이 정한 규칙에 따라 물체 무늬 수 등을 배열할 수 있다.

<교수 학습상의 유의점>

① 물체나 무늬의 배열에서는 그 크기 위치 방향 색깔 등 단순한 규칙만

을 다루고 그 규칙을 말 수 그림 기호 구체물 행동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한다.

② 수의 배열뿐만 아니라 수 배열표를 활용하여 수의 규칙을 찾고 자신

이 정한 규칙에 따라 색칠하거나 ◯, ∕등으로 나타낼 수 있게 한다.

③ 자신의 규칙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보고 다른 사람의 배열에서 규칙을

찾아보거나 규칙에 대해 서로 이야기 할 수 있게 한다.

④ 규칙성영역의 문제 상황에 적합한 문제해결전략을 지도하여 문제 해

결능력을 기르게 한다.

그러나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 군에서 쌓기나무

에 대한 규칙 찾기 내용이 삭제되고 쌓기나무를 위, 앞, 옆에서 관찰함으

로써 공간감각을 기르는 활동만 하도록 되어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패턴의 일반화에

관한 활동에 대하여 김성준(2003)은 2007개정 및 2009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에서 다루어지는 규칙성 찾기 활동은 대부분 단순히 수의 규칙

을 찾는 것 일뿐 이러한 활동이 진정한 패턴의 일반화 과정으로 직접 연

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중학교에서는 패턴활동과 직접 연관된 교육과정 내용은 없다. 다

만 일부 교과서에서 중학교 1학년의 ‘문자와 식’ 영역에서 수학익힘책에

심화과정 등으로 패턴 활동이 소개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문자를 형

식적으로 수학교과서에서 먼저 도입하고 난 이후에 수학익힘책에서 패턴

의 일반화를 다룬 것이다. 따라서 이는 패턴의 일반화의 본질적인 목적

을 나타내는 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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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알의 총 개수를 문자

의 식으로 나타내어라.

막대를 사용하여 개의 정

사각형을 만들

때, 필요한 막대의 개수를

구하여라.

개의 정사각형을 만드는데

필요한 성냥개비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림 Ⅴ-5] 교과서의 패턴 활동의 예시(중학교 1학년)

한편, 고등학교에서는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 수학Ⅰ의 ‘수열’ 영역의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단원에서 직접적으로 수의 패턴을 명시하고 그 내

용을 다루도록 되어있다. 특히 수 패턴 중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의 의미

를 알고 이를 일반화 할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수 열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① 수열의 뜻을 안다.

② 등차수열의 뜻을 알고, 일반항, 첫째항부터 제항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다.

③ 등비수열의 뜻을 알고, 일반항, 첫째항부터 제항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다.

위 교육과정에 명시된 내용과 관련하여 교과서에서는 수 패턴으로서

수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으며 주어진 수열의 규칙을 찾고 이

패턴의 일반화로서 ‘일반항’의 개념을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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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수 패턴인 수열은 그 규칙을 찾고 이의 일

반화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는 활동보다는 정형화된 수 패턴으로서 수열

을 제시하고 각 항 사이의 차이를 발견하여 형식적인 알고리즘에 의해

그 일반화 자체를 구하는 절차가 강조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패턴활동을 보면, 초

등학교에서는 패턴 활동을 통한 패턴의 일반화 과정을 통해 대수적 사고

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수의 규칙성을 찾는데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마저 중학교에서는 연결되지 못하여 단절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등학교에서 다시 수의 패턴으로서 수열의 개념이 나오지만,

수열은 충분한 맥락에서 이해되지 못하고 그 일반항을 구하는 형식적인

조작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패턴의 일반화의 중요성에 비해 교육과정에

서는 이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외국의 교육과

정에서 패턴의 일반화는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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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외국 교육과정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교육과정에서 패턴의 일반화에 관한 직접적

인 내용을 명시하고 교과서에서 다루도록 하고 있다. 형식적인 대수로의

전이를 돕기 위해서 미국의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Mathematics(2000), 영국의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2001),

호주의 Australian Education Council(1994) 등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이 패턴을 일반화할 수 있는 과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Lannin, 2005). 이는 형식적인 대수 교육과정 도입에 앞서 패턴의 일반

화를 통해 저학년에게도 대수를 도입할 수 있다는 이른바 ‘early

algebra’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는 NCTM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NCTM 내용 규준/National Science Education 규준

패턴, 관계, 그리고 함수 이해하기

• 시각적(geometric) 패턴과 수 패턴에 대하여 이를 서술하고 확장하며

일반화하기

• 언어, 표, 그래프를 이용하여 패턴과 함수를 표현하고 분석하기

양적인 관계를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해 수학적인 모델을 이용하기

• 어떤 목적을 가진 문제 상황을 모델화하고 결론을 묘사하기 위해 그래

프, 표, 방정식 등을 통해 표현하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하적 모델링, 공간 추론능력, 시각화를 이용하기

• 기하적 대상을 구축하고 묘사하기

• 대상, 패턴, 경로의 정신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서술하기

• 수나 측정과 같은 수학의 다른 분야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하적

인 모델을 이용하기

• 기하적인 아이디어나 관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다른 분야나 일상 또는

교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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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7] MIC 교과서의 시각적 패턴의 예

이 NCTM의 규준에 따라 미국의 뉴저지 주에서는 패턴을 소재로 한

구체적인 교과과정의 내용을 K2부터 K12까지 다루고 있다. 다음은 시각

적 패턴의 일반화에 관한 소재만을 몇 가지 예시로 제시한 것이다.

K

5～6

K

5～6

[그림 Ⅴ-6] 뉴저지 교육과정의 시각적 패턴의 예

뉴저지 교육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각 학년에 적합한 시

각적 패턴 및 수 패턴을 도입하고 이를 소재로 패턴의 규칙을 찾고 이를

일반화 하는 과정으로서 대수 교육과정이 도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MIC27)에서도 서있거나 눕혀있는 벽돌 나열하기, 우물을 에워싸고

있는 벽돌 세기, 뱀의 꼬리 색의 변화 관찰하기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

하여 패턴 활동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27) MIC(Mathematics in Context) 교과서는 네덜란드의 프로이덴탈 연구소와 미국의

Wisconsin-Madison 대학교의 National Center for Research in Mathematical Sciences

Education과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의해 만들어지고 Britannica에 의해서 출판된 교과

서이다(정영옥,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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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1>

  한편, 대만의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2학년의 수열 단원에서 수 패턴

과 시각적 패턴을 제시하여 다루고 있다. 특히 수열 단원에서 시각적 패

턴이 수 패턴과 동시에 주어지거나 따로 독립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특

징이 있다. 우리나라가 고등학교 선택교육과정에서 수열 단원으로 수 패

턴만을 다루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Ⅴ-8] 대만 교과서의 수열 도입

[그림 Ⅴ-8]와 같이 시장에서 캔이 쌓여있는 실생활 소재를 통해 시각

적 그림을 제시하고 이를 수 패턴으로 바꿔 수열을 정의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그림 Ⅴ-9]를 보면, 수열을 시각적 패턴으로 제시하여 그 일

반항을 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미리 등차수열, 등비수열의 개념을 형

식화하지 않고 여러 가지 시각적 패턴 상황에서 수열의 의미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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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2>

<예시3>

[그림 Ⅴ-9] 대만 교과서의 패턴의 일반화 예시

이처럼 외국의 교육과정은 패턴의 일반화를 직접적으로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거나 수열 단원에서 수 패턴과 시각적 패턴을 동시에 제시하여

패턴의 규칙성에 더욱 초점을 맞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특히 영국, 미국, 호주 등은 패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독립적

인 한 단원으로 제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패턴의 일반

화가 다른 영역에 단순히 소재로서 사용되거나, 초, 중, 고등학교가 자연

스럽게 연계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과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쌓기나무 패턴의 일반화

와 연계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대해서 살펴본다.

2. 쌓기나무 패턴과 연계된 교육과정 검토

2.1. 초등학교 교육과정

쌓기나무 패턴과 직접 관련된 교육과정으로서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는 도형 영역을 들 수 있다. 도형영역에서는 영역 성취기준으로 주어진

도형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거나 쌓기나무를 이용하여 입체도형을

만드는 활동, 평면도형을 밀고 뒤집고 돌리는 활동을 통해 공간감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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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1～2학년군의

도형 영역에서는 ‘입체도형의 모양’이라는 단원에서 학습내용 성취기준으

로 쌓기나무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입체도형의 모양을 만드는 활동을 통

하여 입체도형에 대한 감각을 기른다고 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5～6학년

군의 도형 영역에서는 ‘입체도형의 공간감각’이라는 단원에서 쌓기나무를

통한 여러 가지활동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① 쌓기나무로 만든 입체도형을 보고 사용된 쌓기나무의 개수를 구할 수 있
다.

② 쌓기나무로 만든 입체도형의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표현할 수 있다.

③ 쌓기나무로 만든 입체도형의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표현한 것으로부터
입체도형의 모양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초등학교의 도형 영역과 관련한 교육과정은 자바말 마이크로월

드 환경에서 쌓기나무 패턴활동 설계와 관련하여 구성활동과 연계할 수

있다.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쌓기나무를 이용하여 만드는

활동과 이를 마이크로월드 기반 쌓기나무 패턴 만들기와 연결하여 지도

할 수 있다. 또한 5～6학년의 쌓기나무로 만든 입체도형의 관찰은 본 연

구에서 제시한 입체 쌓기나무 패턴과 연계할 수 있다. 즉, 마이크로월드

기반 쌓기나무를 통해 만들어진 다양한 입체도형을 마우스 조작을 통하

여 위, 앞, 옆 등을 관찰하고 그 개수를 구하고 모양을 표현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반대로 관찰한 사실로부터 입체도형을 예측할 수도 있다. 이러한

활동은 궁극적으로 입체 쌓기나무 패턴까지 연결하여 지도할 수 있다.

한편, 2009개정 교육과정의 규칙성 영역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군에

‘규칙 찾기’ 단원을 통해 물체, 무늬, 수의 배열에서 규칙을 찾아 여러 가

지 방법으로 나타내고 자신이 정한 규칙에 따라 물체, 무늬, 수 등을 배

열하도록 되어있다. 이때, 물체, 무늬, 수 등의 배열에서 쌓기나무의 배열

이 다루어 질 수도 있다. 이러한 내용은 평면 쌓기나무 패턴과 연계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쌓기나무 활

동은 주로 도형 영역에서 공간감각을 기르기 위한 내용으로 다루도록 되

어 있어 패턴을 통한 규칙성 찾기 활동과는 서로 분리가 되어 있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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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쌓기나무를 통한 입

체도형을 탐구하는 활동에서 쌓기나무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고 규칙

을 찾을 수 있다는 학습내용 성취기준이 있었으나 2009개정 교육과정에

서는 제외됐다. 이는 학습내용을 경감하고 쌓기나무와 입체도형의 연관

성을 강조하여 공간감각을 기르는 것에 쌓기나무 소재를 활용하는데 중

점을 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오히려 쌓기나무 소재는 초등학교

1～2학년군의 규칙성 찾기를 통한 패턴 활동과 초등학교 5～6학년군의

입체도형 탐구를 연결하고 나아가 고등학교의 수열 단원까지 연결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1～2학년군에서 규칙 찾기의 소재로서 쌓기나무를 활용하여 간단한 배열

을 생각하고 규칙을 찾는 활동을 하는 것은 쌓기나무 패턴 활동을 위한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5～6학년군에서 본격적으로 쌓기

나무 활동을 통하여 입체도형을 탐구하고 공간감각을 기르는 것 역시 쌓

기나무 패턴 활동과 연계할 수 있다. 쌓기나무 패턴 활동은 궁극적으로

쌓기나무 패턴을 통하여 그 패턴의 일반화를 이루는 것이 목표이나 특히

입체 쌓기나무 패턴 과제 중 초보 단계인 몸 풀기 단계나 근 일반화 단

계에서는 공간 감각이 그 단계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더욱이 입체 쌓기나무 패턴은 현재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 앞,

옆을 단순히 관찰하는 활동에 비해 훨씬 더 고차원적인 공간감각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재가 될 수 있다. 이는 쌓기나무 패턴 활동에서 자

연스럽게 쌓기나무의 구조를 파악하고 위, 앞, 옆을 포함한 다양한 각도

에서 변화를 관찰하여 패턴의 변화에 주목해야 하기 때문이다.

2.1. 중학교 교육과정

쌓기나무 패턴의 일반화는 중학교의 다양한 교육과정과도 연계할 수

있다. 먼저 패턴의 일반화가 대수 교육과정의 핵심이며 본질이라는 여러

연구들(Lee, 1989; Mason, 1989; Radford, 2010)을 기반으로 할 때, 쌓기

나무 패턴 역시 중학교의 대수 교육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

중학교의 대수에서는 처음으로 문자가 도입되는데 문자 도입의 필요성으

로 패턴을 도입해야한다는 여러 연구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으며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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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 본 바와 같이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패턴 활동을 통한 문자 도

입이 교육과정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문자 도입을 위한 패턴의 소

재로서 쌓기나무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친숙하게 다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중학교까지 연계할 수 있는 좋은 소재라고 할 수 있다.

2009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1～3학년군에서는 ‘문자와 식’ 영역에서

다양한 상황을 문자를 사용하여 식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

다. 따라서 도형수 개념을 바탕으로 쌓기나무 패턴 활동을 통하여 자연

스럽게 문자의 필요성을 획득하고 문자로 도입된 일반화 과정에서 나타

나는 식을 관찰함으로써 일차식, 이차식 등 식의 개념까지 연결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part1, part2에 나타난 일반화 식은


,  으로서 이

차식을 나타내며, part3에 나타난 일반화 식은



로서 삼차

식, part4에 나타난 일반화 식은 

 


로서 4차식을 나타낸다. 또

한 학생들이 하나의 패턴을 통해 얻은 여러 가지 일반화된 식 사이의 등

호관계를 이해함으로서 등식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획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part2에 나타난 일반화된 식의 대표적인 두 형태인 ⋯

과


이 결국 동일한 패턴을 통하여 얻어낸 식이므로 두 식 사이

의 등식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즉,

⋯ 


이다.

마찬가지로 part2, part3, part4에서도 다양한 등식의 관계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이와 같이 패턴의 일반화 과정에서 얻은 다양한 표현과 이를

통한 식의 동치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연구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으며(Samson, 2008; Rivera, 2010), 이것은 패턴의 일반화의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연구는 주어진 시각적 패턴을 다르게

해석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동치관계를 이끌어 냈다. 예를 들어 [그

림 Ⅴ-11]과 같은 성냥개비 패턴으로부터 일반화된 식인 와

를 이끌어 냈다면, Duval이 언급한 도형의 이해의 측면에

서 이는 성냥개비 패턴을 다르게 보는 방법에 의해 생성된 식이며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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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서로 동치관계에 있다는 것을 학습자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반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쌓기나무 패턴은 이러한 도형의 이해에 바탕

을 두면서도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pramatic) 일반화 전략을 자바말

마이크로월드 환경에서 제공함으로써 단순히 식의 변형을 통해서 얻기

힘든 두 식 사이의 동치관계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등식에서

사용된 등호의 개념을 학습자가 더 폭넓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계

기가 된다.

[그림 Ⅴ-10] 시각적 패턴의 전형적인 예

한편, 중학교 1～3학년군의 ‘함수’ 영역에서는 함수의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단계에 따른 쌓기나무 개수의 변화는 함수의 개념을 이해하도

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각 단계라는 독립 변수에 쌓기나무 개

수라는 종속 변수의 대응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함수가 갖는 의미

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획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학습자는 패턴 활

동을 통하여 단계에 따른 쌓기나무의 변화에 주목할 수 있다. 특히 자마

발 마이크로월드 기반 환경에서 제시한 기호적 표현을 위한 패턴 탐구

활동 설계는 이러한 두 변수 사이의 대응관계를 학습자가 주목할 수 있

도록 설계할 수 있다.

[그림 Ⅴ-11]에서 보는 것처럼 학습자는 빈칸에 숫자(예를 들어, 3)를

입력하고 실행을 누르게 된다. 그러면 화면에 그 숫자 단계에 해당하는

쌓기나무 그림(3단계 삼각수 표현 쌓기나무)이 표현된다. 간단한 탐구

활동이지만 이를 통해 학습자는 각 단계에 해당하는 독립변수를 스스로

통제하고 이에 대해 쌓기나무 그림이라는 종속변수가 뒤 따른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이로써 두 변수 사이의 인과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즉, 네모 칸에 입력하는 숫자는 자신이 결정하는 숫자이므로 독립변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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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고 실행을 통해 나오는 그림은 이에 대응하는(또는 의존하는)

것이므로 종속변수가 된다. 실제 간단한 조작 활동을 통하여 함수의 중

요한 개념으로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이해하고 정의역과 치역의 개념

까지 연계할 수 있다.

[그림 Ⅴ-11] 함수의 의미와 쌓기나무 패턴 활동 설계

이를 통해 학생들은 Noss. et al.(2009)가 말한 한 "keeping an eyes"를

가능하도록 하고 학습자에게 두 변수 사이의 인과 관계를 파악하도록 하

며 무엇이 독립변수이고 무엇이 종속변수인지를 자연스럽게 체화하도록

(embodied) 유도할 수 있다. 이것은 중학교 교육과정의 함수의 개념을

좀 더 의미 있게 학습하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활동 기저에 깔려있는 함수적인 개념을 학습자가 체화된 지식으로서 받

아 들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Blanton & Kaput(2005)

가 말한 대수적 사고의 한 경로로써 함수적 사고의 중요한 요인으로 언

급한 재귀적 패터닝(recursive pattering), 공변적 사고(covariational

thinking), 대응관계(correspondence relationship)와도 관련이 있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공변적 사고와 대응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설계이며 이는 함수적 사고와 연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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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고등학교 교육과정

쌓기나무 패턴의 일반화는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열 단원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다.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선택교

육과정으로 수학Ⅱ의 ‘수열’ 영역에서 수열의 의미와 수열의 귀납적 정

의, 점화식,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본 연구

의 쌓기나무 패턴 활동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

정 수열 단원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인

 




  




  



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박석주(2002)는 고등학교 수학

에서 수열의 단원에 대해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많다고

지적하며 특히 수열의 합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리적인 방법보다

는 암기된 공식에 의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많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수열의 합에 대한 학습이 학교현장에서

형식적인 기호 조작과 알고리즘에 의해 무의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가장 기본적인 수열의 합으로서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에

대한 학습내용을 쌓기나무 패턴 활동을 통하여 학습함으로써 학습자는

그것을 단순히 수학적 기호의 조작과 형식적인 결과물로 받아들이지 않

고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고 그 내용에 대한 이해 및 활용을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기본적인 자연수의 합 이외에도 쌓기나

무 패턴을 이용하여 다양한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을 구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 ․  
  



를 다음 [그림 Ⅴ-12]

의 왼쪽과 같이 쌓기나무 패턴으로 구현할 수 있다. 또한, [그림 Ⅴ-12]

의 오른쪽과 같이 쌓기나무 그림으로 
  



와 
  



의 합을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가 성립한

다는 것을 쌓기나무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시그마의 성질로

서 
  



    
  



  
  



가 성립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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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2] 쌓기나무 패턴 활동을 통한 시그마 성질 이해

수 있다.

따라서 쌓기나무 패턴은 시그마의 성질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정당화하

는 과정을 학습자들이 확인하고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되기도 한다.

또한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선택교육과정으로 미적분Ⅰ의 ‘수열의 극

한’ 영역에서는 수열의 수렴 및 발산, 부분합, 급수의 개념등을 학습하도

록 명시하고 있다. 쌓기나무 패턴은 극한에서 ‘수열의 부분합’을 학습하

는 좋은 소재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위 [그림 Ⅴ-12]에서 제시한 쌓

기나무 패턴은 각 단계가 곧 다음과 같은 수열의 부분합을 의미하는 것

이다.

․ ․ ․ ․ ․ …

또한 이 부분합의 극한으로서 정의되는 무한급수를 이해하고 이 급수가

발산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내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쌓기나무 패턴을 통해, 무한급수의 지도를 보다 의미 있고 학습

자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한편, Baker et al.(1996)등은 수학적 귀납법의 교수학습에 대한 문제점

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Sfard, 1988; 박선용, 2008). 쌓기나무 패턴의 일반화가 수학적 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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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직접적 관련성을 갖지는 않으나 쌓기나무 패턴의 일반화 과정에는

수학적 귀납법의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

한 아이디어가 담겨져 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수열의 일반항을 표

현하는 방법으로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로서 수열을 정의하는 것인데,

이러한 정의를 표현한 식이 점화식이다. 그런데 쌓기나무 패턴 활동의

중요한 일반화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재귀적 사고(recursive thinking)

이다(Lannin2005). 쌓기나무 패턴의 이웃한 단계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

여 두 단계의 다른 것과 같은 것의 차이점을 발견하는 것은 그 패턴의

일반화에 중요한 전략이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진행한 실험에서도 수열

의 귀납적 정의를 알지 못하는 연구참여자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자연

스럽게 사용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림 Ⅴ-13]은 part2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단계의 일반화 표현으로

서 이는 part2를 수열로 고려할 때,       (: part2의 n단

계 쌓기나무 개수)와 같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Ⅴ-13] 쌓기나무 패턴의 일반화와 수열의 귀납적 정의 예시1

이 밖에서도 part1, part3에서도 다음 [그림 Ⅴ-14]와 같이 학생들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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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의 수열의 귀납적 정의:

     

( : part1의 n단계 쌓기나무 개수)

part3의 수열의 귀납적 정의:

      

( : part3의 n단계 쌓기나무 개수)

[그림 Ⅴ-14] 쌓기나무 패턴의 일반화와 수열의 귀납적 정의 예시2

이처럼 쌓기나무 패턴의 일반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재귀적 사

고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로 연계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학교현장

에서 학생들은 왜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점화식에서

일반항 찾기, 수학적 귀납법이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알지 못한 채 무의

미한 형식적 조작만을 강요받고 있다. 쌓기나무 패턴 활동은 학습자가

이러한 수열의 귀납적 정의, 점화식, 수학적 귀납법의 중요한 큰 흐름을

이해하고 그 핵심 개념을 체화된(embodied) 지식으로 받아들이는데 좋

은 소재가 될 수 있다.

한편, 쌓기나무 패턴 활동은 쌓기나무의 증가 패턴을 통해 이산적인

상황에서 그 변화율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연속적인 상황을 연결하는

구분구적법의 아이디어를 제공함을써 미적분학의 도입과 필요성을 소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또한, 순열과 조합, 파스칼 삼각형,

베르누이의 수 등 고차원적인 조합론적인 내용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계 삼각수는 조합의 

, 단계 사면체수는 조합의  


과

같고 이는 파스칼 삼각형에서 하키스틱 패턴28)과도 관련되어 있다. 특

히, 이러한 사실들은 행렬 다이어그램의 개념과 결합하여 더 효과적으로

28) 단계 사면체수 쌓기나무는 1단계부터 단계까지 삼각수 쌓기나무로 분해할 수 있

는데 이를 이용하면   



  



   

임을 쉽게 증명할 수 있다. 그런데 우변의


  



   

는 파스칼 삼각형에서 줄을 바꿀 때 마다 왼쪽 대각선 방향으로 이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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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해 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쌓기나무 패턴 활동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중

학교를 거쳐 고등학교의 고등 내용까지 수직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는데

그 교육적 의미가 있다. 쌓기나무 패턴이라는 하나의 소재를 통해 여러

가지 주제를 수직적으로 연계하여 볼 수 있다는 것은 학습 내용 사이의

연계성 및 유기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며 학습자가 지속적인 관심과 흥미

를 갖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쌓기나무 패턴 활동은 각

학급의 연계된 내용을 심화적으로 다룰 수 있다. 다시말해, 주어진 학습

내용을 기초 내용에서부터 심화 내용을 수평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한

다는데 그 교육적 의미가 있다. 이처럼 주어진 학습 내용을 수평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개별 학습자에게 맞는 맞춤형 학습 내용을 제공할 수 있도

록 한다. 따라서 쌓기나무 패턴 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는 쌓기나무 패턴이 현재 교육과정의 여러 부분과 수평적, 수직적으

로 연계하여 탐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쌓기나무 패턴은 강력한 아이디어(Papert, 1980)로 작용할 수

있다.

고 최종적으로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한번 꺾으면 좌변의  

이 나온다. 이 모양

이 하키 스틱을 닮았다고 하여 ‘하키 스틱 패턴(Hockey Stick Pattern)’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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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년군 영역 단원 학습내용 쌓기나무 패턴

초등학교

1～2 도형
입체도형의

모양

쌓기나무를 이용하

여 여러 가지 입체

도형의 모양을 만

드는 활동

쌓기나무 패턴

만들기

1～2 규칙성 규칙찾기

물체, 무늬, 수의

배열에서 규칙 찾

기

쌓기나무

패턴의 일반화

전략

5～6 도형
입체도형의

공간감각

쌓기나무를 통한

여러 가지활동

입체 쌓기나무

패턴 관찰

중학교

1～3
문자와

식

문자의

사용과 식의

계산

다양한 상황을 문

자를 사용하여 식

으로 나타내기

쌓기나무

패턴의 일반화

1～3 함수
함수와

그래프
함수의 개념

각 단계와

쌓기나무 패턴

고등학교

수학 Ⅱ 수열 수열의 합

∑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기

쌓기나무

패턴의 일반화

표현

수학 Ⅱ 수열
수학적

귀납법

수열의 귀납적 정

의, 점화식, 수학적

귀납법의 이해

쌓기나무

패턴의 일반화

표현

미적분Ⅰ
수열의

극한
수열의 극한

수열의 수렴과 발

산의 뜻, 수렴여부

판별하기

쌓기나무 패턴

심화

미적분Ⅰ
수열의

극한
급수

급수의 뜻,

부분합의 의미

쌓기나무 패턴

심화

<표 Ⅴ-1> 쌓기나무 패턴과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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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패턴의 일반화 전략과 수준 분석

1. 쌓기나무 패턴에서 나타난 오류 및 경향

영재와 일반학생들의 쌓기나무 패턴 일반화 전략 및 수준을 분석하기

에 앞서 패턴의 일반화 과정에서 몸 풀기 단계(1번 문항)로 제시한 다음

단계 예측하기는 다른 파트와 달리 part4에서 공통된 오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영재와 일반 학생 중 일부는 part4의 5단계 쌓기나무 그림을 그

릴 때, 다음 그림과 같이 5단계의 일부분을 공통적으로 빼고 그렸다. 이

러한 경향은 다음 단계인 근 일반화 단계(2번 문항)로의 진입의 실패를

낳았는데, 이것은 패턴의 규칙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쌓기나무 개

수에만 집중하거나 세심하게 쌓기나무 패턴을 관찰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Ⅵ-1] 몸 풀기 단계에서의 공통된 오류

한편, 5단계 쌓기나무 그림을 예측할 때, 그림을 그리지 않고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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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2] 몸 풀기 단계에서의 그림 이외의 글 또는 도식 표현

한 일부 학생들은 완전히 글로 표현하기 보다는 글과 표와 같은 도식 등

을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초등

학교에서 입체 쌓기나무의 개수를 세기 위해 사용한 격자 모양의 다이어

그램을 이용하거나 그림을 층별로 제시하여 글로 표현하여 그 옆에 개수

를 적어 놓기도 하였다. 또는 그림의 개형을 그리고 각각의 개수를 적어

놓기도 하였다.

특히 격자 모양의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것은 초등학교에서의 입체

쌓기나무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을 여기에 적절하게 적용한 것인

데, 이는 쌓기나무 패턴의 일반화에 있어서 격자 모양의 다이어그램을

통한 다이어그램적 추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경향성은 다음 단계를 위한 유용한 일반화

전략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위에서 격자 모양의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학생은 이 다어어그램을 통해 [그림 Ⅵ-3]과 같이 다이어그램적

추론을 하였고 이는 곧 쌓기나무 패턴의 근 일반화로 이어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전검사에서 나타난 이러한 면을 반영하여 본 연

구에서는 입체 쌓기나무 패턴활동에 행렬 다이어그램을 도입하여 자바말

마이크로월드 환경과 함께 제시하는 설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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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3] 행렬 다이어그램을 통한 쌓기나무 패턴의 일반화

한편, 쌓기나무 패턴은 시각적 패턴임에도 불구하고 시각적 패턴을 완

전히 수 패턴으로 전환하여 일반화를 시도하려는 경향성이 있었다. 이는

Noss et al.(2009)가 말한 ‘pattern-spotting’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이

러한 경향성은 part1와 part2 보다는 part3와 part4에서 두드러지게 나타

났다. 이는 시각적 패턴으로서 쌓기나무 패턴의 규칙을 찾기 위해 수를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수 패턴으로 바꿔 오직 수 만

을 가지고 패턴의 규칙을 찾으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그림

Ⅵ-4]와 같이 part3에서 각 단계별로 주어진 쌓기나무 개수를 세고 이를

1, 9, 36, 100...의 수 패턴으로 완전히 전환하여 이 수의 규칙성으로 일반

화를 시도한 것이다. 특히 이 수 자체에만 집중한 학생들은 일반화에 실

패하였으나 항 사이의 차에 집중한 학생들은 그 차이의 규칙을 통하여

원래 주어진 수의 패턴을 찾고 이를 일반화 하는데 대부분 성공하기 하

였다. part3에서 수 패턴으로 전환한 학생 중 일반 학생들 모두(2명)와

영재 학생(2명) 일부는 수 자체에만 집중을 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반면에, 영재 학생들 대부분(4명)은 두 항 사이의 차에 집중하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영재 학생들은 패턴의 일반화 과정에서 주로 그림 자체를 구조

로서 이해하고 상황에서 주어진 정보들을 토대로 규칙을 만드는 상황적

인식을 통해 일반화하려는 시도가 두드러졌으나, 일반 학생은 단순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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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4] 쌓기나무 패턴의 수 패턴 전환(part3)

하기나 추측, 또는 도형 패턴을 완전히 수 패턴으로 전환하여 수의 패턴

에서 규칙을 찾으려는 시도가 많았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에 이어

질 일반화 전략 측면에서 자세하게 분석하여 언급할 것이다.

따라서 쌓기나무 패턴 과제에 관한 사전 검사에서 영재와 일반 학생의

차이는 part4의 몸풀기 패턴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나타난 공통된

오류 측면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영재 학생이 오히려 일반 학생 보다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일반학생은 기본적으로 part4

의 쌓기나무 패턴을 어려워하여 무응답으로 처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반면, 영재학생은 대부분 part4의 쌓기나무 패턴과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를 보였으며 그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오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영재 학생은 일반 학생에 비해 그림 대신 글이나 도식 등 자신만의 표현

법으로 쌓기나무 그림을 그리는 경향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학생은 주로 각 파트의 몸 풀기 단계의 문제를 그림을 그려 해결한

반면, 영재학생 중에는 그림을 그리는 대신 자신만의 다양한 표현법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한편, 패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 학생은

영재 학생에 비해 쌓기나무 패턴을 완전히 수 패턴으로 전환하는 경향성

을 많이 보였다. 수 패턴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영재학생은 주로 그 차

에 주목을 하는 반면, 일반학생은 수 패턴 자체를 가지고 그 다음 단계

를 예측하려는 경향이 더 많았다. 이처럼 수 패턴으로 전환하려는 경향

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오답을 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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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전검사지를 토대로 영재와 일반 학생들의 일반화 전략과 일반

화 수준을 살펴본다.

2. 쌓기나무 패턴의 일반화 전략

일반화는 크게 근 일반화와 원 일반화로 나눌 수 있다. 원 일반화는 2

번 문항과 관련이 있으며 근 일반화는 4번, 6번 문항과 관련이 있다. 그

러나 6번 문항은 일반화 전략을 갖고 있더라도 이를 기호적으로 표현하

는 것이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이 요구된다. 여기서는 일반화 전략 측면

에서 분석하기 때문에 6번 문항은 제외하며 나중에 일반화 수준 측면에

서 자세하게 언급한다. 또한 3번 문항은 재귀적 일반화 전략을 알아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제작한 것이므로 별도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쌓기나무 패턴 활동에서는 여러 가지 일반화 전략을 확

인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 Lannin(2005)이 제시한 일반화 전략 범위 내에

서 분류가 가능하였다. 따라서 Lannin이 제시한 일반화 전략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그리거나 세기 전략>

주어진 쌓기나무 개수를 구하기 위해 직접 해당하는 단계의 그림내지

모델을 그리거나 그 단계까지 모두 세어서 그 개수를 구하는 일반화 전

략이다.

(예) part1에서 50단계의 쌓기나무 개수를 구하기 위해 1부터 50까지 모

두 나열하고 처음부터 끝가지 더하여 그 개수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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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귀적 전략>

주어진 패턴에서 다음 항을 결정하기 위해 그 이전 항이나 항들을 구

축하는 전략으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도형수를 활용한 쌓기나무 패턴 활

동의 중요한 전략으로서 의도적으로 3번 문항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

다. 따라서 별도로 3번 문항을 분석하여 어떻게 재귀적 전략을 사용하였

는지 분석할 것이다. 그러나 2번이나 4번 문항에서도 일부분 재귀적 전

략을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예) part4에서 7단계 쌓기나무 개수를 구하기 위해 1단계부터 차례로

이웃한 항 사이의 차에 주목하고 이를 통해 7단계까지 쌓기나무 개수를

예측하였다.

<전체-부분 전략>

해당 단계의 쌓기나무 개수를 구하기 위해 이를 부분 단계로 분할하고

이들의 합으로서 해당 단계를 계산하는 일반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쌓기나무 패턴에서는 모두 오류를 낳고 실제로 상징

적 일반화 수준인 단계로까지 이행되지도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비례 추론에 대한 이해의 결핍에서 비롯된 잘못된 결과를 보여주

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박은정, 2006).

(예) part3에서 50단계 쌓기나무 개수를 구하기 위해 50단계를 5단계 10

개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5단계 쌓기나무는 쉽게 구할 수 있

으므로 이 개수에 10배를 하여 50단계 쌓기나무 개수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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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측 전략>

주어진 단계의 일부 또는 전체에서 알아낸 추측을 가지고 이를 다른

단계에 검증하지 않고 바로 일반화하려는 전략이다. Lannin의 일반화 전

략 중 추측과 확인 전략을 본 연구에서는 추측 전략으로 재명명하였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을 통하여 해당 단계의 쌓기나무 개수를 구하려는 시

도만 있었을 뿐, 이 추측을 다른 단계에서 확인해 보거나 조작해 보는

등의 확인과정은 없었기 때문이다.

(예) part3에서 2단계와 3단계의 쌓기나무 그림만을 가지고 두 단계의

가로의 개수 차이가 3이므로 계속 가로의 개수가 3씩 늘어난다는 추측을

하였으며 이를 4단계에 검증하지 않고 바로 7단계까지 자신의 추측을 유

지하여 7단계 쌓기나무 개수를 구하였다.

<상황적 전략>

쌓기나무 그림의 상황 안에서 제공된 정보에 근거하여 규칙을 구성하

는 일반화 전략이다. 실제로, 이 상황적 전략에서는 다양한 셈하기 기술

이 연관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규칙은 쌓기나무 개수를 세기에 유용한

것도 있었으나 유용하지 않은 것도 있었다. 특히, part4에서는 유용한 상

황적 전략보다 유용하지 않은 상황적 전략이 사전검사에서 더 많이 나타

났다.

(예) part1에서 50단계 쌓기나무 개수를 구하기 위해 맨 앞과 맨 뒤의

숫자를 함께 묶었을 때, 계속적으로 51인 된다는 규칙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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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각 파트별 2, 4번 문항 분석

위에서 언급한 일반화 전략에 대해서 대개 근 일반화(2번 문항 관련)

에서는 그리거나 세기 전략, 재귀적 전략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원 일반

화(4번 문항 관련)에서는 전체-부분 전략, 상황적 전략이 많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Lannin이 언급한 명확한 전략과 불명확한

전략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각 파트별로 원 일반화(2번 문항)와 근 일반화(4번 문항)를 위해

어떠한 일반화 전략을 사용하였는지를 자세하게 고찰한다.

일반화 전략
영재(N=20)29) 일반(N=15)

2번 문항 4번 문항 2번 문항 4번 문항

그리거나 세기 전략 18 6 11 2

재귀적 전략 2 - 3 (1)30)

전체-부분 전략 - - - (1)

추측 전략 - - - (1)

상황적 전략 - 18 1 7(1)

무응답 - - - 2

<표 Ⅵ-1> 쌓기나무 패턴의 일반화 전략(part1)

29) 표에서 총합이 20(영재총합) 또는 15(일반총합)를 경우는 검사도구 문항에서 한 연구

참여자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30) 괄호안의 숫자는 해당 일반화 전략을 사용하였으나 오답을 한 학생의 수를 의미한

다.



- 103 -

part1에서는 영재와 일반 학생 모두 2번 문항에서 그리거나 세기 전략

을 사용하여 쉽게 문제를 해결하였다. 반면, 4번 문항에서 영재 학생은

대부분 상황적 전략을 사용하여 쉽게 50단계의 쌓기나무 개수를 구하였

으나, 일반 학생은 절반 정도만이 상황적 전략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학

생들은 다른 전략을 사용하거나 응답하지 않았다. 이는 영재와 일반 학

생 대부분이 근 일반화인 2번 문항에서는 그리거나 세기 전략을 사용하

였으나 이러한 전략을 원 일반화인 4번 문항에 적용할 수 없음을 인식하

고 상황적 전략으로 바꿔 문제를 해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다른 전략을 사용한 대부분의 학생은 오답을 하였다.

일반화 전략
영재(N=20) 일반(N=15)

2번 문항 4번 문항 2번 문항 4번 문항

그리거나 세기 전략 - - - -

재귀적 전략 - 2 (1) (1)

전체-부분 전략 - - - (1)

추측 전략 - - - -

상황적 전략 20 19 14 11

무응답 - 1 - 2

<표 Ⅵ-2> 쌓기나무 패턴의 일반화 전략(part2)

part2에서는 영재와 일반 학생 모두 대부분이 상황적 전략을 사용하였

다. 네 파트 중 가장 정답률이 높았고 대부분 쉽게 해결하였다. 상황적

전략을 사용한 영재와 일반 학생 모두가 주어진 패턴에서 쌓기나무 그림

이 정사각형 모양이라는 규칙을 찾고 이를 토대로 그 개수를 구하기 위

해 가로와 세로의 개수를 곱하는 동일한 상황적 전략을 사용하였다. 일

반 학생 중 일부가 항 사이의 차에 주목하여 단계적으로 개수를 세 나가

는 재귀적 전략을 사용하였다. 그리거나 세기 전략, 추측 전략을 사용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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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 전략
영재(N=20) 일반(N=15)

2번 문항 4번 문항 2번 문항 4번 문항

그리거나 세기 전략 - - - -

재귀적 전략 - - 1 -

전체-부분 전략 - - - (2)

추측 전략 (1) (1) (2) -

상황적 전략 17 15 7(1) 3(1)

무응답 2 4 4 9

<표 Ⅵ-3> 쌓기나무 패턴의 일반화 전략(part3)

일반화 전략
영재(N=20) 일반(N=15)

2번 문항 4번 문항 2번 문항 4번 문항

그리거나 세기 전략 4 (1) 3 -

재귀적 전략 - - - -

전체-부분 전략 - (1) - (1)

추측 전략 (2) (1) (1) -

상황적 전략 9 9 3 1

무응답 5 8 8 13

<표 Ⅵ-4> 쌓기나무 패턴의 일반화 전략(part4)

part3도 part2와 마찬가지로 상황적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는 아

마도 part2의 패턴과의 유사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목할

것은 영재에 비해 일반 학생의 무응답 숫자가 현저하게 많았다는 것이

다. 특히 4번 문항은 영재와 일반 학생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영재 학생

은 20명 중 15명(75%)이 상황적 전략을 사용하여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

하였으며 응답하지 못한 학생은 4명에 불과했다. 반면, 일반 학생은 15명

중 3명이 상황적 전략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문제 자체에 대

한 응답을 하지 못한 학생이 9명이나 되었다. 또한, 일반 학생 중에 상황

적 전략을 사용하였지만 오답을 한 학생도 있었다. 이것은 주어진 패턴

의 규칙을 발견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이 발견한 아이디어를 해당 단계의

쌓기나무 개수를 구하는데 효과적으로 적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part3에서는 그리거나 세기 전략을 사용한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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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2, part3에서는 그리거나 세기 전략을 사용한 학생이 아무도 없었

던 반면, part4에서는 영재와 일반 학생 들 중 일부가 그리거나 세기 전

략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part2와 part3의 패턴에서는 비교

적 쉬운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part4는 쉽게 패턴의 규칙

성을 발견하기 어려워서 직접 그리거나 세기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실제로 그리거나 세기 전략 중 일부는 주어진 쌓기나무를

위에서 본 모양으로 격자 모양의 네모 칸을 그려 그 해당 칸에 각각 쌓

기나무 개수를 표시하는 모델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는 초등학교 6학년

에서 주어진 쌓기나무의 개수를 파악하기 위해 격자 모양의 네모 칸을

그리고 해당 칸에 위에서 본 쌓기나무 개수를 표시하는 방법을 여기에

적용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part4는 네 개의 파트 중 가장 어려운

파트로 영재와 일반 학생 모두 무응답 숫자가 가장 많았다. 특히 일반

학생은 4번 문항에서 15명 중 13명이 무응답을 하였다. 따라서 사전검사

로서 일반화의 전략을 확인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part4는 다소 적합하

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실시한 마이크로월

드 기반 동적 환경에서의 교육적 처치 이후에 part4에서 일반화 전략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한편, part4에서 전체-부분 전략이나 추측 전략을 사용한 학생은 모두

오답을 하였다.

2.2 각 파트별 3번 문항 분석

쌓기나무 패턴의 일반화 전략 중 특히 재귀적 전략을 의도적으로 알아

보기 위해 제작된 3번 문항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각 파트별로 사

용된 재귀적 전략 유형을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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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귀적 전략 유형 영재(N=20) 일반(N=15)

p1 15 8

p2 3 1

p3-1 1 -

p3-2 3 1

p4-1 1 -

p4-2 2 -

p4-3 1 -

<표 Ⅵ-5> 쌓기나무 패턴의 재귀적 전략 유형 분류

<유형 설명>

• p1: 21단계 쌓기나무 개수는 20단계 쌓기나무 개수에 21개(21단계의

그노몬)를 더한 것과 같으므로 210+21=231개이다.

• p2: 21단계 쌓기나무 개수는 20단계 쌓기나무 개수에 추가된 개수

(20+20+1)인 41개를 더하여 400+41=441개이다.

• p3-1: 21단계 쌓기나무 개수는 20단계 쌓기나무 개수에  (쌓기나무

개수의 규칙성으로 알아 낸 사실)을 더한 것이므로 이다.

• p3-2: 20단계 쌓기나무 개수인 44100을 소인수분해하면

 × × ×  ×××이고 ×××은 20단계 쌓기나무 그림

에서 가로의 개수에 해당하므로 규칙성에 의해 21단계는 여기에 21을 더

하여 ×××이 된다.

• p4-1: 21단계 쌓기나무 개수는 20단계 쌓기나무 개수에 (쌓기나무

개수의 규칙성으로 알아 낸 사실)을 더한 것이므로 이다. 또는

20단계 쌓기나무 개수에 …을 더한 것이므로 21단계 쌓기

나무 개수는 …이다.

• p4-2: 21단계 쌓기나무 개수는 20단계 쌓기나무 개수에 추가된 쌓기

나무(21단계의 그림을 상상하여 추가된 것을 고려함)의 개수를 더한 것

이므로 ……이다.

• p4-3: 20단계 쌓기나무 그림에서 먼저 가장 가운데 쌓기나무 개수인



- 107 -

210개를 빼면 2870-210=2660개이다. 여기서 21단계에서는 20단계의 가장

가운데 쌓기나무가 2개 생기므로 ×  을 더해 2660+420=2900이

되고, 최종적으로 21단계에 가장 가운데 있는 쌓기나무의 개수

210+21=231개를 더하면 2900+231=3131개이다.

각 파트별로 보면, 먼저 part1에서는 영재 학생은 75%가 재귀적 전략

을 사용한 반면 일반 학생은 약 53%가 재귀적 전략을 사용하였으며 모

두가 동일한 형태의 재귀적 전략 유형(p1)으로 나타냈다. 이는 영재 학

생이 일반 학생에 비해 재귀적 전략을 더 잘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오답을 한 대부분의 학생은 3번 문항의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20번

째 단계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그리거나 세기 전략이나 상황적 전략을

사용하여 21번째 단계의 쌓기나무 개수를 구하였다. 어떤 학생은 아예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여 ‘구할 수 없다.’고 답하기도 하였다.

part2는 네 파트 중 정답률이 가장 낮았다. 즉, 영재와 일반 학생 모두

재귀적 전략을 잘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part2는 대부분 상

황적 전략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3번 문항을 제대로 읽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상황적 전략을 사용하여 동일하게 해결했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20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이라고 답한 학생이 대부분 이였다.

part3 역시 part2와 유사한 패턴으로 쉽게 상황적 전략을 사용하여 문

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3번 문항의 의도에 대한 이해 없이 바로

상황적 전략으로 해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part2와 유사하게 20단

계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 의 형태로 답하거나 아예 답

하지 못한 학생도 많았다.

part4는 문항을 이해하지 못했다기보다는 패턴 자체의 난이도가 높아

서 두 항 사이의 차이에 대한 규칙성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

인다. 특히 일반 학생은 단 한명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part4의 3번

문항은 대부분의 학생이 문제를 잘못 이해하여 다른 전략을 사용하여 구

했다기보다는 아예 답하지 못한 경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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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일반화 전략 측면에 있어서 영재 학생은 모

든 파트에서 주로 상황적 전략을 많이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한 반면, 일

반 학생은 영재 학생에 비해 상황적 전략은 많이 사용하지 않았으며 오

히려 재귀적 전략, 전체-부분 전략, 추측 전략 등의 사용 빈도가 높았다.

또한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더라도 오답을 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영재 보

다 일반 학생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영재와 일반 학생이

동일한 일반화 전략을 사용해도 이를 패턴에 적용하여 일반화 하는데 있

어서 자신의 전략을 적절히 이용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가능성은 영

재 학생 집단이 더 높았다고 할 수 있었다.

3. 쌓기나무 패턴의 일반화 수준

사전 검사를 바탕으로 <표 Ⅵ-6>에 근거하여 영재와 일반 학생의 일

반화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따른 일반화의 수준의 도

달 여부 판단 기준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일반화수준

문항
귀납 산술적

대수적

사실적 상황적 기호적

1번 문항

(다음단계)
○ ○

2번 문항

(작은 단계)
○ ○

3번 문항

(인접 단계)
○

4번 문항

(큰 단계)
○ ○

5번 문항

(언어 표현)
○

6번 문항

(기호 표현)
○

<표 Ⅵ-6> 쌓기나무 패턴의 일반화 수준 분류를 위한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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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

처리

• 오답처리: 주어진 쌓기나무 패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문항

에서 잘못된 답을 기입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하였다.

• (단순한) 귀납법: 1번 문항이나 2번 문항에서 다음 그림을 예측하거

나 쌓기나무의 개수를 구할 때, 앞에서 주어진 여러 단계를 통하지 않고

단순히 추측하거나 짐작에 의해 답을 한 경우는 일반화의 전 수준인 (단

순한) 귀납법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 산술적 일반화: 2번 문항이나 4번 문항에서 쌓기나무의 개수를 구할

때, 반복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바탕으로 그 증가하는 값을 더하여 개수

를 구하는 경우는 산술적 일반화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 사실적 일반화: 2번 문항이나 4번 문항에서 산술적 일반화 수준과 달

리 반복적으로 더하지 않고 어떤 규칙이나 방법을 찾아서 쌓기나무 개수

를 구했다면 대수적 일반화의 첫 단계인 사실적 일반화의 수준까지 도달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3번 문항은 인접한 단계를 통해 그 조건만

을 이용하여 그 다음 단계의 쌓기나무 개수를 예측하는 단계로 산술적

일반화 수준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쌓

기나무 패턴의 규칙을 알아야 하므로 대수적 일반화인 사실적 일반화 수

준으로 판단하였다.

• 상황적 일반화: 5번 문항에서 쌓기나무 개수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

기 위해 자신의 언어로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상황적 일반화의 수

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상징적 일반화: 문자 으로 올바르게 쌓기나무 패턴의 규칙을 표현한

경우이거나 기호 표현에 다소의 생략이나 실수가 있지만 치명적이지 않

은 경우는 상징적 일반화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예를 들어, part3의 일반화 수준 분류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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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계 쌓기나무 그림을 단순 추측에 의해 잘못 구한 경우

(단순한)

귀납법

; 5단계 그림은 옳게 그렸으나 이유가 없고 2번 문항부터 해결

하지 못한 경우

산술적

일반화

; 각 쌓기나무 그림이 정사각형이라는 공통성을 찾았으나 가로

의 개수를 세기 위해 직접 7단계까지 세서 구하였으며 4번 문항

인 50단계 쌓기나무 개수는 구하지 못한 경우

사실적

일반화
; 50단계 쌓기나무 개수를 규칙을 찾아 옳게 구하였으나 5번, 6

번 문항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경우

상황적

일반화

상징적

일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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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반화의 방법은 순차적으로 타나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

우도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경우에 따라 상황적 일반화를 생략하고

상징적 일반화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다. 이것은 패턴을 일반화하

는 과정에서 말로 설명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숫자와 기호로만 설명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이다(이명기, 2011). 본 연구에서도 연구참여자들이

모두 중학교 2, 3학년 학생이었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 문자를 어느

정도 사용해 봤고 기호 표현에 크게 낯설지 않아 하였기 때문에 글이나

말로 설명하는 5번 문항을 생략하고 바로 기호 표현인 6번 문항에 답한

학생들도 있었다. 한편, 위 판단 기준에 의해 영재와 일반 학생들의 쌓기

나무 패턴의 일반화 수준을 분류한 표는 다음과 같다.

영재(N=20) part1 part2 part3 part4

오답 0 0 1 6

귀납 0 0 2 3

산술적 0 0 1 4

사실적 1 0 2 1

상황적 0 0 1 0

상징적 19 20 13 6

<표 Ⅵ-7> 쌓기나무 패턴의 일반화 수준(영재 학생)

일반(N=15) part1 part2 part3 part4

오답 0 0 4 6

귀납 0 0 2 2

산술적 3 1 5 6

사실적 2 1 1 0

상황적 2 2 1 0

상징적 8 11 2 1

<표 Ⅵ-8> 쌓기나무 패턴의 일반화 수준(일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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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part2에서는 영재와 일반 학생 모두 상징적 일반화의 수준까지

도달한 학생이 많았다. 특히 영재 학생은 거의 대부분이 상징적 일반화

의 수준까지 도달하였다. 반면 part3에서 영재 학생은 65%가 상징적 일

반화의 수준까지 도달하였으나 일반 학생은 약 13%만이 도달하였고

part4에서는 영재학생이 30%가 상징적 일반화의 수준까지 도달하였으나

일반 학생은 단 한 명만이 상징적 일반화의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를 통

해 파트별로 일반화의 수준 도달 정도가 다름을 알 수 있었고 part1,

part2에 비해 part3, part4에서 일반화이 수준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

다. part3, part4는 part1, part2에 비해 정형화된 패턴이 아니고 단순하지

않아서 연구참여자가 다소 어려워 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part3, 4에

서는 일반 학생에 비해서는 영재 학생이 상징적 일반화 수준까지 도달한

경우가 더 많았다. 또한, 영재 학생이 일반 학생에 비해 오답율도 낮았

다. 이는 앞서 일반 학생들이 쌓기나무 패턴을 수의 패턴으로 바꿔서 해

석하려는 경향성, 비례 법칙을 잘못 적용하여 큰 단계의 수를 일정 단계

단계의 단위로 분할하여 그것의 비례만큼의 배수로 계산하는 등의 오류

가 작용한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의 패턴에서는 인

접한 단계끼리의 개수의 차를 계산하였으나 그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예를 들어, 다음 그림과 같이 일반 학생 중 각 파트의 4번 문항의 50단

계 쌓기나무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20단계씩 분할하고 3번 문항에서 제

시한 20단계의 쌓기나무 개수를 이용하여 50단계의 쌓기나무를 20단계의

쌓기나무 개수의 2배와 10단계의 쌓기나무 개수의 합으로 구한 경우가

있었다. 이때, 10단계의 쌓기나무 개수는 다시 20단계의 쌓기나무 개수의

반으로 계산하였다.

이처럼 잘못된 비례 법칙을 사용한 것이 오답으로 이어졌다. 한편, 상징

적 일반화 수준에 도달한 학생들은 에 관한 다양한 표현을 하였다. 이

표현에 대한 분류 및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변화 양상에 대한 분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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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다룬다.

각 파트별로 자세히 분석해 보면, 먼저 part1에서 영재 학생은 대부분

상징적 일반화 수준까지 도달하였다. 반면 일반 학생은 절반 정도만 상

징적 일반화 수준에 도달하였고 나머지는 산술적 일반화부터 상황적 일

반화까지 고루 분포하였다. 특히 일반 학생 중에는 쌓기나무 패턴의 규

칙을 잘못 찾아 이를 끝까지 기호화 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자신의 언

어로 쌓기나무 패턴의 일반적인 규칙을 표현할 수는 있었으나 이를 일반

적인 기호 을 사용하여 표현하지 못해 상황적 일반화 수준에 그치는

학생도 있었다.

[그림 Ⅵ-5] 쌓기나무 패턴에 상황적 일반화 수준과 상징적 일반화 수준

[그림 Ⅵ-5]에서 보는 것처럼 S11학생은 5번 문항에서는 쌓기나무 패

턴의 규칙을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6번 문항에서

단계 표현이 바르지 않은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part2에서는 영재와 일반 학생 모두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상징적 일

반화의 수준까지 도달하였으며 네 파트 중 가장 쉬운 파트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반 학생 중 소수가 기호를 잘못 사용하여 오류가 생긴

경우가 있었다. 또한, 거의 모든 영재와 일반 학생이 에 관한 기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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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에서 또는 ×의 형태로 표현을 하였으며 홀수의 합 즉,

…로 표현한 학생은 영재 학생 중 단 한명 밖에 없었

다. 이것은 대부분의 학생이 part2의 쌓기나무 패턴을 전체적으로 인식

한 결과로서 Duval(1995)이 말한 도형에 대한 초기 이해인 지각적 이해

로 해석할 수 있다. Duval은 도형의 이해는 지각적 이해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며 진정한 대수적 사고를 위해서는 또 다른 이해로의 이행이 필요

하다고 말하였다. 이를 반영하고자 한 자바말 마이크로월드 환경에서 쌓

기나무에 대한 패턴 활동을 통하여 의도한 절차적 이해로의 이행이 실제

학생들의 기호 표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다음 장에서 자세

하게 분석한다.

part3에서는 영재와 일반 학생 모두 네 개의 파트 중 가장 일반화의

수준 분포가 다양하게 나왔다. 영재학생은 일반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이 상징적 일반화의 수준까지 도달하였다. 영재학생은 part2와

유사한 쌓기나무 패턴을 part3에 적용하였으며, 쌓기나무 패턴의 가로의

개수가 증가하는 것에 주목하여 쉽게 일반화를 하였다. 반면, 일반학생은

주어진 쌓기나무 패턴을 수의 패턴으로 전환하거나 몇 단계의 패턴만을

통해 잘못된 추론을 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반복적인 덧셈을 통해 각 단

계의 쌓기나무의 개수를 계산하는 산술적 일반화에 그쳤다. 또한 그 규

칙을 찾아 쌓기나무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생각하더라도 이를 자신의

언어나 기호로 표현하는 일반학생은 드물었다. 또한, 영재와 일반 학생

모두 단계의 표현에서    …로 표현할 수 있는 학생은 단

한명도 없었다. 이는 Duval의 도형의 이해에 있어서 대부분 학생이 지각

적 이해에 머물러 있었음을 의미한다.

part4는 영재와 일반 학생 모두 네 파트 중 가장 어려워 한 파트로 익

숙하지 않은 패턴이 주어진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영재학생

은 일반학생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이 상징적 일반화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그 비율로 보면 다른 파트에 비해 확연히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재학생들은 part4에서 다른 파트에 비해 에 관한 매우

다양한 표현을 해냈다. 이는 주어진 쌓기나무 패턴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이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일반학생은 오히려 정형화되지 않은 패턴에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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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이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결

과를 반영하는 것처럼 단 한 명만이 상징적 일반화 수준까지 이를 수 있

었다. 일반학생은 사실적 일반화 수준에 그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대부

분 주어진 쌓기나무 패턴을 수의 패턴을 전환하여 단계마다 증가하는 수

에 주목하여 쌓기나무 개수를 구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일반화 수준 측면에 있어서는 part1과 part2

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part3와 part4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

나 공통적으로 영재와 일반 학생 모두 상징적 일반화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은 대부분 산술적 일반화 수준이하에 있는 특징을 갖고 있었

다. 즉, 사실적 일반화나 상황적 일반화 수준의 학생들은 많지 않았는데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 중 대부분이 주어진 쌓기나무 패턴에

대하여 적절한 규칙을 찾기만 하면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여 사실

적 일반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일반 학생 중

일부는 50단계까지의 쌓기나무 개수는 잘 구하였으나 단계의 쌓기나무

개수는 제대로 구하지 못하였다. 이들은 기호를 통해 일반화 된 식을 표

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반화 수준 자체는 모든

파트에서 영재 학생이 일반 학생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특히

part3와 part4에서는 현격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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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교수설계 적용 및 결과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마발 마이크로월드 환경에서 쌓기나무 프로그램으로

각 파트별로 일반화 전략 및 단계 표현을 위한 설계를 하였으며 영재

학생과 일반학생 모두에게 적용하였다. 또한 사후검사는 사전검사와 동

일한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수 설계를 적용함과 동시에 사후검사가

진행되었다. 이것은 본 연구의 교수 설계가 사후검사의 내용을 토대로

한 것으로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수 설계와

사후검사가 동시에 진행되었음을 밝혀둔다.

교수 설계 적용에 따른 결과 분석은 주로 사후검사지를 토대로 이루어

졌으며, 일부 학생을 인터뷰한 내용과 연구자의 연구참여자에 대한 관찰

을 바탕으로도 이루어졌다. 결과 분석의 기준은 크게 일반화 전략과 일

반화 수준 등 두 가지 측면이다.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서의 일반화 전

략과 일반화 수준을 비교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몇몇 학생을 바탕으로

사전, 사후검사지나 인터뷰 내용의 원문을 그대로 싣고 심층적으로 분석

하였다. 한편, 교수 설계에 따른 결과 분석은 평면 쌓기나무 패턴활동에

대한 내용만을 토대로 하였으며 입체 쌓기나무 패턴활동은 제외하였다.

1. 일반화 전략 측면

교수 설계는 기본적으로 재귀적 전략과 상황적 전략 등의 일반화 전략

을 연구참여자가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설계를 적용한 결과를 일반화 전략의 측면에서 각 파트별로 분석하였다.

1.1 각 파트별 2, 4번 문항 사전-사후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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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 전략

영재(N=20) 일반(N=13)31)

2번 문항 4번 문항 2번 문항 4번 문항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그리거나 세기 전략 18 13 6 - 9 5 2 3

재귀적 전략 2 - - - 3 2 (1)

전체-부분 전략 - - - - - (1)

추측 전략 - - - - - (1) (1)

상황적 전략 - 19 18 20 1 5(1) 7(1) 7

무응답 - - - - - - 2

<표 Ⅶ-1> 쌓기나무 패턴의 일반화 전략 사전-사후검사 비교(part1)

part1에서 자바말 마이크로월드 환경에서의 교수학습 이후 영재학생은

근 일반화에 해당하는 2번 문항부터 상황적 전략을 사용하여 이를 4번

문항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사전검사에서는 2번 문항에서 그리거

나 세기 전략이 대다수이고 상황적 전략은 사용하지 않았으나, 4번 문항

에서는 상황적 전략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사후검사에서는 지속적으로 2

번과 4번 문항에서 모두 상황적 전략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주어진 교수 설계로부터 연구참여자가 하나의 일반화 전략을 선택하고

이를 근 일반화 단계부터 원 일반화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사용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일반 학생들도 영재 학생과 마찬가

지로 사전검사와 달리 사후검사에서는 2번 문항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상

황적 전략을 사용한 학생이 많았다. 또한, 사전검사에서는 4번 문항에서

전체-부분 전략이나 추측 전략을 사용하여 오답을 한 학생들이 사후검

사에서는 상황적 전략으로 바꿔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였다. 특이한 점

은 사전검사에서는 무응답자가 없었던 반면 사후 검사에서는 무응답자가

2명 있었다.

한편, part1에서 일반화 전략의 사용 빈도를 보면, 영재 학생은 한 문

항에 대해 다양한 전략을 적용한 반면에 일반 학생은 다양한 전략을 사

31) 사전검사에서 일반 학생은 총 15명이었지만, 사후검사를 실시할 때, 2명이 참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비교를 위해 교수 설계 적용 및 결과 분석에서는

일반 학생 중 2명의 학생을 제외하여 사전, 사후 검사에 모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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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지 않고 사전검사에서 사용한 일반화 전략을 변화시켜 사후검사에

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은 그리거나 세기 전략, 전체-부

분 전략, 추측 전략에서 상황적 전략으로의 변화였는데 이는 교수 설계

적용을 통해 part1의 쌓기나무 패턴의 규칙성을 바라보는 유용한 일반화

전략을 발견한 것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S15 학생의 의 2번 문항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비교한 것

이다.

사전 사후

[그림 Ⅶ-1] part1의 2번 문항 사전-사후검사 비교(S15 학생)

일반화 전략이 사전검사에서는 그리거나 세기 전략이었으나 사후검사

에서 상황적 전략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G2 학생의 4번 문항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비교한 것이다.

사전 사후

[그림 Ⅶ-2] part1의 4번 문항 사전-사후검사 비교(G2 학생)

사전검사에서는 그리거나 세기 전략을 사용하였으나 사후검사에서는

그리거나 세기 전략과 상황적 전략 등 여러 가지 일반화 전략을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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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사후

[그림 Ⅶ-3] part1의 2번 문항 사전-사후검사 비교(S10 학생)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사후 검사에서 일반화 전략이 다양해 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반 학생 중 소수는 사전검사에서는 그리거나 세기 전략, 상

황적 전략 등을 사용하여 정답을 하였으나 교수 설계 적용 후 사후검사

에서는 상황적 전략을 사용하여 오히려 오답을 한 경우가 있었다. 이는

교수 설계에서의 처치가 오히려 학생에게 인지적 부담을 주어 일반화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S10 학생의 4번 문항에 대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비교한 것

이다.

사전검사에서 가우스 방법으로 상황적 전략을 사용하여 잘 해결하였으

나 사후검사에서 오히려 오답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오히려

자바말 마이크로월드 환경에서 주어진 두 쌓기나무를 합치는 활동이 연

구참여자에게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고 모호하게 각인되어 나타난 결과라

고 할 수 있다. 또한, S3 학생은 사전검사에서 직접 8단계를 그려서 8단

계 쌓기나무 개수를 구하는 재귀적 전략을 사용하였으나 사후검사에서는

5단계 쌓기나무 두 개를 합쳐 직사각형을 만들고 이를 2로 나누는 탐구

활동을 8단계에 일반화하여 상황적 전략을 사용하였으나 정확하게 이해

하지 못하고 서툰 일반화가 이루어져 오답을 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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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 전략

영재(N=20) 일반(N=13)

2번 문항 4번 문항 2번 문항 4번 문항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그리거나세기전략 - - - - - - - -

재귀적 전략 - 9 2 5 (1) 6(1) (1) 4

전체-부분 전략 - - - - - (1)

추측 전략 - - - - - -

상황적 전략 20 20 19 20 12 9 10 10

무응답 - - 1 - - 1 1

<표 Ⅶ-2> 쌓기나무 패턴의 일반화 전략 사전-사후검사 비교(part2)

part2에서 영재 학생들은 사후검사에서 모두 상황적 전략을 사용하여

2번 문항과 4번 문항을 해결하였다. 그런데 사후검사에서는 사전검사에

서와 달리 일반화 전략이 다양해 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전 활동으

로 제시된 그노몬을 활용하여 재귀적 전략을 사용해 홀수의 합으로 표현

하는 학생들이 2번 문항에서는 9명, 4번 문항에서는 5명 있었다. 한편,

일반 학생은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의 2번 문항에서 오히려 상황적

전략이 다소 줄고 재귀적 전략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자바말 마이크로월드 환경에서 그노몬을 관찰하는 활동을 통하여 기존의

쉬운 상황적 전략 대신 재귀적 전략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는 상황적 전략에서 재귀적 전략으로 전략을 바꾼 것

을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일반 학생도 영재 학생과 마찬가지로 사후검사

에서는 상황적 전략과 더불어 재귀적 전략 등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G8 학생의 4번 문항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비교하여 제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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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사후

[그림 Ⅶ-4] part2의 4번 문항 사전-사후검사 비교(G8 학생)

사전검사에서는 상황적 전략만을 사용하였으나 사후검사에서는 재귀적

전략과 상황적 전략을 모두 사용하여 다양하게 일반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화 전략

영재(N=20) 일반(N=13)

2번 문항 4번 문항 2번 문항 4번 문항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그리거나세기전략 - - - - - - -

재귀적 전략 - 14 - 14 1 6 - 6

전체-부분 전략 - - - - - (2) -

추측 전략 (1) - (1) - (2) - - (1)

상황적 전략 17 14 15 15 5(1) 8 3(1) 6

무응답 2 - 4 - 4 1 7 1

<표 Ⅶ-3> 쌓기나무 패턴의 일반화 전략 사전-사후검사 비교(part3)

part3의 사후검사에서는 영재와 일반 학생 모두 무응답자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은 자바말 마이크로월드 환경

에서의 조작과 탐구활동을 통해 주어진 쌓기나무를 셀 수 있는 규칙을

알아내고 이를 토대로 재귀적 전략이나 상황적 전략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재귀적 전략으로는 각각의 그노몬을 고려하여 세제곱의 합

으로 표현하는 예가 가장 많았다. 또한 상황적 전략은 자연수의 합의 제

곱으로 표현하는 예가 거의 대부분 이었다. 한편, 다음 [그림 Ⅶ-5]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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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Ⅶ-6] part3의 사후검사에서의 상황적 전략 사용 예시(S8 학생)

이 재귀적 전략과 상황적 전략을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도 발견할 수 있

었다. 7단계의 쌓기나무 개수를 구하기 위해 6단계까지의 쌓기나무 개수

에 7단계의 그노몬에 해당하는 을 더한 것은 재귀적 전략이지만 6단계

까지의 쌓기나무 개수를 이라고 표현한 것은 상황적 전략이 사용되었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학생이 7단계 쌓기나무 개수를 구하기 위한

기본 전략은 재귀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재귀적 전략으로 분류하

였다.

[그림 Ⅶ-5] 재귀적 전략과 상황적 전략을 동시에 사용한 예

S8 학생은 4번 문항의 사전검사에서는 무응답이었으나 사후검사에서

는 [그림 Ⅶ-6]과 같이 상황적 전략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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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 전략

영재(N=20) 일반(N=13)

2번 문항 4번 문항 2번 문항 4번 문항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그리거나 세기 전략 3 - (1) - 3 (1) - -

재귀적 전략 2 12 2 9 - 8 - 6

전체-부분 전략 - - (1) - - - (1) -

추측 전략 (2) - (1) - (1) - - 1

상황적 전략 8 5(3) 7 4(3) 3 1 1 3

무응답 5 2 8 4 6 3 11 3

<표 Ⅶ-4> 쌓기나무 패턴의 일반화 전략 사전-사후검사 비교(part4)

part4는 사전검사에서 네 파트 중 가장 오답과 무응답자수가 많았다.

사후검사에서는 영재와 일반 학생 모두 무응답자가 현저히 준 것을 확인

할 수 있고 오답자수도 비교적 많이 줄었다. 그러나 오히려 영재 학생

중에는 사후검사에서 상황적 전략을 사용한 경우 오답을 한 학생들이 있

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사전검사에서 무응답이었으나 자바말 마이크로월

드 환경에서의 패턴 활동에 따라 알게 된 쌓기나무 패턴의 규칙을 일반

화 전략으로 잘 사용하지 못해 오답을 한 것이다. 한편, 영재학생의 경우

사전검사에서는 2번과 4번 문항 모두 상황적 전략을 많이 사용한 반면,

사후검사에서는 재귀적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때, 사전 검사에서 사

용한 상황적 전략은 [그림 Ⅶ-7]의 <예시 1>과 같이 주어진 쌓기나무

그림을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분해하여 한 쪽을 세서 두 배를 하

고 가운데 쌓기나무를 더하는 경우거나 [그림 Ⅶ-7]의 <예시 2>와 같이

각 층으로 분해하여 쌓기나무 개수를 세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반면,

사후 검사에서 사용한 상황적 전략은 자바말 마이크로월드 환경에서 관

찰한 사실을 바탕으로 주어진 쌓기나무 그림을 에워싸는 직사각형을 고

려하여 계산하는 방법이었다. 사전과 사후검사에서 주어진 쌓기나무 패

턴에서 규칙을 찾아 개수를 셌다는 점에서 모두 상황적 전략을 사용한

것이지만 쌓기나무의 개수를 효과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유용한 상황적

전략은 사후검사에서 드러난 전략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part4의 쌓기

나무 패턴에서 의도한 유용한 상황적 전략의 사용 측면에서 볼 때,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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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사후

[그림 Ⅶ-8] part4의 2번 문항 사전-사후검사 비교(G4 학생)

검사와 사후검사에서 나타난 상황적 전략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예시 1>

<예시 2>

[그림 Ⅶ-7] part4의 사전검사에서의 상황적 전략 사용 예시

다음은 G4 학생의 2번 문항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비교하여 제시

한 것이다.

사전검사에서는 7단계 쌓기나무 그림을 머릿속으로 대략 상상하여 추

측전략을 사용해 오답을 하였으나 사후검사에서는 재귀적 전략과 상황적

전략을 써서 두 가지 방법으로 올바르게 답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S8 학생과 G7 학생은 4번 문항의 사전검사에서는 무응답이었으

나 사후검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유용한 상황적 전략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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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8 학생의 사후검사 답안 G7 학생의 사후검사 답안

[그림 Ⅶ-9] part4의 4번 문항 답안 예시

1.2 각 파트별 3번 문항 사전-사후 비교 분석

재귀적 전략을 살펴보기 위한 3번 문항에 대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귀적 전략 유형
정보(N=20) 장평(N=13)

사전 사후 사전 사후

p1 15 16 7 12

p2 3 3 1 5

p3-1 1 6 - 4

p3-2 3 3 1 -

p4-1 1 6 - 3

p4-2 2 2 - -

p4-3 1 1 - -

<표 Ⅶ-5> 쌓기나무 패턴의 재귀적 전략 유형 사전-사후검사 비교

<표 Ⅶ-5>를 보면, 수치적으로 자바말 마이크로월드 환경에서의 패턴

활동 후 재귀적 전략이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영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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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Ⅶ-10] part2의 3번 문항 사전-사후검사 비교(S7 학생)

생은 part4에서 재귀적 전략이 크게 늘었으며 일반 학생은 전 파트에서

재귀적 전략에 대한 사용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part3와

part4에서는 일반 학생에 비해 영재 학생이 더 다양한 재귀적 전략을 사

용하였다. 반면, part2에서는 오히려 영재 학생에 비해 일반 학생이 재귀

적 전략을 더 잘 사용하였다. 이것은 영재 학생이 여전히 3번 문항을 이

해하지 못한 채 기존의 상황적 전략을 사용하여 곧바로 ×로 답을 하

여 오답을 한 반면, 일반 학생들은 그노몬을 통해 이전 항에서 그노몬이

얼마나 더해져 다음 항이 나왔는지를 서술하는 재귀적 전략 사용이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그림 Ⅶ-10]은 S7 학생의 part2의 3번 문항에 대한 사후검사 답

안이다. S7 학생은 사전검사에서 이 문항에 ×  이라고 답하였

으나 사후검사에서는 21단계의 그노몬을 고려하여 답하였다. 즉, 이전 단

계인 20단계의 주어진 쌓기나무 개수에 21단계의 그노몬의 개수 

을 더하여 다음 단계인 21의 쌓기나무 개수를 계산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다음 [그림 Ⅶ-11]은 G1 학생의 part4의 3번 문항에 대한 사후검사 답

안이다. G1 학생은 사전검사에서 이 문항에 대하여 주어진 조건의 20단

계에 대한 고려 없이 21단계를 상상하여 그 개수를 답하였으나 사후검사

에서는 주어진 20단계에 21단계의 그노몬을 고려하여 답한 것을 알 수



- 127 -

⇩

[그림 Ⅶ-11] part4의 3번 문항 사전-사후검사 비교(G1 학생)

있다. 즉, 이전 단계인 20단계의 주어진 쌓기나무 개수에 21단계의 그노

몬의 개수인  을 더하여 다음 단계인 21의 쌓기나무 개수를 계산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다음은 S1 학생의 3번 문항에 대한 사후검사지를 가지고 인터뷰

를 실시한 내용이다. 참고로 S1 학생은 사전검사에서는 3번 문항에 응답

하지 못했다.

교사: S1아. part3에서 50단계 쌓기나무 개수에 
이라고 적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S1: 는...

교사: 여기서 는 무슨 뜻이예요?

S1: 음... 는 50단계 일거예요

교사: 50단계요?

S1: 아뇨. 49단계요.

교사: 그럼 거기다 
을 더했는데요. 왜 

을 더했나요? 이게 뭐죠?

S1: 음... 
라 함은요.. 그노몬이 나와요.

교사: 이게 그노몬이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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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 네.

교사: 그럼 (  을 가르키며) 이것은 49단계에다가 50단계 그노몬을 더했다

는 건가요?

S1: 네 맞아요.

교사: (단계 표현을 가르키며) 그럼 n번째 단계도 그런 의미를 쓴 거예요?

영준: 네.

S1 학생은 정확하게 3번 문항에 대한 답을 하지는 못했으나 지속적으

로 그노몬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며 그노몬을 통해 이전 항에서 다음

항을 찾는 재귀적 전략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스스로 설명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일반화 전략 측면에서 마이크로월드 기반 쌓

기나무 패턴 활동의 교수 설계를 적용한 후 영재와 일반 학생 사이의 차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영재 학생은 주로 전략의 다양

화가 이루어진 반면, 일반 학생은 주로 전략의 변화를 시도하려는 면이

두드러졌다. 예를 들어 사전검사에서 그리거나 세기 하나의 전략을 사용

한 영재 학생들은 사후검사에서 그리거나 세가 전략과 상황적 전략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답하였다. 반면, 일반 학생은 사

전 검사에서 그리거나 세기 전략을 사용하였으나 사후검사에서 상황적

전략으로 바꾸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재귀적 전략을 보기 위한 3번 문

항에 대해서는 영재와 일반 학생의 상당 부분이 설계 적용에서 주어진

그노몬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일부

영재 학생은 여전히 사전 검사와 마찬가지로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

하고 상황적 전략으로 답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마이크

로월드 기반 패턴 활동 이후에 재귀적 전략 사용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디지털 공학으로서 쌓기나무 패턴 활동을 위한 설계에서 제공

된 자바말 마이크로월드 환경은 Duval(1995)이 언급한 지각적 이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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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이해나 추론적 이해로의 이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일

반화 전략을 변화시키고 다양화 하였으며, 학습자가 스스로 적합한 일반

화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에 따른 패턴의 일반

화를 시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디지털 공학으로서 자바말 마이크로

월드 환경은 쌓기나무 패턴의 일반화 과정에서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패

턴 자체에 대한 이해와 이에 따른 일반화 전략의 사고를 촉진할 뿐만 아

니라 테크놀로지를 통한 예상치 못한 새로운 관점을 학습자가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할 수 있다.

2. 일반화 수준 측면

2.1 일반화 수준 사전-사후 비교 분석

영재와 일반 학생에 대한 각각의 쌓기나무 패턴의 일반화 수준에 대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재

(N=20)

part1 part2 part3 part4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오답 0 0 0 0 1 0 6 1

귀납 0 0 0 0 2 0 3 0

산술적 0 0 0 0 1 0 4 4

사실적 1 0 0 0 2 0 1 1

상황적 0 0 0 0 1 1 0 0

상징적 19 20 20 20 13 19 6 14

<표 Ⅶ-6> 쌓기나무 패턴의 일반화 수준 사전-사후검사 비교(영재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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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N=13)

part1 part2 part3 part4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오답 0 0 0 0 4 0 6 3

귀납 0 0 0 0 2 1 2 1

산술적 3 1 1 1 5 0 6 1

사실적 2 2 1 0 1 2 0 1

상황적 2 1 2 0 1 1 0 0

상징적 8 9 10 12 2 9 1 7

<표 Ⅶ-7> 쌓기나무 패턴의 일반화 수준 사전-사후검사 비교(일반 학생)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비교할 때, 특히 part3와 part4에서 일반화의

수준 상승의 가능성을 보였다. 교수 설계 적용과 사후검사가 동시에 진

행되었으므로 이는 자바말 마이크로월드 환경에 의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part3와 part4에서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상징적

일반화 수준까지 도달한 학생이 크게 증가한 것은 대부분은 사실적 일반

화나 상황적 일반화 수준에서 상징적 일반화 수준으로 상승한 것이 아니

라 산술적 일반화 이하에 머물러 있던 학생들이 상징적 일반화 수준까지

상승한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가

문자에 대한 이해도가 돕고 문자를 적절히 사용하여 일반화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쌓기나무 패턴의 규칙을

찾기만 하면 대부분 쉽게 기호적인 일반화 표현인 상징적 일반화 수준까

지 도달할 수 있는 학생들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교수 설계를 통해 산술적 일반화 수준의 학생들이 상징적 일반화 수준으

로의 수준 상승 가능성을 볼 수는 있었으나 사실적 일반화나 상황적 일

반화에서 상징적 일반화로 수준 상승 가능성 보기 어려웠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각 파트별로 그 결과를 분석해 보면, 영재 학생은 part1과 part2에서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사전검사에서 이미 상징적 일반화 수준까지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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렀으므로 교수 설계 적용에 의해 수준이 상승하였다고 볼 수 없었다. 즉,

part1, 2는 영재 학생에게는 일반화 수준 측면에 있어서 교수 설계에 의

한 영향은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 일반 학생은 몇몇 학생들이 산술적

일반화에서 사실적 일반화로 또는 사실적 일반화에서 상징적 일반화 수

준으로의 상승이 나타났으며 대부분은 영재와 마찬가지로 사전검사에서

부터 상징적 일반화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part3 에서는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영재 학생이 사후검사에서 상징적 일반화 수준까지 이

르렀다. 일반 학생 또한 오답자도 없고 4명을 제외한 모든 학생이 상징

적 일반화 수준에 이르렀으며 대부분이 패턴의 규칙성을 찾아낸 사실적

일반화 수준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다. part4에서는 일반화의 수준 상승

에 있어서 네 파트 중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 특히 영재와 일반 학생

모두 오답의 횟수가 현저하게 줄었으며, (단순한) 귀납법이나 산술적 일

반화 수준에 있던 대부분의 학생이 상징적 일반화 수준으로의 상승이 있

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 검사에서 사실적 일반화 수준에

있던 학생들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대개 패턴의 규칙을 발견하면

바로 상징적 일반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마이크로월드 기반 쌓기나무 패턴 활동을 통한 영재와 일반 학생들의

일반화 수준 측면에 있어서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전검사에서 영재와 일반 학생이 part4에서 5단계 쌓기나무 그

림을 그릴 때 나타는 공통된 오류가 사후검사에서 많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오답에서 (단순한) 귀납법으로의 수준 상승과 관련한 것

으로 연구참여자가 그노몬에 대한 조작활동을 토대로 그 변화에 주목하

고 다음 단계를 올바르게 예측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Ⅶ-12]

는 G16의 part4의 1번 문항에 대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비교하여 제

시한 것이다. 사전검사에서 정확하게 그 그림을 판단하지 못하여 엑스

표시를 하였으나 사후에는 그노몬을 통해 그 개수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각 칸에 숫자를 적어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학생은 2번 문항에 대해 답하지 못함으로써 산술적 일반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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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입에는 실패하였다.

사전 사후

[그림 Ⅶ-12] 오답에서 귀납으로의 수준 상승(G16 학생)

둘째, 쌓기나무 개수를 구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사전검사에서는 단

순히 반복적인 합을 사용하는 것에서 사후검사에서는 조작활동을 통해

획득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패턴의 규칙을 찾는 양식이 증가하였다. 다시

말해 일반화 전략 측면에서 그리거나 세기 전략으로부터 상황적 전략으

로의 변화를 보인 것이다. 이는 교수 설계에서 주어진 기본 조작을 통한

탐구활동이 연구참여자가 쌓기나무 패턴의 규칙을 찾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일반화하기 위한 전략을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산술적 일반

화 수준에서 사실적 일반화 수준으로의 이행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일반화 전략은 일반화 수준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거나 세기 전략은 산술적 일반화 수준과 관

련되어 있으며 상황적 전략은 패턴의 규칙을 찾을 수 있는 사실적 일반

화 수준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일부 학생은 오

히려 주어진 환경에서의 탐구활동을 통해 기존 수준에서의 퇴행을 보이

기도 했다. 일반 학생 중 일부는 마이크로월드 기반 쌓기나무 패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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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Ⅶ-13] 사실적 일반화 수준의 사전-사후검사 비교(G1 학생)

에서 제공된 상황적 전략을 잘못 사용하여 오히려 옳지 못한 표현을 함

으로써 사실적 일반화 수준에서 산술적 일반화 수준 이하로 내려가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일부 학생에겐 자바말 마이크로월드 환경

이 학습에 대한 인지적인 부담을 주고 갈등을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

다.

셋째, 마이크로월드 기반 쌓기나무 패턴 활동은 학습자의 사실적 일반

화 수준을 더욱 견고히 하고 다음 수준으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발

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자신이 발견한 패턴의 규칙을 자바말 마이

크로월드 환경에서 탐구하는 활동을 통해 확인하고 정당화함으로써 자신

의 생각을 명확히 하고 문제를 더욱 정확하게 푸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자바말 마이크로월드 환경에서의 탐구활동을 바탕으로 자신

의 언어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음은 G1 학생의 part4의 2번 문항에서 사전검사에서 사후검사로의 변화

를 제시한 것이다.

G1 학생은 사전검사에서 자신이 발견한 규칙으로서 상황적 전략을 사

후검사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동시에 자바말 마이크로월드 환경에서의 탐

구활동에서 발견한 사실을 기존의 얻어낸 사실과 연결하여 자신의 규칙

을 더 견고히 하고 정당화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그노몬을 중재로 한 언어적 표현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상황적

일반화 수준으로의 상승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학생과 영재학

생은 그노몬을 통하여 자신이 발견한 규칙을 설명하고 서술하는 것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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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그노몬을 매개로 하여 상징적인 기호 표현을

하기 전 수준인 상황적 일반화의 수준에 도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노

몬이라는 매개 개념이 없을 때는 ‘단계수’라는 표현을 쓰거나 그 모양을

통하여 다소 모호하게 표현하거나 잘못된 표현을 하였으나, 사후검사에

서는 그노몬을 통하여 올바르고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노몬이 사실적 일반화와 상징적 일반화의 수준을 중재하는 하나의

중요한 중재 도구로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그노몬은 Radford(2000)가 말한 대상화의 기호적 수단이 될 수 있으며

‘narrative’한 관점에서 해석될 수 도 있다. 다음은 part2에서 S7 학생이

쌓기나무의 규칙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비교한

것이다. 사전검사에서는 다소 모호한 표현을 하였지만 사후검사에서 그

노몬의 용어를 사용하여 정확히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사전 사후

[그림 Ⅶ-14] 상황적 일반화 수준의 사전-사후검사 비교(S7 학생)

다섯째, 단계의 일반화된 식으로서 기호적 표현이 다양해지고 사전

검사에서 잘못된 표현이 사후 검사에서 개선되었다. 이는 상징적 일반화

수준과 관련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탐구 활동 중 네모 안에 숫자를 입력

하고 실행을 눌러 그 단계의 쌓기나무 그림을 확인함으로써 네모 대신

이라는 문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일반화의 개념을 연구참여자가 체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는 문자 을 유연하

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수반될 때 가능한 것으로 일반 학생 중 일부

는 사후에도 큰 변화를 보이지 못했다. 다음은 상징적 일반화 수준의 기

호 표현과 관련하여 S11 학생의 사후검사지 part1의 6번 문항을 가지고

인터뷰 한 내용 중 일부이다.



- 135 -

교사: (part1의 5번 문항을 가르키며) 단계 쌓기나무 개수도 이런 식으로 50단

계처럼 표현해 볼래요?

S11: (          이라고 적는다.)

교사:  단계인데요?

S11: 아 단계...(잠시 머뭇거린 후 다시      이라고 적는다)

교사: 50단계는 1더하기 2더하기 3더하기해서 50까지 갔죠?

S11: 네.

교사: 그러면 단계는 까지 가야하잖아요? 그런데 이 표현은 만 계속 더하

는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다시 한번 표현해 볼래요?

S11: (잠시 머뭇거린 후       이라고 적는다)

(중략)

교사: 이 이 뭐였지요?  단계 라는건... 이 이 1일수도 있고, 2일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는거잖아요?

S11: 네.

교사: 그럼 S11이 표현한 여기에 이 50이라고 하면 51+52+53... 이렇게 되는데

아까 S11이 표현한 50단계와 다른 결과가 나오잖아요.

S11: 아 네. 그렇네요.

교사: 단계라는 번째까지 잖아요. 번째까지. 50단계라는 것은 50번째까지의

합이라고 해서 1부터 50까지의 합으로 나타냈었어요. 그런데 이 이라는건 (조

금 전 탐구활동에서) 이 □ 에 해당하는 거잖아.

S11: 네.

교사: 따라서 이 에 1이 들어가면 1단계가 되어야 하고, 2가 들어가면 2단계,

50이 들어가면 50단계가 되어야 해요. 그럼 아까 S11이 제일 처음에 쓴 표현

    을 보면 여기에 에 50을 대입하면 50+50+50... 되는데...이건 S11

이 50단계에서 쓴 1+2+3...50과 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S11: 아. 네. 그럼 이거 인가요? (     이라고 적는다.)

교사: 여기다 을 써야 해요? (S11이 50단계에 쓴 것을 가르키며) 여기다  썼

어요?

S11: 아니요.

교사: 그럼 제일 처음을 다시 보자. 5단계 할 때는 (S11이 쓴 걸 가르키며)

1,2,3,4,5.였고, 8단계 할 때는 1,2,3,4...8이고, 50단계 할 때도 1,2,3,4 해서 50까지

간 거죠? 5단계는 5까지 갔고 8단계는 8까지, 50단계는 50까지 갔지요? 그럼 

단계는 어떻게 되요? 1부터 더하는데 어디까지 더하면 되는 건가요?

S11: 50이요. 아니 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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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좋아요. 그럼 그걸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S11: (             이라고 적는다)

교사: 그렇지요. 이해됐어요?

S11: 아～ 네네.

S11학생은 사전검사에서 part1의 쌓기나무 개수에서 50단계는 1부터

50까지의 합인 …으로 옳게 표현했지만 단계에서는

…으로 잘못 표현하였다. 또한 사후검사에서도 동일한 반응을

보였는데 이에 대해 연구자는 학생에게 위와 같은 질문을 통해 학생이

한 탐구활동을 다시 상기시키며 단계가 갖는 의미를 설명하였다. 학생

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옳은 답을 할 수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 →       …→  …→    … 

한편, 이 학생은 part1에서 어렵게 단계 표현에 성공한 후 part2부터

part4까지는 사전 검사에서 단계에 대한 잘못된 표현을 아주 쉽게 올바

르게 고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섯째, 상황적 일반화 수준과 관련된 5번 문항을 건너뛰고 상징적 일

반화 수준과 관련된 6번 문항에 바로 답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연구

참여자가 모두 중학교 2, 3학년이기 때문에 문자의 어느 정도 익숙하고

이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느꼈던 것으로 볼 수 있으

며 마이크로월드 기반 쌓기나무 패턴 활동 설계에도 자신의 언어로 표현

할 수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아서 5번 문항에 대해 답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5번 문항에 답한 연구

참여자들도 대부분 순수한 자신의 언어로 표현 하였다기보다는 이미 

으로 기호화된 표현을 다시 서술하거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반복 진술하

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이처럼 5번 문항을 무시하고 바로 6번 문항에

답하는 경향은 일반 학생 보다 영재 학생들 사이에서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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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각 파트별 6번 문항 사전-사후 비교 분석

6번 문항은 상징적 일반화 수준과 관련된 것으로 단계로서의 기호

표현을 보기 위해 별도로 분석하였다. 먼저 영재와 일반 학생들에게 몇

가지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일반 학생 중에는 잘못된 기호를

사용한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S5는 사전검사에서 …의 의

미로서  이라는 기호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사후검사에서는  기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S11은 ×  (part2

의 6번 문항 답 예시)과 같이 잘못된 등호 표현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도 하였다. 한편, 많은 학생들 사이에서    …(part4의
6번 문항 답 예시)와 같이 미완성된 표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완성된

표현은 영재 학생에 비해 일반 학생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다. 각 파트

별로 단계 기호표현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계 표현
영재(N=20) 일반(N=13)

사전 사후 사전 사후

     …  8 17 1 -


  

꼴32) 13 18 6 6

 


  
1 1 1 4

 ×      …   1 1 - -

<표 Ⅶ-8> 쌓기나무 패턴의 기호적 표현(part1)




꼴은 part1에서 영재와 일반 학생들 모두 가장 우세한 표현법

이었는데 영재 학생은 13명에서 18명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일반학생은

32) 
  

꼴은
  

, 


 
,  ÷  등을 모두 포괄한 것으로 

으로 일반화화는 공통된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모두 한가지로 처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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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과 사후 검사에 변화는 없었다. 이는 영재 학생은 마이크로월드 기

반 쌓기나무 패턴 활동을 통해 일반화 전략의 다양화를 시도하여 이를

으로도 다양하게 표현하려는 경향이 큰 반면, 일반 학생들은 자신의 일

반화 전략을 계속 고수하거나 일반화 전략을 바꾸어 한가지로만 표현하

는 경향이 높은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표현일지

라도 사전검사에서는 처음과 끝항을 차례로 짝을 지어 더하는 방법을 바

탕으로 식을 유도해 낸 반면, 사후검사에서는 두 개의 단계 삼각수 쌓

기나무 그림을 합쳐 정삭가형의 가로와 세로를 고려하고 이를 2로 나누

는 과정을 통해 식을 유도해 냈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전검사에서 사용한 방법은 엄밀히 말하면 이 짝수와 홀수일 때

가 다르게 적용되어 짝수와 홀수 일 때를 따로 나누어 식을 유도해야 하

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짝수인 경우, 즉 둘씩 짝이 지어지는 경우

만을 생각하여 식을 유도했다. 그러나 사후검사에서 두 개의 단계 삼각

수 쌓기나무 그림을 합치는 것은 짝수와 홀수로 나눌 필요가 없는 방법

이기 때문에 식을 유도하는데 오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림 Ⅶ-15] part1의 단계 표현 사전검사 답안(G5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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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학생은 [그림 Ⅶ-15]처럼 사전검사에서 이 짝수인 경우에

대해서만 고려하여 식을 유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사후검사

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자바말 마이크로월드 동적환경에서의 조작활동을

통해 알아낸 사실로 간단하게 식을 표현하였다.

또한, 짝수와 홀수를 나누어 일반화를 한 경우에도 [그림 Ⅶ-16] 올바

르게 정당화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G3 학생은 사전검사에서 짝

수의 경우는 잘 일반화 하였으나, 홀수의 경우 통계에서 중앙값의 개념

을 이용하여 정당화하려고 했으며 이때, 중앙값은



이나 잘못 생각

하여



로 판단하여 짝수인 경우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사후검사에서



꼴의 단일화된 표현을 하였다.

사전 사후

[그림 Ⅶ-16] part1의 단계 표현 사전-사후 검사 비교(G3 학생)

실제로 사전검사에서 을 짝수와 홀수로 나누어 엄밀하게 올바른 정

당화를 한 경우는 [그림 Ⅶ-17]같이 G7 학생 단 한명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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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Ⅶ-17] part1의 단계의 사전검사 답안(G7 학생)

한편, 


 
, × …  표현은 동적환경으로 제

시한 5단계의 쌓기나무 2개를 포개는 과정을 학습자가 변형하여 5단계의

쌓기나무와 4단계의 쌓기나무을 합하여 정사각형을 만들고 여기서 4단계

의 쌓기나무의 개수를 빼는 것으로 이를 일반화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계 표현
영재(N=20) 일반(N=13)

사전 사후 사전 사후

     …  꼴33) 1 8 - 3

 (또는  × ) 20 18 10 10

 ×  ×



- 2 - 1

<표 Ⅶ-9> 쌓기나무 패턴의 기호적 표현(part2)

part2에서 영재 학생의 경우 의 형태가 사전검사에 비해 오히려 사

33)      …  꼴은      …   ,

     …     ,      …    등을 모두 같은 유형으로 처리

하여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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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검사에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의 형태를 모른다기보

다는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에 집중하여 기존의 방법을 표현하는 것

을 생략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꼴로 표현한 학

생은 영재와 일반 학생 모두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 중 일부 학생은

을 결정하지 못하여 뒷부분을 ‘…’로 처리하였다. 또한, 사후검사에

서 영재와 일반 학생들 중에 마지막 항을 대신 로 표현한

학생이 많았는데 이것은 단계의 쌓기나무 개수를 결정하기 위해 그노

몬을 고려하여 가로와 세로의 개수를 과 로 예측한 후 이 둘을 더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S14, S5 학생과의 인터뷰

내용의 일부이다.

<S14 학생 인터뷰 일부>

교사: 그럼 50단계는 마지막이 뭐가 될까요?

S14: 50더하기 49이요.

교사: 식으로 표현해 보세요.

S14: (처음 쓴 식의 끝에 99라고 적는다.)

교사: 99가 어떻게 나온거지요?

S14: (오른쪽 그림을 그리면서 50+49라고 적고 설명한다.)

교사: 좋아요. 그럼 단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표현해 볼래요?

S14: (처음 쓴 식의 끝에    이라고 적는다.)

<S5 학생 인터뷰 일부>

교사: 그럼 마지막이 뭐가 될지는 알겠어요?

S5: 글쎄요.

교사: 우리가 배운 그노몬을 생각해 볼래요?

S5: 아! 100?, 99? 잠시만요... 99이요. (잠시후 1+3+5+7...+97+99 라고 적는다)

교사: 왜 99인가요?

S5: (5단계 그림을 가르키며) 여기서 그노몬을 보면 ㄱ자 모양으로 가로 5개 세

로 5개인데 하나가 겹치니까 1을 빼서 9개이잖아요. 그러니까 50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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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0-1해서 99가 될 것 같아요.

교사: 그렇구나. 그럼 단계도 표현할 수 있겠어요?

S5: 음.. (자신이 적어놓은 개까지의 연속된 홀수의 합 밑에 등호 표시를 하고

          라고 적는다.)

교사: 왜 마지막이  인가요?

S5: 8단계에서 1+3+5+7+9+11+13+15에서요. 각각 에 1부터 차례로   에 대

입해 보면 1, 3, 5...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라고 했어요.

교사: 그래 알겠어요.

한편, ××



는 홀수의 합을 변형하여 나타낸 형태로서 part1에서

소수의 학생들이 …을



로 표현할 때 동적환경에서

사용했던 아이디어를 part2에서도 쓴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마이크로월드

기반 동적환경이 학습자로 하여금 에 대한 새로운 표현을 이끌어내고

그들의 동치관계를 파악하는 계기를 마련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점은 처음 설계에서는 의도하지 않았으나 설계를 적용함으로써 학습

자들에 의해 새로운 전략이 생성되고 이를 통한 일반화가 가능하게 된

경우이다. 이는 마이크로월드 환경이 쌓기나무 패턴 활동 자체를 돕는

기능을 넘어 그 환경을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응용하여 그 속에

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다른 내용에 적용하는 학습 공간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단계 표현
영재(N=20) 일반(N=13)

사전 사후 사전 사후

     …  - 12 - 5

     …  5 4 - 2


  



8 9 2 5

<표 Ⅶ-10> 쌓기나무 패턴의 기호적 표현(part3)

part3의 사전검사에서는    … 표현이 영재와 일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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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없었으나, 사후검사에서 영재는 12명, 일반은 5명으로 현저히 증가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사전검사에서 단순히 쌓기나무 패턴 과제

만을 보고는 알아내기 어려웠던 사실에 대하여 그노몬의 개념을 학습하

고 그 개수에 주목하여 주어진 쌓기나무 그림을 분해함으로써 각각이 세

제곱과 같음을 발견하여 얻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그노몬을 통

해 쌓기나무 패턴의 규칙성을 찾는 것은 일반화의 전략 중 재귀적 전략

과 관련되어 있다.

한편, … 와


 


표현에 있어서는 영재 학생에

비해 일반 학생에게서 두드러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 표현은 일반

화 전략 중 상황적 전략과 관련된 것으로 part1의 쌓기나무 패턴과 연계

되어 있다. 즉, …을 

 


으로 고쳐서 쓴 학생들은

part1에서 얻는 표현을 part3에서도 적용하여 더 유용한 단계 표현법을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계 표현
영재(N=20) 일반(N=13)

사전 사후 사전 사후

     …  3 9 - 7

 ×   ×  …  ×   ×  1 - - -

    …    …   
    …    

1 - - -

×    …     1 1 1 -


         

1 - - -



    
    …   - 1 - 1




  
×   

- 2 - -


    

- - - 1

<표 Ⅶ-11> 쌓기나무 패턴의 기호적 표현(par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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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4는 다른 파트와 달리 매우 다양한 표현이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part4가 다른 파트에 비해 열린 문항의 형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전 검사에서 나온 표현들은 대

부분은 으로 일반화한 표현이나 실제로 큰 단계의 쌓기나무 개수를 구

할 때 유용하지 못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하적으로는 그

구조를 정확하게 판단한 표현이다. 반면 사후검사에서 나온 의 표현 중

[그림 Ⅶ-18] 와 같이





×

는 큰 단계의 쌓기나무 개수를

구할 때 가장 유용한 표현일 뿐만 아니라 주어진 동적환경 안에서 기하

적으로 그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으로 일반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G18 학생의 6번 문항 답안 G7 학생의 6번 문항 답안

[그림 Ⅶ-18] part4의 단계 사후검사 답안 예시

또한, 이 표현은



와 동치변형인 관계로서 충분히 식의

변형을 통해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실제로 [그림 Ⅶ-19] 와 같이 이 표현

을 한 학생도 있었다. 한편,    … 표현에 대해 영재는 3명

에서 9명으로, 일반은 사전검사에서 없었으나 사후검사에서 7명으로 크

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그노몬의 개수에 집중하여 쌓기나무

개수를 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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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Ⅶ-19] part4의 단계 사후검사 답안(S5 학생)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일반화 수준 측면에서 마이크로월드 기반 쌓

기나무 패턴 활동의 교수 설계를 적용한 후 영재와 일반 학생 사이에 다

음과 같은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많은 영재와 일반 학생들에게

사실적 일반화 수준에서 상징적 일반화 수준으로의 상승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일부 학생에게 오답에서 귀납으로의, 귀납에서 산술

적 일반화 수준으로의, 산술적 일반화 수준에서 사실적 일반화 수준으로

의 수준 상승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디지털 공학으로서 쌓기나무 패턴

활동을 위한 설계에서 제공된 자바말 마이크로월드 환경은 학습자의 쌓

기나무 패턴의 일반화의 수준을 상승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설계에서는 사실적 일반화 또는 상황

적 일반화에서 상징적 일반화 수준으로의 상승 가능성은 확인하기 어려

웠다.

또한, 수준 자체의 측면에 있어서 사후 검사에서도 각 파트별로 영재

가 일반 학생에 비해 더 높은 수준에 분포되어 있었지만, 사전 검사에

비해 사후에 더 큰 변화를 보인 것은 일반 학생이었다. 구체적인 설계

내용에 있어서 근 일반화를 위한 패턴 탐구는 일반 학생에게 더 큰 영향

을 미쳤으며, 원 일반화를 위한 패턴 탐구는 영재 학생에게 더 큰 영향

을 미쳤다. 근 일반화를 위한 패턴 탐구는 그노몬의 개념 및 재귀적 전

략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영재에 비해 일반 학생에게서 더 큰 변화

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일반 학생 대다수가 마이크로월드 기반 쌓기

나무 패턴 활동에서 그노몬의 개념을 중재하여 쌓기나무 패턴을 서술하

고 설명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는 그노몬이 상황적 일반화 수

준 전후에 놓여있는 학습자에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 146 -

원 일반화는 상황적 전략과 관련된 것으로 영재 학생에게 더 큰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대개 산술적 일반화와 사실적 일반화 수준에 놓

인 학생에게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기호적 표현을 위

한 패턴 탐구는 일반 학생 일부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대부분은 예전부

터 단계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어서 이 활동이 확인 차원의 탐구였

으며, 일반 학생 중 일부에게 단계를 이해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을 인

터뷰 및 관찰 결과를 토대로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호적

표현에 있어서, 마이크로월드 기반 패턴 활동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표현

을 이끌어 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영재 학생들은 사후검사에서 주어진

쌓기나무 패턴의 일반화를 위한 유용하고 다양한 표현을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147 -

Ⅷ. 요약 및 결론

1. 요약

패턴은 수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있는 중요한 소재이면서 그 자체가 수

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패턴의 일반화에 관한 연구는 대수 도입의

중요한 경로로서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 되어 지금까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Stacey, 1989; Duval, 1995;

Radford, 2000; Friedlander, 2001; Lannin, 2005; Samson, 2008; Rivera,

2008). 이러한 대부분의 연구는 다양한 패턴에 대하여 그것을 일반화 하

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겪는 다양한 측면을 현상적인 면에서 분석하고

제시하거나 이를 심리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고 인식론적이고 기호론적 입

장에서 이론화 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적극적

으로 학습자의 패턴의 일반화 과정에서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

에 적합한 마이크로월드 환경을 제시하고 그 환경에서 학습자의 사고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패턴 활동을 설계하였다. 특히 이전까지 거의 연

구되지 않았던 시각적 패턴의 하나인 쌓기나무 패턴에 주목하여 그 중요

성을 인식하고 이 쌓기나무 패턴 활동 탐구를 위한 최적의 환경으로서

자바말 마이크로월드를 제공하였으며 거북 쌓기나무 프로그램을 통한 구

체적인 설계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대수 도입의 중요한 경로로 주목받고 있는 패

턴의 일반화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이를 시각적 패턴의 하나

인 쌓기나무 패턴의 일반화에 대하여 쌓기나무 패턴 과제를 개발하였으

며, 이를 마이크로월드 기반 쌓기나무 패턴 활동 설계를 통하여 일반과

영재학생들에게 적용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tacey(1989)의 일반화 단계에 근거하여 쌓기나무 패턴 과제를 개발하

고, Lannin(2005)의 일반화 전략과 Radford(2000)의 일반화 수준에 근거

하여 쌓기나무 패턴의 일반화 과정에 있어서 영재와 일반학생들의 일반

화 전략과 수준을 분석하였다. 또한, 자바말 마이크로월드 기반 거북 쌓

기나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쌓기나무 패턴 활동을 위한 설계를 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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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용하여 영재와 일반학생들의 쌓기나무 패턴 일반화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1. 쌓기나무 패턴의 일반화는 교육과정에서 어떤 단원과 연

계될 수 있으며 그 교육적 의미는 무엇인가?

연구 문제2. 영재와 일반 학생들의 쌓기나무 패턴의 일반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화의 전략과 수준은 어떠하면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3. 마이크로월드기반 쌓기나무 패턴 활동을 통해 영재와 일

반 학생들의 쌓기나무 패턴의 일반화 과정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각 연구문에 대한 자료 분석 및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쌓기나무를 포함한 패턴의 일반화의 중요성을 고찰하기 위한 연구문제

1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및 외국의 교육과정 및 그에 따른 교과서에 나타

난 패턴의 일반화에 대한 내용을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

다. 먼저 쌓기나무 패턴의 일반화와 연계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교육과정

을 검토함으로써 쌓기나무 패턴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2007개정

교육과정 및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볼 때, 패턴의 일반화에 대하여 초

등학교에서는 주로 ‘함수와 규칙성’ 영역에서 시각적 패턴을 위주로 그

규칙성 정도만을 찾는 활동을 위주로 하고 있었으며, 중학교에서는 직접

적으로 패턴의 일반화와 연계된 내용은 없었다. 다만, 교과서에서 ‘문자

와 식’ 영역의 마무리 활동이나 심화 활동으로서 몇 개의 시각적 패턴을

다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고등학교에서는 수학Ⅰ의 ‘수

열’ 영역에서 수 패턴만을 다루고 있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교육과정

에서는 패턴의 일반화가 초, 중, 고등학교를 거쳐 자연스럽에 연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중학교에서는 단절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영국,

미국, 호주 등의 외국의 교육과정에서는 직접적으로 패턴의 일반화를 명

시하고 학습하도록 제시하였으며 이 기준에 따라 MIC 등의 교과서에서

는 시각적 패턴의 일반화에 관한 다양한 소재를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만에서는 수열 단원에서 수 패턴만을 다루지 않고 시

각적 패턴도 제시하여 수열의 의미를 확장하여 다루고 있다는 특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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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한편, 쌓기나무 패턴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의 ‘함수와

규칙성’, ‘도형’ 영역, 중학교의 ‘문자와 식’, ‘함수’ 영역, 고등학교의 ‘수

열’, ‘수열의 극한’ 영역 등 다양한 단원과의 유기적인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단원의 도입이나 심화학습 등으로 지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쌓기나무 패턴의 일반화 과정에서 영재와 일반 학

생의 일반화 전략과 수준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문제 2에 대해서는 쌓기

나무 패턴 과제를 영재와 일반 학생에게 사전검사로 제시하여 그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화 전략 측면에서는 Lannin이 제시

한 일반화 전략이 쌓기나무 패턴에서도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사

전검사의 각 파트별로 어떤 전략이 우세한지도 알 수 있었다. 특히 영재

와 일반 학생의 차이로서 영재학생은 일반학생에 비해 주어진 시각적 패

턴으로서의 쌓기나무 패턴을 수 패턴으로 전환하려는 경향이 적었으며

일반화 전략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오답을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었

다. 또한, 영재 학생은 주로 상황적 전략을 사용하는 반면, 일반 학생은

그리거나 세기 전략, 추측 전략, 부분-전체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한 문항에 대하여 일반 학생은 단일 일반화 전략

을 사용하지만, 영재 학생은 다양한 일반화 전략을 사용하였다는 차이가

있었다. 한편, 일반화 수준 측면에 있어서는 Radford가 제시한 일반화

수준에 근거하여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영재와 일반 학생의

수준을 각각 분류한 결과 part1과 part2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

만, part3와 part4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였으며 영재가 일반 학생에 비해

조금 더 높은 수준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마이크로월드 기반 쌓기나무 패턴 활동 설계를 통해 영재와 일

반 학생들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 연구문제 3에 대해서는 자바말 마이

크로월드 환경으로 제시된 거북 쌓기나무 프로그램을 이용한 설계를 토

대로 이를 각각 영재와 일반 학생들에게 적용하고 그에 따른 사후검사지

를 분석하고 인터뷰를 실시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서 설계의 중요한 특징으로 도입한 ‘그노몬’의 개념은 영재와 일반 학생

들이 쌓기나무 패턴의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일반화하기 위한 중요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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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그노몬을 가지고

쌓기나무 패턴을 설명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자바말 마이크로월드 환경은 영재와 일반 학생에게 쌓기나무 패턴의 중

요한 일반화 전략으로서 상황적 전략과 재귀적 전략 등을 제공하고 연구

참여자는 적절한 조작활동을 통해 쌓기나무를 관찰하고 탐구함으로써 쌓

기나무 패턴의 일반화를 시도함으로써 일반화 수준 상승의 가능성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 일반화 전략 측면에서는 영재 학생은 주로 일

반화 전략이 다양화 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일반 학생은 좀 더 유용한

일반화 전략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반화 수준 측면에

서는 영재와 일반 학생 모두 크게는 산술적 일반화 수준에서 상징적 일

반화 수준으로의 상승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각 수준에서의 상승

가능성도 조금씩 엿볼 수 있었다. 특히 그노몬의 개념을 통해 연구참여

자가 쌓기나무 패턴에 대해 서술하고 이야기하는 점은 상황적 일반화 수

준에서 그노몬이 중요한 중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패턴의 일반화에 관한 연구로서 기존에 없었던 시각적 패턴

의 하나인 쌓기나무 패턴을 소재로 하여 쌓기나무 패턴 과제를 개발하고

이를 마이크로월드 기반 환경에서 쌓기나무 패턴 활동에 관한 설계를 하

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쌓기나무는 유아기부터 학습자가 접할 수 있

는 친숙한 소재일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서 규칙성을 찾고 공간감각을

기르기 위한 중요한 탐구 활동 교구로서 교육과정에 명시되고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쌓기나무를 패턴의 일반화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은

학습자가 쉽고 흥미롭게 수학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쌓기나무 패턴의 일반화에 관한 내용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를 거쳐 고등학교 과정까지 수직적으로 교육과정의 여러 내용을 연계할

수 있다. 또한, 각 학교급별 내용을 기초내용부터 심화내용까지 수평적으

로 깊게 탐구할 수 있다는데 그 교육적 의미가 있다.



- 151 -

한편, 이러한 교육적 의의를 갖는 쌓기나무 패턴의 일반화에 대하여

마이크로월드 기반 패턴 활동 설계는 학습자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적

극적인 교육적 처치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가 패턴의 일반화 과정에서

보이는 일반화 전략을 유용하게 변화시키거나 다양화시키는 동시에 일반

화 수준을 상승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주었다. 기존의 연구가 주어진 패

턴의 일반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모습을 인식론적 측면, 일반화

전략 측면, 일반화 하는데 있어서 정당화의 측면, 일반화의 수준 측면 등

에서 분석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데 그쳤다면 본 연구는 적극적으로 학

습자의 패턴 활동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에 적합한 마이크로월드 환경

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마이크로월드 환경에서 제공된 쌓

기나무 패턴 활동은 디지털 공학으로서 학습자의 패턴의 일반화를 위한

유용한 전략을 제공하여 쌓기나무 패턴을 이해하는데 Duval(1995)이 말

한 지각적 이해를 넘어 절차적 이해, 추론적 이해 등을 가능하게 하는

유연함을 주었으며 이를 통해 일반화의 전략과 일반화의 수준 측면에 있

어서 변화 가능성 및 상승 가능성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

구는 시각적 패턴에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쌓기나무 패턴 과제를 개발하

였으며 이를 일반화 전략과 일반화 수준 측면에서 분석하였고, 마이크로

월드 기반 쌓기나무 패턴 활동 설계를 통하여 쌓기나무 패턴의 일반화를

위한 학습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영재와 일반 학생들 사이에서 일반화 전

략과 수준 측면에서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그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패턴의 일반화 연구에 있어서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는 쌓기나무 패턴

의 일반화 연구에 관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이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

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마이크로월드 기반 쌓기나무 패턴 활동 설

계는 패턴 과제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계속적으로

수정되고 개선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욱 정교화 할 필요가 있다. 본 연

구의 설계는 기호적 표현을 위한 탐구 활동 내용이 의 필요성과 그 의

미를 주는데 제한되어 있다. 패턴의 일반화 과정에 궁극적 목표라 할 수

있는 상징적 일반화 수준은 기호 표현으로서 특히 교육과정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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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문자를 사용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패턴의 규칙을 찾아

큰 단계의 쌓기나무 개수를 발견한다고 할지라도 이를 기호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 본 연구의

설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전검사를 통하여 쌓기나무 패턴 활

동 설계에서 입체 쌓기나무 뿐만 아니라 평면 쌓기나무에서도 행렬 다이

어그램이 함께 제시되는 것이 학습자에게 패턴의 일반화 전략을 제공하

고 정당화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잠재적인 결론이 있었다. 따라

서 본 설계에서 그노몬의 개념과 더불어 쌓기나무 패턴의 표현으로서 행

렬 다이어그램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쌓기나무 패턴 활동 설계

를 더욱 정교화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행렬 다이어그램이 추가적으로

도입된 설계를 적용한 후속 연구를 통해 행렬 다이어그램을 통한 다이어

그램적 추론이 패턴의 일반화와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지를 고찰하기를

바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특정 영재 학생 20명과 일반 학생 15명을 대상으

로 하였기 때문에 영재와 일반 학생 전체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

다. 즉, 다른 문화적, 지역적, 개인적 특성을 지닌 영재와 일반 학생을 대

상으로 할 때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도 있다. 또한, 일반 학생 중에서

하위 및 최하위 수준 학생은 본 연구에서 없었기 때문에 하위 수준의 학

생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일반화 전략 및 수준을 분석하지 못했다. 따라

서 이 연구에서 제시한 쌓기나무 패턴 과제의 특성을 더욱 명확히 분석

하고 마이크로월드 기반 패턴 활동 설계를 통한 학생들의 변화를 일반화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학생과 다양한 수준의 학생을 대상으로 그 결

과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하위 수준의 학생에게는 본 연구

에서 개발한 쌓기나무 패턴 과제 중 매우 어렵게 느낄 수 있는 파트도

있을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하위 수준 학생에 대한 결과 분석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영재 학생에게는 원 일반화 패턴 탐구

설계가, 일반 학생에게는 근 일반화 패턴 탐구 설계가 더 큰 영향을 미

쳤다는 것은 앞으로의 쌓기나무 패턴 활동 설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쌓기나무 패턴 과제는 시각적 패턴의 하나

인 쌓기나무 패턴의 일반화에 대한 제한된 범위의 내용을 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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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형수의 개념에 기반하여 고등학교 수열 영역에서 다루는 가장 기

본적인 수열의 합 단원에서 나오는 소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쌓기나무 패턴으로는 가장 기초적인 일, 이차식 패턴에서부터 심화적인

피보나치 수열을 위한 패턴 등 매우 다양한 내용을 표현할 수 있다. 실

제로 점, 공, 성냥개배 등 모든 시각적 패턴은 쌓기나무 패턴으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매우 쉬운 쌓기나무 패턴 과제에서부터 심화적인 내용

을 다룰 수 있는 쌓기나무 패턴 과제까지 다양한 쌓기나무 패턴 과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쌓기나무 패턴 과제 및 마이크로월드 기반

쌓기나무 패턴 활동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방과후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등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좋은 콘텐츠를 제공한다. 쌓기나무 패턴은

별도의 선행학습이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

교 등 모든 연령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특히 2009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어느 때보다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따

라서 마이크로월드 환경을 통한 쌓기나무 패턴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수

학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갖고 흥미롭게 쌓기나무를 소재로 초, 중, 고

등학교의 여러 수학내용을 접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기존에 여

러 수학 내용에 대해 기계적으로 암기하고 형식화된 알고리즘을 통한 학

습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의미 있고 체화된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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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사전검사지

  본 검사는 [쌓기나무 패턴 활동]을 위한 사전검사로서 총 4개

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트별로 제시된 각 단계별 쌓기나무 그림을 보고 질문에 답

을 하면 됩니다. 

※ 이 검사 자료는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

니다. 

  이 자료는 여러분들의 패턴 인식에 대한 파악과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하나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적어주시기 바랍

니다. 

  본 검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검사시간은 총 45분입니다. 

              학교:                 학년: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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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1. 6 단계의 쌓기나무 그림을 그리거나 말로 설명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쓰

시오.(평면으로 그려도 관계없음.)

․ 6단계 쌓기나무 그림: ․ 이유:

2. 8단계의 쌓기나무 개수를 구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쓰시오.

․ 8단계 쌓기나무 개수: ․ 이유:

3. 만약 20단계의 쌓기나무 개수가 210개였다면, 이 사실만을 이용하여 21단계

의 쌓기나무 개수를 구할 수 있는가? 있다면 그 개수를 쓰고 그렇게 생각한 이

유를 쓰시오.

․ 21단계 쌓기나무 개수 ․ 이유:

4. 50단계의 쌓기나무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가? 있다면 그 개수를 직접 구하거

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쓰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쓰시오.(최대한 많

은 방법을 쓰시오.)

․ 50단계 쌓기나무 개수: ․ 이유:

5. 만약 위 그림을 전혀 모르는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 친구가 어떤 단계든지 쌓기

나무 개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 친구에 어떻게 문자를 보내겠는가?

․ 문자메시지:

6. n번째 단계 즉, n단계의 쌓기나무 개수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을 만들 수 있는

가?(최대한 많은 방법으로 설명하시오.)

․ n단계 쌓기나무 개수: ․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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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2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1. 6 단계의 쌓기나무 그림을 그리거나 말로 설명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쓰

시오.(평면으로 그려도 관계없음.)

․ 6단계 쌓기나무 그림: ․ 이유:

2. 8단계의 쌓기나무 개수를 구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쓰시오.

․ 8단계 쌓기나무 개수: ․ 이유:

3. 만약 20단계의 쌓기나무 개수가 210개였다면, 이 사실만을 이용하여 21단계

의 쌓기나무 개수를 구할 수 있는가? 있다면 그 개수를 쓰고 그렇게 생각한 이

유를 쓰시오.

․ 21단계 쌓기나무 개수 ․ 이유:

4. 50단계의 쌓기나무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가? 있다면 그 개수를 직접 구하거

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쓰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쓰시오.(최대한 많

은 방법을 쓰시오.)

․ 50단계 쌓기나무 개수: ․ 이유:

5. 만약 위 그림을 전혀 모르는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 친구가 어떤 단계든지 쌓기

나무 개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 친구에 어떻게 문자를 보내겠는가?

․ 문자메시지:

6. n번째 단계 즉, n단계의 쌓기나무 개수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을 만들 수 있는

가?(최대한 많은 방법으로 설명하시오.)

․ n단계 쌓기나무 개수: ․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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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3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 5단계의 쌓기나무 그림을 그리거나 말로 설명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쓰

시오.(평면으로 그려도 관계없음.)

․ 5단계 쌓기나무 그림: ․ 이유:

2. 7단계의 쌓기나무 개수를 구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쓰시오.

․ 7단계 쌓기나무 개수: ․ 이유:

3. 만약 20단계의 쌓기나무 개수가 210개였다면, 이 사실만을 이용하여 21단계

의 쌓기나무 개수를 구할 수 있는가? 있다면 그 개수를 쓰고 그렇게 생각한 이

유를 쓰시오.

․ 21단계 쌓기나무 개수 ․ 이유:

4. 50단계의 쌓기나무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가? 있다면 그 개수를 직접 구하거

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쓰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쓰시오.(최대한 많

은 방법을 쓰시오.)

․ 50단계 쌓기나무 개수: ․ 이유:

5. 만약 위 그림을 전혀 모르는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 친구가 어떤 단계든지 쌓기

나무 개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 친구에 어떻게 문자를 보내겠는가?

․ 문자메시지:

6. n번째 단계 즉, n단계의 쌓기나무 개수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을 만들 수 있는

가?(최대한 많은 방법으로 설명하시오.)

․ n단계 쌓기나무 개수: ․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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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4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 5단계의 쌓기나무 그림을 그리거나 말로 설명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쓰

시오.(평면으로 그려도 관계없음.)

․ 5단계 쌓기나무 그림: ․ 이유:

2. 7단계의 쌓기나무 개수를 구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쓰시오.

․ 7단계 쌓기나무 개수: ․ 이유:

3. 만약 20단계의 쌓기나무 개수가 210개였다면, 이 사실만을 이용하여 21단계

의 쌓기나무 개수를 구할 수 있는가? 있다면 그 개수를 쓰고 그렇게 생각한 이

유를 쓰시오.

․ 21단계 쌓기나무 개수 ․ 이유:

4. 50단계의 쌓기나무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가? 있다면 그 개수를 직접 구하거

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쓰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쓰시오.(최대한 많

은 방법을 쓰시오.)

․ 50단계 쌓기나무 개수: ․ 이유:

5. 만약 위 그림을 전혀 모르는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 친구가 어떤 단계든지 쌓기

나무 개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 친구에 어떻게 문자를 보내겠는가?

․ 문자메시지:

6. n번째 단계 즉, n단계의 쌓기나무 개수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을 만들 수 있는

가?(최대한 많은 방법으로 설명하시오.)

․ n단계 쌓기나무 개수: ․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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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교수학습 및 사후검사지(평면쌓기나무)

도형수(다각수)를 활용한 쌓기나무 패턴 활동

학교: _____________   이름: ____________

고대 그리스인들은 새로운 모양의 도형을 더하여 처음 도형과 모양은 같고, 크

기만 더 큰 도형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수의 규칙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때 새로

더해지는 모양의 도형을 당시에 ‘그노몬(gnomon)’이라고 불렀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왼쪽의 도형(전)에서 오른쪽의 도형(후)을 만들었다면,

이때 그노몬은 검정색의 세로로 싸여있는 5줄의 쌓기나무가 될 것이다.

전 후 그노몬

<연습> 다음 주어진 쌓기나무를 보고 각 단계별 그노몬을 찾아 색칠해 보자.

한편, 이 그노몬을 붙여가며 만든 도형에서 알아낸 수를 ‘도형수(polygonal

number)'라고 불렀는데. 지금부터 고대 그리스 인들이 다루었던 여러 가지 도

형수를 쌓기나무를 이용해 표현하고 탐구해 가면서 다양한 수의 규칙들을 찾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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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다음 그림처럼 각 단계별로 삼각형 모양으로 쌓기나무를 쌓았다고 하자.

이때 각 단계별 쌓기나무의 개수를 “삼각수(triangular number)”라고 부른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 각 단계별로 그노몬을 찾아 위 그림에 색칠해 보자.

▷ 6단계 쌓기나무 그림은 어떻게 될지 그리거나 말로 설명해보자.

그림: 이유:

이제 각 단계의 쌓기나무 개수(삼각수)를 생각해 봅시다. 5단계의 쌓기나무 그림을

가지고 <자바말 환경>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활동을 하고 각 물음에 답해보자.

활동1

① [자바말1]을 눌러 5단계의 쌓기나무 그림을 확인하자.

② [ctrl]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드래그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자.

▷ 활동1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가? 이를 이용하여 5단계의 쌓기나무

개수(삼각수)를 구해보자.

․ 알아낸 사실:

․ 5단계 삼각수:

활동2

① [자바말2]를 눌러 5단계의 쌓기나무 그림 2개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자.

② [shift]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드래그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자.

▷ 활동2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가? 이를 이용하여 5단계의 쌓기나무

개수(삼각수)를 구해보자.

․ 알아낸 사실:

․ 5단계 삼각수:

▷ 활동1과 활동2에서 구한 5단계의 쌓기나무 개수(삼각수)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가?

․ 알 수 있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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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위의 5단계의 쌓기나무 개수(삼각수)를 구하는 활동을 바탕으로 다음 물

음에 답해보자.

▶ 8단계의 쌓기나무 그림으로 위와 같은 두 가지 활동을 할 때, 8단계의 쌓기

나무 개수(삼각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해보자.

▶ 만약 20단계의 쌓기나무 개수(삼각수)가 210개였다면, 이 사실만을 이용하여

21단계의 쌓기나무 개수(삼각수)를 구하고 그 이유를 써보자.

▶ 50단계의 쌓기나무 개수(삼각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해보자.

▶ 게시판에 주어진 쌓기나무 개수를 어느 단계든지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글로

적어 올려보자.

[활동] <자바말 환경>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물음에 답해 보자.

① [자바말1]를 눌러보자.

② 에 1, 2, 3, 4, 5 등의 숫자를 넣고 [실행]을 눌러 어떤 쌓기나무 그

림에 나타나는지 관찰해보자.

위 활동에서 에 1를 넣으면 1단계, 2를 넣으면 2단계, 3을 넣으면 3단계,

4를 넣으면 4단계, 5를 넣으면 5단계의 쌓기나무 그림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신 문자 ‘n’을 사용하면, 단계는 n단계로 표현할 수 있다.

즉, 위에서 에 1를 넣는 것은 n=1을 대입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 이때 n번째 단계 즉, n단계의 쌓기나무 개수(삼각수)를 구하는 식을 찾을 수

있는가? 앞의 5단계 쌓기나무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바탕으로 n단계 쌓기나무

개수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자.

※ Part2, Part3, Part4는 내용은 같고 패턴만 다름. 각 

패턴은 사전검사지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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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교수학습 및 사후검사지(입체쌓기나무)

도형수(다면체수)를 활용한 여러 가지 수의 규칙 찾기

이름: _____________   학교: ____________

지난 시간에 배운 쌓기나무를 삼각수, 사각수 등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이번 시

간에는 입체 쌓기나무 패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Review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삼각수 쌓기나무를 복습해 보자.

<용어> 새로운 모양의 도형을 더하여 처음 도형과 모양은 같고, 크기만 더 큰

도형을 만들 때, 이때 새로 더해지는 모양의 도형을 ____________이라고 한다.

아래 그림처럼 각 단계별로 삼각형 모양으로 쌓기나무를 쌓았을 때,

이때 각 단계별 쌓기나무의 개수를 “삼각수(triangular number)”라고 불렀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확인>

1) 각 단계별 그노몬에 색칠해 보자.

2) n단계 삼각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써 보자.

<도입>

사각형 모양으로 쌓기나무를 쌓았을 때, 각 단계별 쌓기나무 개

수는 ‘사각수’라고 불렀다. 그런데 사각수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웃한 두 삼각수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평면에서의 이러한 아이디어를 입체에 적용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

억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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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아래 그림과 같이 각 단계별로 입체로 쌓기나무를 쌓았다고 하자. 이때, 각 단

계별 쌓기나무 개수를 그 모양을 본떠 ‘사면체수’ 또는 ‘삼각뿔수’라고 부른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제, 5 단계 쌓기나무 그림을 자바말을 이용하여 그리고 게시판에 저장해보자.

또, 5단계 사면체수를 구할 수 있는가? 직접 구하거나 그 방법을 아래 빈칸에

써보자.

<활동1> 이제, 위의 4단계 쌓기나무 그림을 그리되 ‘스프링명령(ㅅ)’을 이용하

여 각 단계의 그노몬으로 분해하여 [shift]+마우스 오른쪽 마우스 끌기를 통해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저장해보자.

위 활동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4단계 사면체수를 구할 수 있는 방

법을 써보자.

<실습> 위에서 나온 4단계 쌓기나무 그림 이외에 4단계 사각수를 표현할 수

있는 쌓기나무 그림을 자바말로 그려서 게시판에 저장하세요. 서로 다른 종류가

과연 몇 가지나 있을까요?

* 여기에 간단히 구상하고 게시판에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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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습(초6)

4단계 쌓기나무 그램을 위에서 봤을 때, 각 칸에 해당하는 쌓기나무의 개수를 숫

자로 써보자.

<활동2>

(1) [shift]키와 오른쪽 마우스를 동시에 눌러 끌기를 해 가면서 주어진 입체 쌓

기나무 그림을 관찰하자. 관찰해서 얻은 사실을 모두 적어보자.

전 후

관찰해서 알게 된 사실:

(2) 이제 다음 빈칸에 위 활동에서 나타난 세 개의 쌓기나무 그림을 위에서 봤

을 때, 쌓기나무 개수를 각각 적어보자.

세 개의 각각 대응하는 칸에 적혀있는 숫자를 모두 합하여 다음 빈칸에 적어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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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활동을 통하여 알아낸 사실을 바탕으로 4단계 사면체수를 구할 수 있는 방

법을 써보자.

<일반화 화기>

위의 두 가지 활동(스프링달기 활동, 여러사면체수 합치기 활동)을 바탕으로 다

음 단계의 사면체수를 각각 구해보자.

1) 10단계 사면체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써보자.

2) 50단계 사면체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써보자.

3) n단계 사면체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써보자.

※ Part2, Part3, Part4는 패턴과 내용이 다른 부분만 수

록함. 기본적인 문항형식은 모두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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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Part2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활동2> 의 쌓기나무 그림

전 후

Part3

<활동2> 의 쌓기나무 그림

전 후



- 173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Part4

<활동2> 의 쌓기나무 그림

전 후

Extra part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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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figural pattern

generalization

-Focusing on microworld

building blocks patterns-

Kim Chul Ho

Department of Mathemat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attern generalization is considered one of the prominent routes for

introducing students to algebra and root of algebraic thinking. In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it suggests that students do a activity

finding a rule of patterns focusing on 'regularity and function'

domains. Also pattern generalization considers in 'number sequences'

domain of high school curriculum. Nonetheless importance of pattern

generalization, it isn't connected from elementary school to middle

school and even focused just finding a rule of pattern rather than

considering generalization in elementary school. Moreover it is

focusing just number pattern in high school and so students learn

patterns by algorithmic calculation. Therefore we have a critical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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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we need a development of pattern tasks to connect from

elementary school to high school vertically. Building blocks is familiar

playing tool for a child and it provide to elementary school learner as

a teaching aid. So in this paper we study on building blocks pattern

generalization as one of the figural patterns. Actually there is just a

fewer study about building blocks pattern generalization even if its

importance.

In this paper we develop a building blocks pattern tasks and make

gifted and general students solve the problem as a pretest. Then we

analyze it and design a building blocks pattern activity based on

microworld environment. Finally we observe student's change through

designed pattern activity. We purpose that improve student's learning

environment of pattern generalization. To this, first we get a figurate

number in math history as a subject matter of building blocks

pattern. Plus we review all curriculum concerning building blocks

patterns directly and indirectly. Then we pretest to gifted and general

students and analyze their generalization strategies and generalization

level. Finally through designing of microworld based building blocks

pattern activity, we observe and explore their positive and negative

change. As a result building blocks pattern connects many domain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curriculum vertically and

horizontally. Also, gifted and general students use different

generalization strategies to solve the given pattern tasks and

distribute different generalization level. Lastly Microworld environment

not only provides meaningful changes to gifted and general students

but also works not means but purposes for building blocks patterns

tasks.

keywords : pattern generalization microworld, building blocks,

figurate numbers

Student Number : 2010-2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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