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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확률  사고는 반직 이고 오류가능성이 높으며 이해하기 어려

운 특성이 있다. 따라서 학교수학에서의 확률은 계산 패턴에 따라 

값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심으로 지도되어왔다. 학생들은 자신의 

직 을 믿지 말고 공식을 사용하도록 배우며 확률을 실과 단

된 추상 체계로써 받아들이게 된다. 한편, 확률�통계 역에서 컴

퓨터를 활용한 모델링과 자료의 생성  분석 등은 요한 역량임

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이와 련된 경험을 거의 하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확률 지도의 어려움에 한 안으로 테크

놀로지를 기반으로 하는 확률 모델링 활동과 시뮬 이션 활동이 

요하다는 의식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omputational thinking을 기반으로 스마트 확

률 학습 환경을 설계하 다. 학습 환경 설계에서는 테크놀로지를 

통한 확률 개념의 학습뿐 아니라 학습자의 자기 평가  반성, 교

사  동료와의 의사소통 등을 고려하 으며 학습자가 추상화와 

자동화를 통해 computational thinking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를 해 확률의 수학  구조를 포함하고 있는 표  체계를 제공

하여 컴퓨터와의 상호작용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의사소통에 

쓰일 수 있도록 하 다. 한 에이 트 기반 구성 환경을 제공하

여 학습자가 체화된 모델링의 에서 확률 상을 이해하고 내

재된 수학  원리에 해 추론할 수 있도록 지원하 다. 그리고 

설계한 학습 환경을 기반으로 과제를 설계하여 실제 수업에 용

해 으로써, 학습 환경이 연구의 의도 로 학습자와 상호작용하

는지 확인하고 학습 환경의 설계를 수정하 다. 그 결과 학습자들

은 환경에서 도입한 확률 표  체계를 의사소통에 사용하고 에이

트의 움직임과 경로를 통해 수학  추론을 하 다. 한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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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환경에서의 학습 활동을 통해 추상화와 자동화, 추측과 검증, 

패턴 인식 등의 computational thinking 사고과정을 사용하 다. 환

경 설계의 수정에 있어서는 표 력을 향상시키고 학습자들의 효과

인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하여 확률 표  체계를 확장하 으

며, 에이 트의 움직임과 경로의 해석을 돕기 한 보조 도구를 

추가하 다. 그리고 동일한 실험 결과에 해 서로 다른 에이 트 

규칙을 용함으로써 얻어지는 다양한 시각  모델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 다. 

주요어 : 확률, 학습 환경, computational thinking, constructionism, 

       수학교육공학

학  번 : 2012-2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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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목   필요성

확률은 가능성을 다루는 수학 분야이다. 의사결정과 한 계가 있

는 확률은 그 요성을 인정받아 수학 교육과정의 주요 역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학에서도 자연 과학, 사회 과학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 분야에서 학생들에게 확률  통계를 필수과정으로 요구하고 있다. 

많은 선행 연구에서 인간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  직 과 경험  

발견술(heuristics)에 의존하여 잘못된 단을 내린다고 밝히고 있다

(Kahneman & Tversky 1982; Nisbett et al., 1983; Konold, 1991). 

Fischbein & Schnarch(1997)는 확률 오개념과 련된 표 인 7개의 문

항이 담긴 설문지를 제작하여 연령에 따른 확률 오개념을 조사하 는데 

많은 오개념들이 연령이 높아져도 개선되지 않거나 증가하는 경우도 있

었다. 우정호(2007)에 의하면, 확률  사고는 반직 이고 오류 가능성

이 높으며 이해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그는 확률  사고가 성장과 더

불어 자연스럽게 발달하는 것이 아니며 체계 인 확률 교육을 받지 않으

면 개인 특유의 확률  단 략과 오개념이 형성된다는 을 언 한

다. 

따라서 학생들의 확률에 한 오개념을 교정해주고 올바른 확률 직

을 형성해주기 한 체계 인 확률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확률은 그 

자체가 지닌 애매성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웠고 가르치기 어려운 상으

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학교수학에서의 확률 개념은 계산 패턴에 따라 

확률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심으로 지도되어왔다. 이러한 공식과 계산

의 지나친 강조는 학생들로 하여  확률을 실과 단 되고 추상 인 계

산 패턴으로 받아들이게 한다(Freudenthal, 1973; 우정호, 2007). 

Wilensky(1995)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직 을 믿지 말고 공식을 사용하도

록 주입시키는 확률 교육은 확률에 한 형식 인 개념만을 형성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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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 확률을 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비 하 다. 

이에 많은 연구자들이 학습자들의 확률 오개념을 교정하고 올바른 확

률 직 을 형성하기 한 방법으로 테크놀로지의 사용을 제시하 다

(Biehler, 1991; Wilensky, 1997; Chance, Ben-Zvi, Garfield, & Medina, 

2007). 

Wilensky(1995)에 의하면 확률은 기본 으로 많은 수의 사례와 련되

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단편 인 은 수의 경험

들은 확률 직 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량의 자료들을 직 으로 다루거나 반복 인 단에 한 피드백을 

받을 기회가 없다. 그러나 그는 컴퓨터 환경은 량의 데이터를 다루고 

반복 인 실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간이 올바른 확률 직 을 형성하

고 확률 개념을 구체화시키는데 필수 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

조하 다.

본 연구에서도 컴퓨터 기반 확률 학습 환경에서의 활동이 학생들이 확

률에 해 가지고 있는 오개념을 교정하여 올바른 확률 직 을 형성하도

록 도울 수 있으며, 다양한 확률 실험에 한 경험을 제공하여 이론  

지식으로써의 확률이 실제  지식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을 취한

다.

이러한 에서 다양한 테크놀로지 기반 확률 학습 환경이 개발되었

으며 그 교육  효과에 한 연구가 꾸 히 이루어졌다. 기존의 연구에

서 사용된 테크놀로지 기반 확률 학습 환경들은 마우스에 의한 직  조

작을 강조하는 환경과 로그래  심 환경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마우

스에 의한 직  조작 심 환경으로는 Prob Sim(Konold & Miller, 1994), 

Probability Exploler(Stohl, 2002), Chance-Maker(Pratt, 2005), Cool 

Modes(Kuhn, Hoppe, Lingnau, & Wichman, 2006), TinkerPlots(Konold & 

Miller, 2005) 등이 있다. 이들 환경은 공통 으로 동 , 주사 , 주머니, 

룰렛과 같은 여러 종류의 임의 추출 도구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마우스를 

사용하여 한 도구를 선택하여 실험을 실행하면 결과를 보여주는 형

태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자는 단순히 상황에 맞는 임의 추출 도구를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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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하여 실험을 하고 결과를 해석한다. 그러나 로그래  언어를 포함하

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률 상황의 본질 인 구조를 사용자가 직  

한 표 을 사용하여 나타낼 수 없다. 이러한 환경에서의 학습은 실험 결

과를 찰하고 해석하는 것에 그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확률 상황에서 

공통 으로 나타나는 수학  구조를 이해하기 어렵다. 한 확률 실험의 

결과로 부터 도수분포표나 그래 가 그려지는 작동 원리가 생략되어 있

기 때문에 결과로 얻어지는 확률  확률 분포 형태에 한 수학  추론

의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러한 환경들은 모델링보다는 시뮬 이션

이 강조된 것이라 볼 수 있다. Borovcnik & Peard(1996)는 이러한 방식

의 시뮬 이션을 통한 확률 학습은 해답이 어떻게 왜 나왔는지 아무런 

단서를 제공하지 않고 결과의 해석에만 집 하게 할 수 있음을 지 하

다. 

Wilensky(1995)에 의하면 일반 으로 시뮬 이션에서 사용자는 모델의 

작동원리에 근할 수 없으므로 모델에 내재되어 있는 수학  구조를 변

화시키며 탐구할 수는 없고 결과 으로 이러한 구조에 한 의미 있는 

멘탈 모델(mental model)1)을 계발할 수 없다. 따라서 그는 사용자들이 

스스로 필요한 모델을 설계한 후에 시뮬 이션을 통해 자기만의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로그래  언어를 기반으로 확률 학습이 가능한 환경은 학습자에 의

한 모델의 구성을 강조하는 환경이다. 이러한 환경에는 

StarLogo(Resnick, 1992), NetLogo(Wilensky, 1999), Scratch(Resnick, 

Kafai, & Maeda, 2005) 등이 있다. 이들 환경은 공통 으로 난수생성

(random)2) 이외에 확률 상을 모델링하기 한 문자 표  체계를 제공

하고 있지 않다. 난수 생성 명령을 기본으로 여러 가지 로그래  언어

를 사용하면 다양한 확률 상을 모델링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문 인 과정으로 그러한 로그래  언어를 배

우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임의 추출부터 결과 값들의 시각화까지 사

1) 멘탈 모델이란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작동하고 추론과 정신  조작을 

한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표 을 의미한다(권석일 등, 2009).
2) 0에서 1 사이의 실수를 임의로 추출하는 로그래  언어의 일반 인 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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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가 직  하나하나 로그래  해야 하므로 많은 양의 코딩과 알고리

즘을 필요로 하는 한계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테크놀로지 기반 확률 학습 환경

들의 효과와 한계 을 분석하여 새로운 확률 학습 환경을 설계하고자 한

다. 단순히 시뮬 이션의 실행보다는 학습자가 직  확률 상을 모델링

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설계하고자 한다. 이를 해 학습자가 확률 문

제 상황의 구조를 악하고 자신이 악한 구조에 한 모델을 세울 수 

있도록 한 표  체계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표  체계는 내부

으로 난수 생성 명령어를 포함하고 있지만 문법이 간단하여 사용자가 

쉽게 이용 가능하면서도 확률 상황의 구조를 효율 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학  기호의 형식을 갖춰야 한다고 본다. 

Noss, Healy, & Hoyles(1997)는 학습 환경에서 기호 체계로 형성된 수

학  모델을 시각화 해주는 한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들이 피

드백을 통해 수학  구조를 악하고 수학  의미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하 다. 따라서 확률 표  체계를 사용하여 설계한 확률 

실험과 그 결과들로부터 구성하는 그래 와 같은 시각  표상 사이의 수

학  원리가 드러나도록 한 시각화 도구를 제공하는 환경을 설계하

여 확률 개념에 해 사용자가 추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한편, Computational thinking은 문제와 그 해법을 형식화하는데 련된 

사고 과정으로써 문제의 해법이 정보처리 에이 트

(information-processing agent)에 의해 효율 으로 실행될 수 있는 형태

로 표 되도록 하는 것이다(Cuny, Snyder, & Wing, 2010). Computational 

thinking은 수학에서의 모델링, 추론  문제해결을 발달시키는데 핵심

인 요소들을 공유한다(Wing, 2006). 를 들어, 수학의 수열의 화식과 

순서도는 computational thinking의 요한 요소이다. 한 확률  통계 

역에서 자료 수집, 자료 분석, 자료 표 , 추상화와 자동화, 모델링과 

시뮬 이션 등과 같은 computational thinking은 요한 역량이다. 실제로 

통계학 분야는 컴퓨터의 등장 이후 크게 발 해오고 있다. 그러나 학교 

수학에서 이들 역은 공식 암기, 계산 주로 지도되고 있을 뿐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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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한 문제 해결을 한 사고 략의 맥락 아래에서 지도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computational thinking 

사고과정을 사용하여 확률·통계 역의 여러 개념을 탐구할 수 있는 테

크놀로지 기반 확률 학습 환경을 설계하여 제공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

에 한 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computational thinking 련 연구는 아직 그 정의에 한 논의

가 주로 이루어지는 수 에 머물고 있으며 교수, 학습, 환경 설계 등에 

한 구체 인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많은 연구

자들은 computational thinking 역량 강화와 이를 한 환경 설계에 한 

이론  배경을 constructionism에서 찾고 있다(Sengupta et al., 2013; 

Brennan & Resnick, 2012; Grover & Pea, 2013).

Piaget의 제자인 Papert(1980)는 그의 지식은 단순히 이되는 것이 아

니라 학습자가 마음속에서 극 으로 구성하는 것이라는 constructivism

의 기본 을 승하면서 도구(media)를 강조하는 constructionism을 

주창하 다. Constructionism의 핵심은 ‘물리  구성’을 통한 ‘정신  

구성’이라는 두 가지 ‘구성(construction)’에 있다(김화경, 2006). 그는 

이러한 물리  구성을 한 놀이공간으로 컴퓨터 환경에 주목하고 Logo 

마이크로월드를 개발하 다. Logo는 ‘가자’, ‘돌자’ 와 같이 거북이

를 움직이는 명령어들과 조건 명령, 반복 명령 등을 학생들에게 제공하

는 컴퓨터 기반 학습 환경이다. 그는 단순히 기술 인 로그래 에 

을 맞추기 보다는 컴퓨터 문화 환경이라는 시각에서 컴퓨터의 활용을 

추구하 다. 학습자들은 모국어를 배우듯이 Logo에서의 자연스러운 표

활동을 통해 컴퓨터를 하나의 문화 인 수단으로 인식하며 환경에 내재

된 수학  개념을 체득하게 된다. 그는 컴퓨터 환경인 Logo를‘함께 사

고하는 상(object think with)’으로 생각하 다. 따라서 constructionism 

은 computational thinking 기반 학습 환경 설계에 한 이론  토 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의 흐름과 동일하게 

constructionism의 학습 이론과 학습 환경 설계 원리를 기반으로 

computational thinking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확률 학습 환경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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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학습 환경들은 PC를 필요로 하 기 때문에 실제 수업 장에

서 활용하는데 시간 , 공간  제약이 많았다. 모바일 러닝은 모바일 환

경이 교육  용도로 활용되는 것으로 태블릿,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장치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학습 방법을 의미한다. 모바일 러닝은 시공

간의 제약이 기 때문에 학습자가 언제든지 즉시 속 가능하여 실시간

으로 자기주도 인 학습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 한 무선 인터넷을 

기반으로 온라인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기에도 용이하다는 장 이 있다

(정보통신부, 2008).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보 이 크게 확 되

어 학생들은 쉽게 모바일 러닝 환경에 근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모바일 러닝을 지원하는 확률 학습 환경을 설계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스스로 자신이 이해한 확률 상황에 한 모델을 

직  구성하여 실험하고, 그 결과에 해 교사 는 동료들과 의사소통

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설계하고자 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직  조작가

능하고 반성의 상으로 삼을 수 있으며 컴퓨터와의 상호작용과 타인과

의 의사소통에 공통으로 쓰일 수 있는 한 표 체계를 학습 환경에서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표  체계는 확률 문제 상황의 핵심 구조를 포함

하고 있는 수학  표 이면서 강력한 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 Logo의 거북 에이 트를 토 로 학습자가 간단하게 모델링한 확률 

실험의 결과를 수형도, 도수분포도의 형태로 표 해낼 수 있는 시각화 

도구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때, 시각화 도구는 확률 실험과 확률 실험의 

결과로 나타나는 시각  모델 사이의 수학  계를 사용자가 추론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자 한다. 그리고 환경에서 제공된 표  체계를 사용하여 

확률 상황을 모델링하고 시뮬 이션하는 활동을 통해 추상화와 자동화를 

비롯한  computational thinking 사고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다. 이후 설계한 학습 환경에서의 활동을 구성하여 실제 수업에 용해 

으로써, 학습 환경이 연구의 의도 로 학습자와 상호작용하는지 그 교

육  효과에 해 분석하고 그에 따라 환경을 수정·보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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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이상의 연구의 필요성과 목 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

구 문제를 설정하 다.

1. Computational thinking 기반 스마트 확률 학습 환경은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가?

2. 설계된 computational thinking 기반 스마트 확률 학습 환경을 용한 

결과는 어떠한가?

2.1. Computational thinking 기반 스마트 확률 학습 환경은 설계의 의

도 로 학습자와 상호작용하는가?

2.2. Computational thinking 기반 스마트 확률 학습 환경 용의 결과

로부터 설계를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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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  배경

본 장에서는 computational thinking의 주요개념에 해 살펴보고 수학

교육에서의 computational thinking에 해 논의한다. 이후 computational 

thinking을 기반으로 하는 확률 학습 환경을 설계를 한 배경이론으로 

constructionism의 기본이론과 공학용 소 트웨어 설계 원리에 해 살펴

본다. 한 학습 환경의 내용 역인 확률에서 테크놀로지의 역할에 

해 살펴보고, 기존의 표 인 학습 환경의 특징을 분석한다.

1. Computational thinking

Computational thinking 은 최근 수년간 주목을 받으며 컴퓨터 과학을 

비롯하여 수학, 과학 분야의 여러 학자들로부터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우선 computational thinking의 정의  주요 개념에 해 살

펴 본 후 그것이 어떻게 수학 교육과 연계될 수 있는지 논의한다. 

1.1. Computational thinking의 개념

Computational thinking은 문제 해결, 시스템 설계  인간 행동의 이해

를 한 일반 이고 분석 인 근법이다(Wing, 2006, National Research 

Council, 2010). Cuny, Snyder, & Wing(2010)은 Computational thinking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Computational thinking은 ‘문제와 그 해법을 형식화하는데 련된 사고 

과정으로써 문제의 해법이 정보처리 에이 트(information-processing agent)

에 의해 효율 으로 실행될 수 있는 형태로 표 되도록 하는 것’이다.

Aho(2012)는 이를 더욱 간단히 하여, computational thinking은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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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화하여 그 해법을 컴퓨터의 차와 알고리즘으로 표 하는 사고과정

이라고 정의하 다. 즉, computational thinking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

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는 인간의 사고 과정 는 문제 해결 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 

Wing(2006)에 의하면, computational thinking은 컴퓨터처럼 사고하는 

것이 아닌 컴퓨터 과학자처럼 사고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컴퓨터 

로그래 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추상화에 의한 사고를 요구

하는 것이다. 컴퓨터보다 더 뛰어난 인간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컴퓨  

시  이 에 다룰 수 없었던 복잡하고 방 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

는 사고과정이다. 그녀는 computational thinking을 3R(Reading, Writing, 

aRithmetic)과 더불어  사회에서 살아가기 해 모든 사람이 필수로 

가져야하는 기술이라고 강조하며 단순히 컴퓨터 과학 뿐 아니라 모든 분

야에서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이라고 하 다. 

미국의 ISTE(International Society for Technology in Education)와 

CSTA(Computer Science Teachers Association)는 여러 분야 문가들과

의 합의를 통해 K-12 교육과정으로의 computational thinking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아래의 특성들을 포함하는 문제 해결 과정으로써 

computational thinking의 조작  정의를 제시하 다(Stephenson & Barr, 

2011). 

∙ 자료를 분석하고 논리 으로 조직하기

∙ 모델링, 시뮬 이션과 같은 추상화를 통해 자료 표 하기

∙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문제를 고안하기  

∙ 가능한 해법들의 확인, 시험  구 하기

∙ 알고리즘  사고를 통해 해법들을 자동화하기

∙ 이러한 문제 해결 과정을 다른 문제들에 일반화하고 용하기

Wing(2008)은 computational thinking에서 가장 핵심 인 본질을 추상화

(abstraction)라고 하 다. 그녀에 의하면 추상화는“패턴을 정의하고 특

정한 시들을 일반화시키는 것, 하나의 상으로 다수를 나타내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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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것”으로 복잡성을 다루기 한 요한 요소이다. 이는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일반화된 컴퓨터의 표 이다. 올바른 

추상화를 정의하고 여러 계층의 추상화를 다루며 그들 사이의 계를 이

해하는 것이 computational thinking의 핵심이다. 컴퓨터 과학자가 사용하

는 추상화의 는 알고리즘이다. 알고리즘은 입력을 받아 정해진 단계를 

순서 로 실행하고 원하는 결과를 출력해주는 추상화이다. 추상  자료 

구조는 사용자로부터 실제 값의 표 을 숨기고 그 값을 조작하기 한 

추상화된 표 과 연산을 정의하는 것인데, 효과 인 알고리즘의 설계에

는 본질 으로 추상  자료 구조의 설계가 포함된다(Wing, 2011).

‘심 (mental)’도구인 추상화는‘기계 (metal)’도구에 의한‘자동

화’를 통해 그 힘이 증폭된다. 자동화에는 추상화를 해석할 수 있는 

당한 종류의 컴퓨터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컴퓨터는 반드시 CPU 와 

장 장치가 달려있는 물리 인 기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의 유

형에 따라 인간도 자동화의 수단인 컴퓨터가 될 수 있다(Wing, 2008). 

즉, computational thinking은 반드시 기계를 필요로 하는 개념이 아니다.  

computational thinking은 문제에 한 올바른 추상화를 정의하고 한 

컴퓨터를 선택하여 자동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의 사고과정이

다. 본 연구는 computational thinking을 기반으로 하는 확률 학습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수학에서의 특정 역의 학습과 

computational thinking은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지에 해 구체 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1.2. Computational thinking과 수학 학습

국외에서는 computational thinking의 요성을 인식하고 정보교육으로

써 K-12 교육과정에 computational thinking을 통합하려는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Barr & Stephenson, 2011; Morelli et al., 2011; Grover & Pea, 

2013).

비록 computational thinking이 컴퓨터 과학에서의 핵심 개념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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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것이지만, 그것에는 문제 상황의 표 , 추상화, 분석, 시뮬 이

션, 요약  측과 같이 수학과 과학의 여러 분야에서의 모델링, 추론 

 문제해결에 가장 요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National Research 

Council 2010). 따라서 문제해결을 한 사고과정으로써 computational 

thinking은 다양한 분야의 역으로부터 생성되고 사용될 수 있다. 

Computational thinking이 강력한 이유는 그것이 양자역학, 생물, 인공지

능 시스템 등과 같은 모든 역에서의 추론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Barr & Stephenson, 2011). 따라서 학생들이 computational thinking을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수 인 문제해결 사고과정으로써 학습하기 해

서, 그것은 컴퓨터 과학 뿐 아니라 수학, 과학과 같은 다양한 교과의 맥

락에서 통합 으로 교육되어야 한다. 이미 과학 교육에서는 Python, 에

이 트 기반 컴퓨터 학습 환경 등을 이용하여 모델링과 시뮬 이션을 

심으로 과학 교육과 computational thinking을 통합하는 연구가 진행되었

다(Hambrusch et al., 2009; Sengupta et al., 2013).

이제 computational thinking을 수학 학습의 측면에서 살펴보자. 모든 

다른 과학 분야가 그러하듯이 컴퓨터 과학 역시 그 본질에는 수학  사

고가 있으며, computational thinking은 수학에서의 모델링, 추론  문제

해결을 발달시키는데 핵심 인 요소들을 공유한다(Wing, 2006). Barr & 

Stephenson(2011)은 computational thinking의 핵심 개념이 수학교과의 각 

활동에 어떻게 내재될 수 있는지 <표 Ⅰ-1>과 같이 를 들어 제시하

다. 이  특히 확률과 통계 역은 자료 수집, 자료 분석, 자료 표 , 추

상화와 자동화, 시뮬 이션 등의 computational thinking의 핵심 요소와 

련이 있다. 이외에도 수열의 화식, 순서도와 같은 내용들은 요한 

수학  개념이면서 동시에 컴퓨터를 활용하는 핵심 인 사고 략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학의 내용 역들은 주로 반복 인 계산과 공식암기, 문

제풀이 주로 지도되고 있을 뿐이다. 학생들은 문제 해결을 해 확률 

실험을 모델링하거나 통계 자료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경험을 거의 하지 

못한다. 학생들에게 확률, 통계, 수열의 화식, 순서도 등은 하나의 문

제 유형일 뿐 컴퓨터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사



- 12 -

고 략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들은 computational thinking의 맥락

을 좀 더 강조하여 통합 으로 지도될 필요가 있다. 

CT 개념, 역량 수학 교과에서의 활동

자료 수집
확률 실험 문제에 한 자료 수집, 를 들어 동  

던지기, 주사  던지기

자료 분석 동 , 주사  던지기 실험의 결과를 분석하는 것

자료 표 과 분석
히스토그램, 막 그래  등을 사용하여 자료를 나타

내기, 집합, 목록, 그래  등을 사용하여 자료를 묶기

추상화
수에서의 변수 사용, 문장제 문제의 핵심 구조를 

악하기

분석과 모델 확인 곡선 근사(curve fitting)

자동화 GSP, StarLogo, Python과 같은 컴퓨터 도구 사용하기

시험과 확인 추측하고 확인하기

알고리즘과 차 긴 나눗셈(long division)을 이용한 인수분해

문제 분석 표  안에서 연산의 순서를 용하기

구조 조작
로그래 에서의 함수와 수에서의 함수를 비교하

여 공부하기, 반복을 사용하여 문장제 문제 풀기

병렬화 선형 시스템 풀기, 행렬의 곱셈하기

시뮬 이션 좌표평면에서 그래  그리고 변수의 값 바꿔보기

<표 I-1> Computational thinking과 수학 교과에서의 활동(Barr & Stephenson, 2011)

그 다면, 수학교육에서 computational thinking은 어떠한 방식으로 통

합 으로 학습될 수 있을지가 요한 문제가 된다. 교육 공학의 역에

서 수학 학습과 련하여 비슷한 맥락의 논의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

다. Harel & Papert(1990)는 수학의 특정 역인 분수 개념과 련하여 

로그래 을 학습하는 것이 이 둘을 별개로 배우는 것보다 효율 이라

고 주장하 다. 일 이 computational thinking과 유사한 computational 

literacy를 말했던 DiSessa(2001) 역시 컴퓨터를 활용한 수학 역의 탐구

를 강조하 으며 그 외에 많은 연구자들이 로그래 과 컴퓨터를 통한 

모델링이 어려운 수학 개념의 학습을 상호보완 으로 돕는다는 것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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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Papert, 1980; Wilensky, 1995; Wilensky, 1997; Kynigos, 2007).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학습자가 직  로그래 을 통해 해당 수학 역의 모

델을 만들게 함으로써 수학 개념의 학습과 로그래  학습을 통합하고

자 하 으며 그로부터 정 인 결과들을 보고하 다. 

Wing(2008)에 의하면, computational thinking의 개념은 컴퓨  워

(computer power)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것의 

학습은 도구(tool)와 한 계를 가진다. 사용자의 나이와 수 에 맞게 

한 도구를 제공하면 computational thinking의 개념 뿐 아니라 특정 

역의 개념 학습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도구의 사용

을 통해 자신만의 추상화를 자동화시키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

나 도구가 단순히 특정 개념을 이해하기 한 수단이 되거나, 내재되어 

있는 개념에 한 이해 없이 기능 으로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

 여기서 Wing(2008)이 말하는 도구란 결국 학습자가 추상화와 자동화를 

경험할 수 있는 로그래  환경을 의미한다. 비록 computational 

thinking이 사고과정으로 정의되었지만, 그것은 컴퓨터 과학자들이 로

그래 을 통해 표 을 생성하고 사용하는 표상 이고 인식 인 특정 상

황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Sengupta et al., 2013). 

이상의 논의들은 computational thinking과 수학교육의 통합이 로그

래 을 통한 수학  모델의 구성 활동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

한다. 그러나 computational thinking을 기반으로 하는 수학교육에서 로

그래 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Wing(2006)은 computational 

thinking의 학습은 로 로그래 의 학습을 의미하는 하는 것이 아

니라고 강조하 다. Computational thinking이란 인간이 문제의 본질 인 

요소를 추상화하고 이를 컴퓨터의 자동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때, 로그래  언어는 인간이 컴퓨터와 의사소통

하기 한 추상화와 자동화의 수단일 뿐이다. 그것은 기계어, 어셈블리

어와 같은 언어 는 Phyton, Java, C와 같은 고 언어가 될 수도 

있고, Logo와 같은 특정 수학 역에 한 언어 체계일 수 있으며, 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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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욱 간단한 문자 표 체계일 수 있다. 요한 것은 로그래  그 

자체가 아니라 컴퓨터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한 사고과정이다. 

한 과거와 달리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로그래  이외에 다양한 방식

으로 컴퓨터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 환경의 설계 목 과 학

습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한 수 의 문자표 과 조작 도구가 통합

된 표 체계를 학습자에게 제공하고 학습자가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

결하게 함으로써 computational thinking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

다. 이때, 이러한 표 체계를 통한 수학  모델의 구성을 통해 수학  

개념의 학습이 함께 이루어지기 해서는 이 표 체계가 수학  구조를 

내재하고 있어야 한다. 한 표 체계로 이루어진 추상화에 한 자동화 

역시 매우 요한 요소이다. 단순히 컴퓨터가 자동화를 통해 답만을 결

과로 보여 다면 그것으로부터 학생들은 수학  구조를 추론해낼 수 없

다. 를 들어, ‘원(2,0,3)’이라는 표 에 해 컴퓨터가 자동화하여 

심이  이고 반지름이 인 원을 화면에 출력해 다고 해서 학습자가 

원의 작도법과 같은 수학  구조를 탐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학습 환경

은 표 체계 속에 담겨있는 수학  구조가 잘 드러나도록 자동화의 과정

을 보여주어야 한다. 학생들은 이러한 자동화의 과정과 결과가 주는 피

드백으로부터 자신의 사고를 수정하고‘What if’ 략을 통한 수학  탐

구를 해내갈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computational thinking을 기반으로 하는 수학 

학습은 수학  구조를 내재하고 있는 한 표 체계를 학습자에게 제

공하고 표 체계로 추상화된 해법을 자동화시키되, 그 차와 결과를 통

해 수학  탐구가 가능한 학습 환경을 통해 실 될 수 있을 것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확률 문제 상황을 추상화하고 시각화 시킬 수 있는 

수학  구조가 포함된 표 체계를 제공하는 새로운 학습 환경을 설계하

고자 한다. 이러한 학습 환경에서의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확률 개념을 

학습하고 computational thinking 역량을 함께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이제 구체 으로 computational thinking 기반 스마트 확률 학

습 환경 설계를 한 이론  배경으로 constructionism에 해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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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nstructionism 기반 학습 환경

Computational thinking에 한 연구는 아직까지 그 개념과 정의에 

한 논의가 부분일 뿐 구체 인 학습 환경 설계에 한 논의는 거의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Papert(1980)의 Constructionism에서는 학습을 구체  조작의 

상을 제공하는 컴퓨터 환경에서의 역동 인 탐구와 실험을 통한 지식의 

구성으로 보는데 이는 computational thinking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과 

유사하다. 실제로 Papert는 Wing(2006) 이 에 이미 computational 

thinking 이란 용어를 사용한 바 있으며 정신  도구로써 컴퓨터를 활용

한 지식의 탐구와 문제 해결의 요성을 강조하 다. Constructionism은 

학습과학(learning science)으로 발 되어 계속 연구되어 오고 있으며 그

에 따라 다양한 학습 환경이 개발되고 설계 원리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Papert(1980)의 constructionism은 computational thinking 기반 학습 환경 

설계에 한 구체 인 이론을 제공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computational thinking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 환경 설계에 한 원리를 

constructionism과 Logo의 아이디어에서 찾고 있다(Sengupta et al., 2013; 

Brennan & Resnick, 2012; Grover & Pea,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computational thinking 기반 확률 학습 환경을 설계할 때 constructionism

과 학습과학의 련 이론들을 배경으로 삼고자 한다. 

2.1. Constructionism

Constructionism은 Piaget의 제자이자 동료인 Papert(1980)가 구성주의

(construvtivism)를 기반으로 정립한 학습이론이다. Driscoll(2005)에 의하

면, 구성주의는 인지 발달 측면에서는 Piaget, 학습의 상황  근원의 측

면에서는 루 와 비고츠키의 향을 가장 크게 받은 이론이다. 구성주

의는 기본 으로 학습자는 지식을 받아들이기 한 빈 그릇이 아니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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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지식으로부터 의미를 형성해내는 존재라는 가정을 하고 있다. 구성

주의는 지식을 보는 에 따라 학습자가 외부의 자극에 하여 동화와 

조 이라는 내  자극을 통해 지식을 구성한다는 조작  구성주의, 학습

자가 능동 으로 주 인 지식을 생성한다는 진  구성주의, 사회  

합의에 의한 지식의 도출을 강조하는 사회  구성주의 등의 흐름이 있

다. 하지만 공통 으로 학습자는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지식과 의미를 구

성해낸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주의 이론에서 공통 으로 약 으로 지 받는 은 능동

이지 않는 학습자들은 학습 상보다는 놀이 자체에만 집 할 수 있다는 

것이다(Driscoll, 2005). 따라서 구성주의에서 지식의 구성은 학습자의 내

면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과정에서 교사의 안내 는 도움이 필요하며 

학습자가 지식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요하다. 이러한 학습 환경에는 Logo와 같은 컴

퓨터 기반 학습 환경이 포함된다. 실제로 구성주의는 상호작용  사용

자 심의 학습 략을 실행하는 효과 인 수단으로 컴퓨터 테크놀로지

의 활용이 확 되면서 큰 힘을 얻게 되었다(Driscoll, 1999). 

그러나 송민호(2010)에 의하면, 구성주의는 인식론  논의에서 출발한 

이론이고 교육공학은 공학을 기반으로 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구성주의

를 기반으로 학습자의 능동 인 지식 구성을 돕기 한 공학 학습 환경

의 설계에 한 구체 인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에 Piaget의 

제자인 Papert(1980)는 이러한 구성주의를 한 도구로써 학습 환경의 

설계와 학습자의 활동에 을 맞춘 constructionism을 주창하 다. 

Ackermann(2001)에 의하면, Piaget의 구성주의가 학습자의 인지 구조에

서 발생하는 지식의 형성 과정에 을 두고 있는 인식론에 가깝다면, 

Papert의 constructionism은 Piaget의 구성주의를 실 시키는 실천 인 방

법론에 가까운 이론이다. 

Papert(1980)는 Piaget의 ‘동화’에 한 개념을 자신의 어린 시  

‘기어(gear)’에 한 경험을 통해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둥근 

물체만 보면 기어처럼 맞물려 돌리기를 즐겼고 어느새 톱니바퀴가 맞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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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돌아가는 규칙에 해 이해하게 되었는데, 등학교 수학 시간에 이

변수 방정식을 톱니바퀴의 톱니수를 이용하여 쉽게 계산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에게 있어서 학습은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 구체 인 것

에서 시작하여 그것들을 조 하는 방법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러한‘조

하는 방법’을 획득하기 해서는 학생 스스로의 구성 활동과 그것에 

한 반성이 필수 이다. 따라서 constructionism에서는 이러한 구성 활

동과 구성에 한 반성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 설계가 매우 요하다. 

Papert(1980)는 어린 시  기어와 같은 유용한 환경으로 컴퓨터를 주목

하 다. 그는 30년 에 이미 컴퓨터가 학교의 학습 환경을 개선시키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견하 으며, 미래 사회에서 반드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 능력이 될 것이라고 하 다. 그는 아동들이 컴퓨터

와 화하며 컴퓨터에게 사고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동안 자신도 사고하

는 방법을 탐구하게 되는 Logo를 개발하 다. Logo는 평면 의 도형과 

운동을 ‘가자’와 ‘돌자’의 기본 행동의 합성으로 악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그림을 이 기본 명령의 합성을 통해 그리게 하는 환경이다. 그는 

아동들이 Logo에서의 스스로 필요한 만들기 활동을 하며 개인  필요에 

따라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고 하 다. 이에 련하여 Kafai & 

Resnick(1996)은 constructionism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 다.

constructionism은 학습이론이면서 동시에 교육을 한 략이다. 이것은 지

식은 단순히 교사로부터 학습자에게 달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마음으

로부터 능동 으로 구성되는 것이라는 Jean Piaget의 구성주의 이론을 바탕으

로 하고 있다. 아이들은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만든다. 

constructionism은 학습자들이 로 , 시, 모래성 는 컴퓨터 로그램과 같은 

외부의 인공물들을 극 으로 만들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한다. 즉, constructionism은 개인 으로 의미 있는 인공물을 구성하

는 과정에서의 지식의 구성이라는 두 가지 구성을 연결하는 것이다.(Kafai & 

Resnick, 1996, p. 1).

즉, constructionism 이론의 핵심은 ‘물리  구성’을 통한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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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이라는 두 가지 ‘구성(construction)’에 있다(김화경, 2006). 

그러나 constructionism이 모든 교수법을 부정하고 학습자의 능동 인 

지식의 구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Constructionism은 교수-학습은 

교사와 학생들이 학습물(learning artifacts)에 한 설계와 토론에 참여하

는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된다는 교수(instruction)에 한 다양한 을 

반 하여 제안되었다. 더욱이, 그러한 학습 상호작용은 학교 내에서의 

상호작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이나 가족 내에서의 상호작

용에도 확장된다. 따라서 지식의 능동  구성뿐만 아니라 동과 아이디

어의 공유를 진하는 것도 학습 환경 설계의 핵심 이 되어야한다

(Kafai, 2005). 학습자는 외부의 인공물을 구성하지 않고도 지식과 개념을 

구성할 수는 있으나, 지식의 구성은 학습자가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거나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 하기 해 물리 인 구성을 할 때 더욱 생생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Papert가 개발한 Logo를 시작으로 constructionism 이론에 따라 다양한 

테크놀로지 기반 학습 환경이 개발되었는데 이를 마이크로월드라고 한

다. 마이크로월드란 간단히 수학 는 과학의 특정 역을 구체화하거나 

를 들어 표 해주는 컴퓨터 환경으로 정의할 수 있다(Edwards, 1995). 

본 연구에서 설계하고자 하는 학습 환경은 확률 역의 마이크로월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학습 환경의 설계를 하여 마이크로월드에 

해 살펴보자.

2.2. 표 체계로써 마이크로월드

마이크로월드라는 용어는 Logo의 출 과 함께 등장하 다. 기에는 

마이크로월드는 로그래  가능한 환경만을 한정하여 의미하 고, 그것

의 가장 큰 특징은 로그래  언어를 통하여 시각  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는 이었다. 최근에는 그 정의가 확장되어 마이크로월드는 한 

과제와 교육 체계가 있을 때, 학생들이 풍부한 의미를 창출해내는 탐구 

 구성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일련의 과학  개념과 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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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컴퓨터 환경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다(Sarama & Clement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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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하 다.

 1. 학생들에게 탐구하고 조작할 모델을 제공한다.

 2. 학습해야할 수학이 모델에 내재되어 있다. 즉, 모델은 내재된 수학의 직

 표 이다.

 3. 피드백은 직 이고, 하며, 진단에 용이하며, 시각 이다. 따라서 학생

들은 즉시 발생한 오류가 무엇인지 그것은 올바른 해답과 어떤 계가 있

는지 악할 수 있다.

 4. 모델은 다양한 수 의 수학  지식과 능력을 가진 학생들에게 풍부한 탐구 

환경을 제공한다. 그러나 학생들이 수학을 더 많이 용하면 할수록 모델

을 통해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

결국 마이크로월드의 핵심 인 특징은 그 자체가 하나의 수학  모델

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수학  활동을 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다. 일 이 Papert(1980)는 Logo 마이크로월드를 수학을 표 하기 한 

언어체계로 생각하 다.

  컴퓨터 로그래 은 인간이 인간과 컴퓨터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컴퓨터와 의사소통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언어를 배우는 것은 아동들이 

가장 잘하는 것  하나이다. 모든 아동들은 말하기 해 배운다. 그런데 왜 

아동들은 컴퓨터에게 말하는 법을 배우지 말아야 하는가?(pp. 5-6)

그는 아이들이 어릴 때 모국어를 배우듯이 자연스럽게 수학을 체득해

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치 랑스어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랑스

에 가서 사는 것처럼, 수학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Logo라는 수학나

라(Mathland)에 가는 것이라 생각하 다. 수학나라에서 수학의 언어 

Logo를 이용하여 말하면서 수학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마이크로

월드는 수학을 말하는 수 있는 하나의 표 체계 자체이다. 마이크로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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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용자에게 강력한 표 의 도구를 지원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다양한 외  인공물로 나타낼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러한 표

의 도구에는 문자 표 , 시각  표 , 음성  표  등 다양한 것이 있

다. Logo는 문자 표 을 강조한 환경으로 볼 수 있지만 이후 다양한 방

식의 표 체계를 가진 마이크로월드들이 등장하 다. 표 인 마이크로

월드로는 로그래 에 의한 기호  마이크로월드인 Logo(Papert, 1980), 

StarLogo(Resnick, 1992), NetLogo(Wilensky, 1999) 등과 시각  표 이 

심이 되는 마우스 끌기를 통한 조작 환경인 Cabri-geometry(Laborde, 

1990), GSP(Jackiw, 1991) 등이 있다. 한 로그래 과 동  조작이 통

합된 마이크로월드인 JavaMAL(조한 , 2003)이 있으며 명령어 블록

(Block)을 마우스 끌어 로그래 하는 시각  블록 로그래  환경 

Scratch(Resnick et al., 2005)도 개발되었다. 이들은 사용하는 방식은 다

르지만 하나의 ‘언어체계’로 수학을 표 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공통

을 가지고 있다. 가장 표 인 마이크로월드인 Logo를 통해 마이크로

월드를 하나의 표 체계의 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Papert(1980)는 언어 학습이 수학  이해의 발달에 한 효과 인 은유

를 제공한다고 주장하 다. 그는 컴퓨터 과학자들이 로그래 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따라서 그는 

LISP 형태의 로그래  언어의 양식을 빌려 학생들이 수학을 탐구할 수 

있는 Logo를 개발하 다. 그러나 Logo의 표 체계는 단순히 C언어나 

Java 같은 로그래  언어와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것은 수학

 구조를 포함하는 수학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Papert(1980)는 평면 도

형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인 구조를 ‘길이’와 ‘각’으로 보고 각각

에 해당하는 ‘가자’와 ‘돌자’를 기본 명령으로 환경에서 제공하

다. 유클리드 기하에서 공리와 공 을 이용하여 모든 기하학의 정리들을 

증명하듯이 학습자들은 가자, 돌자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기하학을 탐구

하게 되는데 이는 미분기학  근이 숨어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학습 환경에서 제공하는 표 체계는 수학  구조를 내재하고 있으

며, 해당 역의 지식을 표 할 수 있는 기본단 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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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nick & Silverman(2005)은 이러한 명령어들을 수학  구조를 가지

고 있는 일종의 ‘블랙박스(Black Box)’라고 불 다. 를 들어 학생들

이 가자와 돌자 명령어를 사용하여 거북이를 움직일 때, 컴퓨터는 내부

으로 복잡한 삼각함수와 같은 수학  계산을 실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컴퓨터의 복잡한 계산은 이용자에게 블랙박스처럼 숨겨져 있다. 이러한 

한 블랙박스의 설정은 학습 환경에서 핵심 요소이다. 기본 명령어인 

블랙박스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학습 환경을 사용하기 해 학

습자가 가지고 있어야할 기본 지식도 달라지며, 탐구할 수 있는 해당

역의 지식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를 들어 가자와 돌자 명령은 좌표평

면에서의 해석기하  근에 의한 도형의 탐구에는 효율 이지 않을 수

도 있다.

한편, 이러한 블랙박스의 설정은 곧 Papert(1980)의 ‘강력한 아이디

어’와 련 있다. 그는 강력한 아이디어는‘일생 동안 사고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 으며 ‘피드백’이나 ‘ 간의 경우

에 한 아이디어’를 로 제시하 다. 바로 평면 기하를 가자와 돌자 

라는 간 언어로 표 하고 탐구하는 것이 강력한 아이디어인 것이다. 

Logo는 실제로‘거북 그래픽(Turtle Graphic)’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스크린을 좌표축처럼 생각하여 그래픽을 구성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Logo는 거북이라는 에이 트의 국소  움직임을 통한 그래픽 구성 방식

을 새롭게 제시하 기 때문이다. 지 까지도 2D, 3D 컴퓨터 그래픽 디자

인 분야에서 거북그래픽이라는‘강력한 아이디어’가 사용되고 있다. 학

습자들이 의미 있는 구성활동을 통해 이러한 ‘강력한 아이디어’를 학

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마이크로월드를 표  체계로 설계할 

때 이러한‘강력한 아이디어’를 고려해야 한다. 

Logo에 가자와 돌자 명령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변수의 지정과 입, 

반복문, 조건문, 함수의 지정과 호출 등과 련된 일반 인 로그래  

명령어들도 다수 존재 한다. 이러한 명령어는 거북이를 직  움직이는 

명령어는 아니지만 순차성, 반복성, 재귀성, 함수화 등 computational 

thinking과 련된다. 이들은 일종의 문장 형식3)을 띄고 있어 거북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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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과 함께 Logo를 수학을 표 하는 언어로 완성시켜 다. 이러한 Logo

는 언어로써 학습자의 생각을 표 하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료

나 교사와의 의사소통에서도 쓰일 수 있다.

기술의 발달로 테크놀로지 학습 환경은 단순히 컴퓨터 뿐 아니라, 무

선 인터넷이 가능한 태블릿PC,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장치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시 가 도래 하 다. 이에 다양한 표  방법을 사용하는 마

이크로월드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공통 으로 학습자에게 단순히 

지식을 달하기 보다는 학습자가 환경에 내재된 수학  아이디어를 이

용하여 표 하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언어체계라는 Logo의 

기본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학습자가 확률 문제 

상황들을 표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재된 수학  아이디어를 체득할 수 

있는 하나의 언어체계로써 마이크로월드 환경을 설계하고자 한다.

2.3. 체화된 모델링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는 하나의 정립된 이론이 라기 보다 

신체에 의한 인지 형성에 한 인지과학, 철학, 심리학 등 여러 학문의 

개념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다. 체화된 인지는 신체의 움직임이 사고와 

생각의 발 에 핵심 인 역할을 한다는 인지 이론이다. 이는 마음은 환

경과는 독립 으로 한 개인 뇌 내부에서 일어나는 정보의 인지  표상이

나 처리가 아니라, 몸으로 환경 속에 구체화되며, 몸의 활동을 통하여 

환경과 연결되어‘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 인간의‘행 ’라는 이

다(Hollnagel, 2007). 인지 과학 분야에서 체화된 인지의 등장으로 인해 

수학  지식의 도 변화하게 되었다.

Lakoff와 Núñez(2000)은 수학은 범 한 일상의 신체 인 경험으로부

터 생겨나고 마음이라는 역에서의 상상력을 이용하면서 구성되어 왔기 

때문에 수학의 본질은 인간 인 아이디어이며 형식  증명, 공리, 정의 

등은 그러한 수학의 일부일 뿐이라 하 다. 인간의 수학은 월 인 이

3) 를 들어 변수에 값을 입하는 명령은 MAKE “X 30 과 같이 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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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아의 세계에 존재하는 그것의 일부일 수 없다. 수학  지식의 본성에 

한 물음은 인지과학의 으로부터 설명된 것이며, 수학은 곧 체화된 

것이다. 를 들어, 우리는 물건들이 한 그릇에 모여담기는 것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집합이라는 수학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Núñez, 

Edwards, & Matos, 1999).

체화된 인지 이론에 의해 인간의 신체와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

해 수학  개념이 형성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학습을 한 도구와 활

동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체화된 인지를 고려하게 되었다. 특히 구성주의

자들은 학습을 사회, 문화  맥락과 한 계되는 과정으로 보았기 

때문에 체화된 인지 이론을 쉽게 수용할 수 있었다. Abrahamson(2009)는 

인간이 자연스럽게 세상을 인지하는 방법을 반 하여 교육 인 도구와 

활동을 설계하는 기술을‘체화된 디자인(Embodied Design)’이라 칭하며 

학습과학에 도입하 다. 체화된 디자인 에 따라 설계된 학습 환경에

서는 학습자들은 그들이 신체  특성과 움직임을 사용하며 화학, 생물, 

물리, 는 수학  문제에 근하게 된다. 이와 유사한 에서 제스쳐

와 인공물과의 상호작용을 심으로 학습자의 수학  인지에 한 연구

가 많이 이루어졌다(Abrahamson, 2009; Radford, 2009; Nemirovsky & 

Ferrara, 2009). 그 다면, 마이크로월드에서의 학습은 체화된 인지를 통

해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학습자의 신체  특성  움직임만으로 마

이크월드에서의 물리  구성을 통한 수학  지식의 구성 과정을 설명하

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에 해 최근 학습과학에서 등장한 을 살펴

보자.

Soylu(2011)에 의하면, 수학에 한 체화된 인지  근은 크게 두 종

류로 나  수 있다. 하나는 신체  과정이 어떻게 수학  과정과 상호작

용하는가에 한 경험  탐구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이 수학  개념

을 이해하기 해 어떻게 개념  은유를 사용하는가에 한 연구이다. 

그는 이러한 두 가지 을 종합하여‘체화된 시뮬 이션’으로 인간의 

수학  인지에 해 설명하고자 하 다.

체화된 인지 이론의 등장으로 기존의 사회  인지 이론 역시 체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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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설명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를 체화된 시뮬 이션이라 한다. 체화

된 시뮬 이션 이론은 거울 뉴런 체계의 발견을 통하여 형성되었다. 타

인의 행 와 정서는 우리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 내 인 감각-운동 체

계 속에서의 모델링을 통하여 직 으로 경험되는데 이러한 모델링 체

계가 곧 체화된 시뮬 이션이다(Gallese, 2005).

Soylu, Brady, Holbert, & Wilensky(2014)는 이러한 체화된 시뮬 이션 

개념을 확장하여‘ 채택(perspective taking)’이라는 개념을 도입하

다. 채택은 타인의 을 취하는 것 뿐 아니라 인간이 아닌 동물 

는 무생물의 을 취하여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

는 방법을 상해보는 것을 포함한다. 이들은 채택에 의해 

NetLogo(1999)와 같은 멀티 에이 트 기반 모델링 환경4)이 체화된 인지

의 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에이 트 기반 환경은 

학습자에게 그들 자신이 에이 트가 있는 장소에서 에이 트의 행동 규

칙을 지정할 기회를 주고 모델을 시뮬 이션할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학습자는 에이 트의 을 취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에 해 상상하고 

경험한다. 에이 트의 입장에서의 직 인 지각운동(perceptuo-motor) 

경험에 의해 학습자는 미시 인 에이 트 수 뿐 아니라 거시 이고 종

합 인 수 에서 시뮬 이션된 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즉, 에이

트를 통해  학습자는 모델 안의 에이 트의 을 취하고 그 체계 안의 

에이 트 입장에서 다른 개체들의 행동을 추측함으로써 과학  탐구를 

하게 되며 모델에 내재된 구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Wilensky 

& Reisman, 2006). 체화된 모델링, 즉 에이 트의 을 채택함으로써 

상을 이해하는 은 체화된 시뮬 이션을 통해 인간이 세상을 이해

하는 방법과 본질 으로 유사하다.

이러한 채택을 통한 체화된 모델링 은 사실 constructionism의 

Logo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Papert, 1980; Papert & Harel, 1991). 

를 들어 Logo 사용자는 컴퓨터 화면 속의 에이 트인 자거북을 사

4) 서로 상호작용하며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다수의 에이 트를 이용하여 

모델링하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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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기하학  상을 그리게 된다. 이때 사용자들은 자연스럽게 거북

이 등에 올라탄 것처럼 상상하며 거북이의 방식으로 생각하게 되거나, 

거북이의 을 취해 마치 자기 자신이 거북이가 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한다. 이러한 채택을 통해 학습자들은 거북이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추론할 수 있다. Papert(1980)는 이러한 것을 신체-동조 (body-syntonic) 

추론이라고 표 하 다. 학습자들은 운동장에 발자국으로 도형을 그리는 

것과 같이 실세계에서의 신체의 움직임에 한 정보를 이용하여 거북이

로 하여  도형을 그린다. 역으로 Logo 환경에서 거북이를 움직임으로써 

얻은 경험이 실세계에서의 기하학  상황에 이용될 수도 있다. 거북이의 

에서의 Logo 세계의 구성활동과 그에 한 반성은 실세계 기하학의 

형식 인 개념에 한 이해의 거름이 된다. 따라서 Papert를 비롯한 

구성주의자(constructionist)들은 마이크로월드를‘함께 사고하는 상

(object to think with)’으로 보았다. 

이러한 체화된 모델링 환경의 핵심은  채택 는 신체-동조의 

상인 에이 트에 있다. 에이 트의 마이크로월드에서의 동 인 움직임은 

곧 사용자의 내부의 감각-운동 체계에서 시뮬 이션 된다. 에이 트는 

인간의 신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감각-운동 체

계로 근가능하며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는 에이 트가 움직이

면서 만들어내는 수학  상에 한 이해가 가능하며 에이 트의 규칙

을 변화시켰을 때 내부 인 시뮬 이션을 통해 그 결과를 측하거나 추

론할 수도 있다. 

한편, 확률·통계 역에서 각각의 실험은 임의성을 띄지만 량의 실

험 결과들이 모이면 일정한 규칙성을 갖는다는 특성이 있다. 만약 학습

자가 직  에이 트에 확률  규칙을 지정하고 그러한 에이 트의 수많

은 무작  움직임을 통해 하나의 패턴을 구성한다면, 이는 이러한 확

률의 특성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학습자는 에이 트의 

에서 에이 트의 개별  움직임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체 인 

패턴에 한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실험의 결과를 단순히 표나 그래

와 같은 시각  표상으로 제공하는 환경과 비교했을 때, 에이 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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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환경은 앞에서 살펴본 체화된 인지의 에서 확률 상을 이해하

고 추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의 환경에서 학습자는 그  

찰자 는 방 자이다. 하지만 후자의 환경에서는 학습자 자신이 곧 에

이 트와 동조하여 시뮬 이션 되며 확률 상을 이해하고 궁극 으로 

내 인 멘탈 시뮬 이션을 통해 련된 다양한 추론을 할 수 있다. 이러

한 측면에서 멀티 에이 트 모델링 환경인 NetLogo를 이용하여 다양한 

확률 상을 학습하는 과정에 한 연구들이 진행되기도 하 다

(Abrahamson & Wilensky, 2005; Wilensky,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체화된 모델링의 에서 사용자가 에

이 트에 확률  규칙을 부과함으로써 여러 가지 확률 상을 직  구성

할 수 있는 모델링 환경을 설계하고자 한다.

2.4. Constructionism 기반 학습 환경 설계

여기에서는 constructionism 기반 학습 환경을 설계하기 한 이론들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constructionism에서 발 한 학습과학에서 

제시하는 학습 환경 설계 시 고려해야할 네 가지 에 해 살펴본다. 

한 구체 으로 실천 략을 얻기 해 이러한 학습 환경 설계를 한 

공학용 소 트웨어 개발 원리에 한 선행 연구들에 해 살펴본다. 

2.4.1. 학습 환경 설계의 원리

학습과학에서는 Bransford, Brown, & Cocking(2000)이 효과 인 학습 

환경 설계를 한 네 가지 을 제시하 다. 학습 환경 설계에 한 

네 가지 은 각각 학생, 지식, 평가, 공동체를 심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이러한 에서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 요하다.

학습자 심의 환경에 을 맞추는 것은 학습자가 새로운 지식을 구

성하는데 재의 지식을 사용하고, 재 자신의 믿음과 지식이 새로운 

정보를 해석하는데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요시하는 것이다.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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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환경에서의 주요한 략은 학습자로 하여  다양한 상황에 해 

측해 보도록 하고, 측 이유에 해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지

식 구조를 설명하고 발달시키도록 진하는 것이다. 잘 알려진 오개념을 

포함한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은 인지  갈등에 참여하게 되고 자

신의 생각을 검토하고, 어떻게, 왜 다양한 아이디어가 변화할 필요가 있

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Bransford et al., 2000). 

한, 효과 인 환경은 지식 심 이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일반

인 문제해결과 사고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문제를 

풀고 생각하는 능력은 한 맥락에서 근이 가능한 잘 조직된 지식을 

필요로 한다. 어떤 수업을 시작할 때 학생이 재 어느 정도의 지식과 

기술로부터 시작하는가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는 어느 정도 학습자 심 

환경과 복되는 의미이지만 학습자 심 환경은 문화  맥락에서 아동의 

재 상태를 요시한 반면, 지식 심 환경에서는 학습자의 지식과 기술 

자체에 집 하여 어떻게 지식의 구조를 효과 으로 제시할 것인지에 집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지식은 반드시 발달단계에 맞게 한 방식

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Bransford et al., 2000). 따라서 학습자

심, 지식 심의 컴퓨터 기반 학습 환경에서는 학습자가 재 가지고 있

는 지식을 사용하여 해당 역의 문제를 추측하고 결과를 확인하고 자신

의 생각을 고쳐나갈 수 있는 한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 한 그러한 

도구는 충분히 사용자의 발달단계에 합한 지식의 구조를 반 하고 있

는 것이어야 한다.

한 효과 으로 설계된 환경은 평가 심이어야 한다. 피드백은 학습

에 기본 인 것이지만, 실제로 교실에서 피드백을 받을 기회는 그리 많

지 않다. 학생들에게는 시험과 보고서와 같은 총합평가뿐 아니라, 학생

에게 수정할 기회를 주고, 피드백을 통해 학생의 사고와 학습의 질을 향

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형성평가도 필요하다. 한 이러한 평

가는 반드시 학습 환경에서 목표로 하는 학습목표를 반 해야한다

(Bransford et al., 2000). 따라서 이러한 을 컴퓨터 기반 학습 환경에 

용한다면, 환경 내에서의 학습자의 학습 활동에 한 다양한 피드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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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할 수 있는 도구가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피드백은 학생들

의 사고와 학습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질 인 것 이어야하며, 학습목

표에 일치하는 것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습 환경은 어느 정도 공동체 심이어야 한다. 이상 으

로 학생, 교사 그리고 련된 모든 사람이 학습활동과 학습에 한 높은 

기 을 시하는 규범을 공유해야 한다. 이러한 규범은 사람이 상호 작

용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키고, 피드백을 주고 학습하게 한다. 한 

공동체에는 학 , 학교뿐 아니라 학교와 가정을 포함한 더 큰 공동체간

의 연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학교 밖에서의 공동체 학습 활동 역시 

학생의 학문  성취에 큰 향을  수 있다(Bransford et al., 2000). 따

라서 컴퓨터 기반 학습 환경은 학생들이 교사, 친구, 나아가 학교 밖의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웹 환경을 기반으로 의

사소통의 장소를 마련해주거나, 해당 역에 한 의사소통이 용이하도

록 하는 표  등을 제공하는 것이 그러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학습 환경에 한 네 가지 은 어느 정도 복된 부분이 존

재하며 서로 분리된 것이라기보다 궁극 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다[그림 

Ⅱ-1]. 따라서 네 가지 을 잘 조율하여 학습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 

요하다. 이제 학습과학에서 제시하는 학습을 한 공학용 소 트웨어 

설계 원리에 한 선행연구들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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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학습 환경에 한 네 가지 (Bransford et al., 2000)

2.4.2. 공학용 소 트웨어 설계 원리

Eisenberg(1995)는 그의 연구에서 교육용 공학 로그램의 설계 원리를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 다. 첫 번째 원리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로그

래  환경과 직 인 조작이 가능한 인터페이스가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은 비언어  과제에 합한 직  조작 기

술과 형식 인 표 과 개념을 요구하는 과제에 합한 로그래 이 상

호 보완될 때 학습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두 번째 원리

는 문가용 환경과 교육용 환경 사이의 차이를 여야한다는 것이다. 

를 들어 수학교육에서는 실제 수학자들이 연구에 사용하는 환경과 동

일한 구조를 기반으로 교육용 환경을 설계하여야 한다. 학생들이 이러한 

환경에서 수학자가 탐구하는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원리는 도움말, 제, 디버그 기능과 같은 도구를 포함

해야한다는 것이다. 학습자가 환경의 인터페이스, 로그래  문법 등을 

학습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야한다는 것이다.

한편, Resnick & Silverman(2005)은 20년간 학생들을 한 다양한 

constructionism 기반 공학 로그램을 디자인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공학 설계의 기본 원리 10가지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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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자이 를 한 디자인을 하라.

(2) 바닥은 낮게 그러나 벽은 넓게 하라.

(3)‘강력한 아이디어’는 강요하지 말고 감추어라.

(4)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여라.

(5) 최 한 간단하게 만들어라.

(6) 블랙박스를 신 히 설정하여라.

(7) 약간의 로그래 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하여라.

(8)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닌, 진정 원하는 것을 제공하여라.

(9) 스스로 사용하고 싶은 환경을 개발하여라.

(10) 수정하고, 수정하고,  수정하여라.

이  요한 몇 가지 원리의 의미를 살펴보자. 첫 번째 원리는 디자

이 를 한 디자인(design for designers)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리는 constructionism의 발 된 형태인‘디자인을 통한 학습(learning 

through design)’을 강조한다. 최고의 학습은 능동 으로 디자인에 참여

하고 의미 있는 상을 창조할 때 일어난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러한 의

미 있는 디자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학 로그램을 설계해야한다. 

한 단지 학습자가 무언가을 구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구성에 내재

되어 있는 아이디어를 탐험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한다.

두 번째 원리는‘바닥은 낮게 벽은 넓게(low floor and wide walls)’ 

설계 하라는 것이다. 이는 교육 공학 설계는 충분히 구체 이어서 학생

들의 쉽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어야 하며(low floor), 충

분히 일반 이어서 학생들이 지속 으로 새로운 활용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어야 한다(wide walls)는 의미이다.

여섯 번째 원리는 블랙박스를 주의하여 설정하라는 것이다. 공학 환경 

설계에서 가장 요한 것은 사용자가 조작하고 사용할 기본단 를 설정

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어진 환경에서 학습자가 탐험할 수 있는 아이디

어와 학습자에게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아이디어를 결정하는 것이다. 

를 들어 Logo에서는 가자 명령어를 통해 학습자는 다양한 수학  개념

과 기하 개념을 탐구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자라는 명령어를 실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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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컴퓨터가 내부 으로   좌표를 계산하는데 사용하는 삼각함수와 

같은 개념은 블랙박스로 학습자에게는 감춰져 있다. 즉, 블랙박스의 선

택이 그 환경 속에서 탐구할 수 있는 내용 역의 범 를 결정한다. 따

라서 공학 환경 설계에서는 어디까지를 블랙박스로 감출 것인가가 요

하며 이는 곧 두 번째 원리인‘바닥은 낮게 벽은 넓게’와도 깊은 연

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송민호(2010)는 constructionism에 기반을 둔 수학교육공학을 체

계 으로 정리하여 공학  장치를 이용한 수학 학습 환경 설계에 한 

지침을 마련하 다. 그는 앞에서 살펴본 학습과학에서 제시한 학습 환경

의 네 가지 에 한 논의를 바탕으로 수학이라는 학문의 구조  특

징이 반 된 학습 환경 설계 원리를 제시하 다. 특히 제시한 설계 원리

에 따라 실제로 학습 환경을 구 시키기 한 구체 인 실천 략으로써 

공학  장치의 개발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1) 수학  구조를 심으로 방향 기호 번역기를 개발하라: 학습자가 사용하

는 기호 체계를 수학  상으로 번역해주는 역할과 함께 학습자의 조작 

활동을 기호 체계로 구조화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2) 수학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학  표  체계를 개발하라: 공학  장치의 

도움을 통해서 수학  상을 의미 변화 없이 다른 사람에게 달할 수 있

도록 하라는 것이다.

3) 수학  상을 어디서든 표 할 수 있도록 개발하라: 를 들면, 이메일이

나 웹 게시  등을 환경에서 제공할 때 수학  상을 표 할 수 있는 수

단을 제공하라는 것이다.

4) 공학  장치 사이의 의사소통을 숨겨라: 공학  장치 사이의 복잡한 상호

작용을 숨겨 학생이 수학  상에 집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5) 학습자가 쉽게 근할 수 있도록 개발하라: 사용자가 어려운 로그래 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쉽게 공학  장치를 이용하고 의미 있는 조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

6) 즉각 이고 다양한 피드백이 가능하게 개발하라: 다양한 피드백을 통해 학

습자에 한 정확한 평가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7) 학습자가 수학 활동에 극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하라: 학습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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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수학  구조를 구성하기 해 능동 인 조작활동을 강조하라는 것

이다.

8) 학습자의 수학 활동을 기록할 수 있게 개발하라: 학습자가 공학  장치와 

상호작용하는 기록을 통해 조작 활동을 체계 으로 악할 수 있도록 하라

는 것이다.

수학 학습 환경 설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상의 설계 원리들은 공

통 으로 학습 환경이 수학  구조를 내포해야함을 강조한다. 학습자가 

자연스러운 구성 활동을 통해 환경에 내재된 수학  구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이다. 따라서 학습 환경 설계를 해서는 학습 목표

에 해당하는 역의 수학  지식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환경이 

지식을 사용자에게 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마이크로월드 안에서 

주어진 도구를 사용하여 수학  모델을 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

게 그 안에 내재된 수학  원리를 체득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한 환경에서 간단하고 쉬운 로그래 이라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Logo를 비롯한 교육용 로그래  언어는 그것을 익히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렵다는 에서 많은 비 을 받아왔다. 그러나 여 히 로그

래 은 특정 개념을 형식 으로 표 하는데 효과 이며 컴퓨터 과학의 

핵심으로 computational thinking을 경험하는 좋은 수단이다. 따라서 어

도 환경에서 학습자가 모델을 구성할 때 핵심 인 구조에 해당하는 부분

은 로그래  코드로 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 로그래

 코드는 학습자의 수학 활동에 한 기록으로써 평가  의사소통의 

측면에서도 가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constructionism 기반 공학용 소 트웨어 설

계 원리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스마트 확률 학습 환경을 설계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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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률과 테크놀로지

여기에서는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하는 확률  통계 학습에 한 선

행연구를 살펴 으로써 확률 역에서 테크놀로지가 어떤 측면에서 기여

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한 기존의 테크놀로지 기반 확률 학습 연구에

서 사용된 주요 확률 학습 환경에 해 분석하여, computational thinking 

기반 스마트 확률 학습 환경 설계에 한 함의 을 얻고자 한다.

3.1. 확률과 테크놀로지

일 이 Biehler(1991)은 테크놀로지 기반 확률 학습 환경에서의 시뮬

이션과 자료 분석 활동이 학생들에게 확률 상에 한 경험을 제공하

고, 이론  개념과 실제  용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게 해  것이라 하

다. 그는 학생들에게 화면에 확률 실험을 설계할 수 있는 소 트웨어

에서의 경험은 매우 가치 있을 것이라 견하 다.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테크놀로지 기반 확률  통계 학습에 한 연

구를 진행하 다. Konold(1995)는 컴퓨터 시뮬 이션이 확률 학습에 유익

한 근을 제공하지만 테크놀로지에서 활용하는 과제를 신 하게 선정해

야한다고 강조했다. 한 소 트웨어 설계는 사용자가 확률 상에 한 

감각을 느끼게 하고 직 을 풍부하게 하는데 을 맞춰야 한다고 하

다. Wilensky(1997)는 학생들이 StarLogo를 사용하여 직  확률 문제에 

한 로그램을 만들어 형식 인 개념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러한 과정은 학생들이 확률에 해 가지고 있는 인식론 이고 개념

인 장애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요한 돌 구가 된다고 하 다. 그는 

테크놀로지는 학습자들이 확률에 한 직 인 개념을 구성하는데 요

한 역할을 한다고 하 다. Pratt(2000)는 Chance-Maker 마이크로월드를 

사용한 연구에서 학생들이 실험을 직  설계하고 원하는 횟수만큼 시뮬

이션한 결과를 그래 와 같은 시각  표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테크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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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 도구가 확률 개념에 한 이해에 도움을 다고 하 다. Stohl & 

Tarr(2002)의 연구에서 어린 학생들이 소 트웨어 Probability 

Explorer(Stohl, 2002)을 사용함으로써 경험  확률과 이론  확률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확률  추론에 있어서 표본의 수가 커야함을 인식

할 수 있었다. Abrahamson & Wilensky(2005)는 NetLogo를 사용하여 �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맞춘 확률 시뮬 이션을 한 모델 라이 러리 

ProbLab을 설계하 다. 그들은 사례 연구를 통해 확률 시뮬 이션을 이

용한 토론 기반 학습으로 확률의 본질인 임의성을 탐구할 수 있음을 보

다. Konold & Kazak(2008)은 학생들의 확률에 한 연구는 실제 데이

터에 한 측과 설명을 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학생들이 형성하는 확률에 한 개념은 실제 찰할 수 

있는 상과 단 되지 않는다. 교실에서 빠른 시간 안에 실제 데이터를 

생성하고 탐구할 수 있는 것은 TinkerPlots(Konold & Miller, 2005)과 같

은 컴퓨터 기반 학습 환경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한다.

한편, Chance, Ben-Zvi, Garfield, & Medina(2007)는 테크놀로지가 다음

과 같은 6가지 측면에서 학생들의 확률�통계 학습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 다.

� 계산의 자동화: 테크놀로지로 인해 학생들은 량의 계산을 정확하고 오류 

없이 단시간에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계산에 의한 인지 부하 

없이 결과의 분석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개념 이해에 집 할 수 있게 

된다.

� 데이터 탐험에 한 강조: 테크놀로지의 사용으로 학생들은 쉽고 빠르게 다

양한 그래 를 생성할 수 있다. 학생들은 다수의 그래 와 서로 다른 표상들

을 조사할 수 있다. 하나의 데이터에 한 여러 가지 그래 는 학생들이 데

이터 속에 숨겨있는 본질을 찾을 수 있도록 해 다.

� 추상  개념의 시각화: 테크놀로지는 확률�통계  개념과 과정의 시각화, 복

잡하고 추상 인 아이디어에 한 설명, 다양한 시의 지원을 제공한다. 학

생과 교사는 개념에 해 쉽게 탐구할 수 있으며 유연성 있게‘What if’질

문을 통한 탐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교육  도구로써 시뮬 이션: 테크놀로지는 학생들이 쉽게 시뮬 이션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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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의 무작  과정(random processes)과 

통계  개념 학습 능력을 향상시킨다. 학생들은 시뮬 이션을 통해‘이 작업

을 수천 번 반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와 같은 질문에 한 답을 얻을 

수 있다. 시뮬 이션을 통해 확률 분포와 같은 추상  개념을 구체화시킬 수 

있다. 한 학생들은 시뮬 이션의 여러 가지 변수와 기 조건을 변화시키

면서 자신만의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 실생활 문제에 한 연구: 테크놀로지의 사용은 실생활 문제를 교실로 가져

와 학생들이 탐구하고 해결할 수 있게 해 다. 테크놀로지는 종종 인터넷을 

통해 더욱 흥미로운 문제와 데이터에 한 논의를 용이하게 해 다. 실제의 

데이터를 학생에게 주고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활동을 할 수 있

다.

� 력과 학생 참여를 한 도구 제공: 테크놀로지는 의사소통 도구(게시 , 

일 교환, 자 칠 ), 생산성 도구(온라인 안내말, 검색), 학생 참여 도구(그

룹 활동, 자기 평가, 학생 포트폴리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 환

경에서 학생들은 쉽게 다른 학생과 동하며 자신의 생각을 표 하기 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한 이러한 환경은 학교 밖에서의 학습

을 지원한다.  

핵심 인 부분을 요약하면 확률�통계 학습 측면에서 테크놀로지는 학

습자들에게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기 힘든 확률 실험과 량의 자료를 제

공함으로써 올바른 직 을 형성하도록 도울 수 있다. 한 환경에서 추

상  개념을 구체화시키는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들의 확률 개념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과제들은 주로 큰 수의 법

칙, 확률 분포와 같은 핵심 개념과 이론  확률과 경험  확률 사이의 

계와 련된 것들이 많은 편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스마트 확률 학습 환경 설계에 있어서 이러한 

테크놀로지의 역할을 반 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주로 다루던 과제

들이 효율 으로 표 될 수 있으면서도 좀 더 확장성이 있는 모델링 환

경으로 학습자가 의문을 품는 다양한 확률 상을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고자 한다. 다음 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테크

놀로지 기반 확률 학습 환경에 해 구체 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 36 -

3.2. 기존 확률 학습 환경

Biehler(1991)가 확률 역에서의 테크놀로지의 유용성에 해 언 한 

이후로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에서 테크놀로지 기반 확률 학습 

용 환경 는 확률 학습이 가능한 환경을 개발하 다(StarLogo, Resnick, 

1992; Prob Sim, Konold & Miller, 1994; NetLogo, Wilensky, 1999; 

ProbLab, Abrahamson & Wilensky, 2002; Probability Explorer, Stohl, 

2002; Chance-Maker, Pratt, 2005; TinkerPlots, Konold & Miller, 2011). 

이러한 교육용 소 트웨어 이외에도 엑셀과 같은 스 드시트나 특정 

개념의 학습을 돕는 애 릿(Applet)들도 많다. 이와 같은 확률 학습 환경

들은 크게 마우스 끌기를 주로 이용하는 환경과 로그래 을 심으로 

하는 기호  환경으로 나  수 있다. 이제 표 인 확률 학습이 가능한 

소 트웨어로 동 인 조작을 심으로 하는 TinkerPlots(Konold & Miller, 

2011)과 로그래  언어를 심으로 하는 NetLogo(Wilensky, 1999)에 

해 살펴보자.

3.2.1. TinkerPlots

TinkerPlots(Konold & Miller, 2005)는 원래 데이터 분석 주로 아동들

의 통계학습을 해 개발되었다. 이후 시뮬 이션 기능이 추가된 

TinkerPlots 2.0(Konold & Miller, 2011) 부터는 확률 상의 모델링과 통

계 데이터의 분석이 가능한 환경이 되었다. TinkerPlots은 문자입력이 없

이 많은 시뮬 이션 모델을 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본 연구는 통

계보다는 확률을 심으로 하는 학습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 목 이므로 

TinkerPlots의 확률 모델링 측면을 심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TinkerPlots 2.0은 확률 실험을 정의할 수 있는 시뮬 이션 인터페이스 

‘Sampler’를 포함하고 있다. Sampler를 이용하여 학생들은 확률 실험

을 모델링하고 결과 값을 데이터로 얻을 수 있다. Sampler는 그 형태에 

따라 박스에서 공을 뽑는 도구, 회  도구 등이 있다[그림 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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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TinkerPlots 2.0의 Sampler 도구 

메뉴에서 마우스 클릭을 통해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 여부를 정할 

수 있으며, 시뮬 이션 속도를 바꿀 수 있어 실험 과정을 찰할 수 있

다. 여러 개의 Sampler를 연결하여 모델링 하면 복합사건(compound 

event)의 확률도 탐구가 가능하다. 

를 들어, [그림 Ⅱ-3]은 회  2개를 사용하여 주사  2개를 던지는 

실험을 100회 실행하여 얻은 데이터에 해서 주사  의 합의 분포를 

살펴본 것이다. 차트에 나타나는 (Plot)은 각각 하나의 데이터 값을 표

한다. 학습자는 차트에 나타나는 들을 간단히 마우스로 끌면서 다양

한 형태의 차트를 구성할 수 있다. 로그램 이름이 TinkerPlots인 이유

는 이러한 들이 데이터 분석의 기본 단 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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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TinkerPlots 2.0에서의 주사  실험

 

확률 실험의 결과로 얻어지는 데이터는 데이터 카드 창에 스 드시

트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데이터카드의 데이터는 조직화되어 있지 않

은 데이터로 차트 창에 [그림 Ⅱ-4-①]과 같이 나타난다. 학습자는 동

인 마우스 조작 는 간단한 메뉴 아이콘을 통해 조직화되지 않은 으

로 표 된 데이터를 조직화된 형태의 시각  표상[그림 Ⅱ-4-②] 는 

히스토그램[그림 Ⅱ-4-③] 등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 한 학생들은 여러 

개의 차트 창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표 함으로써 가장 효율 인 방식의 

그래 를 찾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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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그림 Ⅱ-4] TinkerPlots 2.0에서의 데이터 표

 확률과 련한 TinkerPlots 2.0의 특징 인 기능은 Sampler 도구  

하나인 Counter이다. Counter를 사용하면 학습자는 자신이 모델링한 확

률 실험을 결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값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표본공

간을 통한 이론  확률과 데이터를 통한 통계  확률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를 들어, Counter를 통해 2

개의 주사 를 던지는 실험의 결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 Ⅱ-5].

[그림 Ⅱ-5] Counter 도구를 이용한 표본공간의 생성

TinkerPlots 2.0에서의 Sampler 도구를 활용한 모델링 근은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 즉 가능성과 데이터를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다

(Konold & Kazak,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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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TinkerPlots 2.0은 많은 장 을 가지고 있지만, 확률 학습 환

경으로써 다음과 같은 한계 을 가지고 있다. 확률 상황의 구조를 표

할 수 있는 상징  문자 표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확률 모델링이 

가능하고 실험 결과에 한 효율 인 조직화가 가능하지만 확률 실험과 

통계  데이터 간의 의사소통이 숨겨져 있어 학습자가 그들 사이의 내재

된 수학  계를 악하기 어렵다. 한 기본 으로 PC 기반으로 

Windows, Mac 운 체제에서만 작동가능하며 별도의 게시 과 같은 의사

소통의 수단을 지원하고 있지 않는다는 도 공동체 심 환경의 에

서 아쉬운 부분이다.

3.2.2. NetLogo 와 ProbLab

NetLogo(Wilensky, 1999)는 멀티 에이 트 로그래  언어이자 사회, 

과학 상을 시뮬 이션하기 한 모델링 환경이다. NetLogo 환경은 학

생, 교사, 교육과정 개발자들이 자신만의 모델을 만들 수 있게 해  뿐 

아니라 여러 역의 문 인 연구자들에게도 강력한 도구이다. NetLogo 

는 StarLogo(Resnick, 1992)를 개선한 것으로 Java를 기반으로 개발되어 

Windows나 MAC에서 모두 실행가능하며 무료로 배포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소스까지 공개되고 있다. NetLogo의 가장 큰 특징은 에이 트

(agent)에 있다. NetLogo는 Logo를 확장하여 수백, 수천마리의 거북이를 

움직이고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거북이들 움직이는 세계

는 로그래  가능한 패치들(patches)로 이루어진 격자  이다. 거북이

와 패치들은 모두 에이 트로써 서로 상호작용하며 독립 으로 각자의 

규칙을 시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시단계에서의 각 에이 트의 행

동이 거시 인 측면에서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NetLogo 환경은 크게 인터페이스(Interface) 창과 코드(Code) 창

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Ⅱ-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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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6] NetLogo(Wilensky, 1999) 환경의 화면 구성

인터페이스 창에서는 모델링을 한 인터페이스를 편집할 수 있고 사

용할 수도 있다. 버튼, 슬라이더, 스 치, 상자 등 다양한 인터페이스

를 통해 모델의 수치를 조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시각화 도구로 

선, 막 ,  도구 등을 제공하며, 슬라이더를 통해 시뮬 이션 속도 조

도 가능하다. 에이 트에 라벨을 표시할 수도 있다. 코드 창에서는 모

델을 한 로그래  작업이 가능하다. NetLogo는 확률  통계 역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분야의 상을 모델링할 수 있다. 하지만 로그래

 언어를 익히는 것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학부생 정

도의 수 에 합하다. 이러한 단 을 보완하기 하여 Abrahamson & 

Wilensky(2002)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확률  통계 학습을 지원하

는 NetLogo 모델 라이 러리 ProbLab을 설계하 다. ProbLab은 이론  

확률과 경험  확률 사이를 연결해주고 통계의 주요개념을 탐구하는 21

개의 완성된 모델이다. [그림 Ⅱ-7]은 ProbLab  한 모델의 실행모습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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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7] ProbLab에 포함된 시뮬 이션 모델의  

학습자들은 완성형으로 제공되는 모델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확률 상

을 탐구할 수 있다. 한 코드 창에서 모델의 로그래  구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코드 변형을 통해 자신만의 모델을 실험할 수 있

다. 이러한 결합된 근은 시뮬 이션과 모델링의 장 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Wilensky, 1995).

NetLogo의 명령어는 Logo의 그것과 같이 학습자에게 친숙한 언어 형

태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 인 로그래  언어보다 상 으로 

익히기 쉽고 해석하기 용이하지만 여 히 ·고등학생이나 교사에게 다

소 어려울 수 있다. 한 random 명령어를 심으로 다양한 로그래  

명령어를 사용하여 확률 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표 체계 자체가 확률 

상의 본질  구조를 잘 나타내주지 않는다. 

ProbLab은 완성된 모델로써 학습 역에 따라 서로 다른 모델을 사용

해야한다. 같은 확률 통계 역 안에서도 학습 내용에 따라 계속 서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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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인지 부담의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한 NetLogo 언어를 기반으로 작성된 시뮬 이션 환경은 Java가 

작동하는 PC환경에서만 구동할 수 있다는 한계 이 있다. 

3.2.3. 종합

TinkerPlots의 가장 핵심 인 특징은 자료를 단순히 값으로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라는 시각  표상으로 표 한 이다. 은 각 확률 실

험 결과와 1:1로 응된다. 학습자들은 에 한 마우스 조작을 통해 

자료 처리와 분석을 쉽고 편리하게 수행한다. 에 한 조작으로부터 

동일한 실험으로부터 얻는 데이터를 다양한 에 따라 시각화시킬 수 

있다.  자체가 데이터와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학습자가 마우스 끌

기를 통해 직  들의 분류 규칙을 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확률 상

에 한 수학  추론도 가능하다. 그러나 TinkerPlots이 기호  표 체계

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은 의사소통이나 평가의 측면에서 불리한 으로 

작용한다. 

NetLogo는 하나의 완성된 문가용 로그래  언어로 간주되고 있는 

만큼 정교한 모델링을 지원한다. 따라서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 거의 모

든 확률 상을 구성할 수 있다. 기호  표 체계이기 때문에 자신의 아

이디어를 기록하거나 반성하고 타인과 의사소통하는데 용이하다. 그러나 

로그래  언어를 익히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어렵다. random 명

령을 심으로 확률 상을 시각화해야 하는데 그 방법 한 학습자 스

스로 선택해야한다. 따라서 방법에 따라선 시각화된 확률 상에 한 

수학  추론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 환경에 새로운 표 체계를 제공하여 간단한 

로그래 으로 확률 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한 

TinkerPlots에서 자료를 으로 표 하여 제공하 듯이 확률 실험의 결과

와 응되며 학습자가 조작을 통해 다양한 확률 상을 만들어낼 수 있

는 상을 에이 트를 기반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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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Computational thinking 기반 스마트 확률 환경 P-Turtle 

III. 스마트 확률 학습 환경 설계

기존의 확률 학습 환경을 분석하고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론  배경을 

바탕으로 스마트 확률 학습 환경 P-Turtle(http://pturtle.cafe24.com)을 설

계하 다. 교육용 소 트웨어의 설계에 있어서 소 트웨어 개발자와 연

구자가 서로 다른 경우 소 트웨어 개발자가 연구자가 의도하고자 하는 

로그램의 교육  의도를 반 하기 어렵다. 한 반복 인 용과 피드

백을 통하여 학습 환경을 개선해나가는 순환 인 연구 차에는 연구자

가 직  개발하는 것이 효율 이라 단하여 직  개발하게 되었다. 모

바일 러닝환경이 될 수 있도록 HTML5와 Javascript를 기본으로 여러 가

지 공개 라이 러리(Kineticjs, Jquery, Jquery Mobile)를 사용하여 웹 라

우 를 기반으로 작동하도록 개발하 다. PC부터 태블릿 는 스마트폰 

등의 다양한 장치에서 속하는 사용자의 환경에 맞춰 이아웃을 최

화하여 제공하는 반응  웹 형태로 제작하 다. [그림 Ⅲ-1]은 P-Turtle 

환경을 스마트폰에서 구동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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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인 인터페이스를 간단히 살펴보자. 학습자가 직  입력을 하는 

부분은 확률 표 식과 실험 횟수, 거북이의 이동 기울기, 그리고 막 그

래 의 범주 설정뿐이다. 그 외의 부분은 스마트폰에서 효율 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화면 터치나 마우스 클릭을 통해 설정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하 다. 실시간 시뮬 이션 속도의 경우 슬라이드 바를 통해 쉽게 조

할 수 있다. 한 작은 공간 안에 인터페이스를 효율 으로 배치하기 

해 실험 상세 설정이나 막 그래  도구는 사용할 때만 펼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하 다. 거북이가 그리는 확률 상과 확률 표 식이 

함께 보일 수 있도록 화면을 배치하 다.

1. Lindenmayer system 기반 확률 표  도입

기존의 확률 학습 환경들은 확률 상황에 한 문자 표 을 제공하지 

않고 동 , 주사 , 회  같은 확률 실험 도구를 선택할 수 있게 제공

하거나 random명령어를 이용하는 로그래 을 통해 확률 상을 모델

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에 해당하는 환경은 문자 표 을 제공

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가 서로 다른 확률 상황들의 본질 인 구조의 

동형 계를 악하기 힘들고 교사나 동료와의 의사소통이 효율 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러한 상징  표 체계는 컴퓨터 없이도 자신의 생

각을 수정하고 반성하는 수단으로 역할을 한다. 후자의 환경은 Logo와 

같은 일반 인 로그래  언어의 사용이 가능한데 random명령어를 통

한 난수생성에 한 추가 인 작업을 통해서만 여러 가지 확률 상황을 

모델링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다양한 기법과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여러 의 코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과거의 Logo 로그래 을 통한 

수학학습에서와 같이 학생과 교사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며, 많은 시

간을 필요로 한다. 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러닝 환경을 개발하기 때

문에 사용자에게 많은 양은 로그래 을 요구하는 것은 합하지 않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본 연구에서 설계하고자 하는 학습 

환경에서는 확률 상황을 표 하기 한 새로운 문자 표 체계를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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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문자 표 체계는 여러 가지 확률 상황을 구성하는 기본 단 로써 

학생들이 컴퓨터와의 의사소통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이러한 문자 표  체계의 기본 아이디어로 린덴마이어 

표 체계를 이용한다.

1.1. Lindenmayer system

Lindenmayor System(이하 L-System)은 창안자인 헝가리 출신의 생물학

자 린덴마이어(Aristid Lindenmayer, 1925-1985)의 이름을 딴 것으로 본래 

식물의 성장 형태를 유 학 인 측면에서 설명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

이다. 이것은 하나의 수학  형식체계로서 가장 리 이용되는 분야는 

랙탈의 생성과 생물의 모델링이다. 를 들어 두 개의 문자  에 

해 치환규칙 →, → 를 반복 으로 용해보자. → 는 문자 가 

다음 단계에서는 로 교체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되쓰기 과정은 

Axiom이라 불리는 특정한 기 문자로부터 시작된다. Axiom이 라고 할 

때 이 치환규칙을 용하면 →에 의해 가 된다. 한번 더 이 치환규칙

을 용하면 는 → 에 의해 가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표 

Ⅲ-1> 와 같은 문자열을 생성할 수 있다.

깃값 

되쓰기 규칙 →,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표 Ⅲ-1> 린덴마이어 시스템 문자열 

각 문자에 Logo에서 사용되는 거북기하(Turtle Geometry)의 가자와 돌

자와 같은 행동명령을 응시킴으로써 L-System을 이용하여 식물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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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과정을 모델링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확률  L-System(Stochastic L-System)에서는 치환규칙을 확률

으로 용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를 들어 생성규칙을 

 

, 

, 


 로 나타내면, 세 가지 생성규칙이 각각 배정

된 확률로 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확률  L-System 에서는 동일한 규

칙에 의해 서로 다른 형태의 문자열을 확률 으로 생성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확률 으로 문자가 치환되는 아이디어를 확률 

상의 표 에 도입하고자 한다.

1.2. L-System 기반 확률 표  도입과 특징

본 연구에서의 학습 환경 설계는 constructionism의 아이디어에 기 하

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여러 가지 확률 상을 모델링할 수 있는 

확률 표 의 설계가 요하다. Papert(1980)가 평면기하의 도형들의 수학

 구조를 이루는 기본 단 로써 ‘가자’와 ‘돌자’를 선택하여 표

체계를 제공하 던 것처럼, 여러 가지 확률 상의 수학  구조를 분석

하여 표 체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학교 수 에서는 확률을 경우의 수

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지도하게 되어있으며, 고등학교 수 에서의 수학

 확률 역시 경우의 수를 이용하여 정의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따라서 학교 수학에서 다루고 있는 확률 련 문제 상황은 기본

으로  조합론의 순열과 조합을 포함하는 경우의 수를 바탕으로 하

고 있다. Piaget & Inhelder(1951)에 따르면, 확률의 아이디어를 이해하기 

해서는 조합론에 한 사 지식이 필요하다. 순열(permutation)을 이해

하는 것은 확률 개념과 련이 있으며, 확률에 한 잘못된 추측을 바로

잡는 것은 조합(combination) 개념과 련이 있다. 따라서 확률 학습 환

경에서 기본 인 순열과 조합을 포함하여 확률 상황을 표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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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체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표  체계를 이용하여 학습자는 

경우의 수의 비율로써 다양한 확률 상황을 모델링하고 시뮬 이션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순열, 조합을 포함한 이산(discrete) 확률 실

험을 결정하는 요소를 다음 네 가지로 구조화하 다.

 1. 모집단의 서로 다른 종류의 원소의 개수

 2. 각 원소의 복도 

 3. 모집단에서 추출하는 표본의 수 

 4. 복원추출 여부 

를 들어, 동  던지기 실험은 모집단에 2종류의 원소가 각각 1개씩 

있을 때, 1개의 원소를 복원 추출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주머니에

서 공을 뽑고 다시 넣지 않는 경우와 같은 비복원 추출 상황에 해 다

음과 같은 표  체계를 도입하 다.

X  ′         ⋯   ′  do mX  

(X 는 문자,  ≦ ≦ 는 소문자 알 벳 는 자연수,   은 자연수)

이는 서로 다른 개의 원소 가 각각 에 붙은 의 개수만큼 있는 

모집단에서 무작 로 비복원 추출을 번 시행한다. 따라서 최 에 각 

원소가 추출될 확률은 체 의 개수에 한 각 원소의 의 개수의 비

율에 의해 정해진다. 하지만 비복원 추출이므로 이후의 확률은 종속 으

로 변한다. 한  는 간단히   과 같이 표 할 수 있도록 

하 다.

동 과 주사 와 는 주머니에서 공을 뽑고 다시 넣는 경우와 같은 

복원 추출 상황에 해서는 다음과 같은 표  체계를 도입하 다.

X ′            ⋯    ′  do mX  

(X는 문자,   ≦ ≦ 은 소문자 알 벳 는 자연수,   은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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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  )

서로 다른 개의 원소  복원 추출을 번 시행한다.(단, 각 

 ≦ ≦가 추출될 확률은  이다.) 따라서 최 에 각 원소가 추출

될 확률이 정해지며 복원 추출이므로 이후에도 각 원소가 추출될 확률은 

독립 으로 고정되어 있다. 한 편의를 해 특별히 각 원소가 나올 확

률이 동등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생략하여 표 할 수 있다.

X ′       ⋯  ′  do mX 

(X는 문자,  ≦≦은 소문자 알 벳 는 자연수,   은 자연수)

한 다양한 확률 상황을 표 하도록 하기 해 다음과 같은 표 의 

사용도 가능하도록 하 다.

X ′      ⋯  ′  do mX (X는 문자, 

 ≦≦는 소문자 알 벳 는 자연수,   은 자연수)

이는 서로 다른 각 원소 ≦≦가 각각 해당하는 의 개수  

개만큼 있을 때, 비복원 추출을 번 시행한다.(단, 각 원소  가 추출될 

가능성은 동등하며, 번 추출된 원소 는 더 이상 추출되지 않는다. 

한 의 값이 0인 원소는 무한히 추출된다.)

확률  L-System에서 하나의 문자에 확률 으로 치환규칙이 용되는 

아이디어와 수학에서의 멀티셋(Multiset) 표  방식을 반 하여 설계되었

다. 각  들은 서로 다른 원소를 나타내며, 그 에 치해 있는 각 

들은 해당 원소들의 개수( 복도)를 의미한다. 가 없는 것은 모집단에 

해당 원소가 무한히 많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복원추출은 을 사용하지 

않으면 되고, 유한개의 모집단에서의 비복원 추출은 를 사용하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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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L-System 기반 확률 표 에서‘do’라는 행  동사를 사용

한 것은 Papert(1980)가 가자와 돌자라는 표 을 사용한 이유와 같은 이

유로 표본을 추출하는 행 에 하여 학생들에게 익숙한 표 을 쓰고 마

치 학생의 신체가 동조되어 직  확률 실험을 하는 것처럼 유도하기 

한 것이다. 다음 [그림 Ⅲ-2]는 L-System 기반 확률 표 의 구조를 보여

다.

[그림 Ⅲ-2] L-System 기반 확률 표 의 구조 

이제 새로 도입된 표 의 특징에 해 알아보자. 이러한 표 은 실제

로 여러 가지 확률 상황을 간단하게 표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순열, 조

합의 구조  동형을 악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Dubois(1984)

는 순열, 조합 문제의 수학  상황이 진술된 형태에 따라 선택

(Selection), 배치(Distribution), 분할(Partition)의 진술 유형으로 나 는 잠

재  조합 모델(Implicit Combinatorial Model)을 제시하 다. Batanero, 

Navarro-Pelayo, & Godino(1997)에 의하면 이러한 순열, 조합 문제에서 

진술 형태는 학생들이 느끼는 문제에 한 난이도에 향을 다. 이러

한 진술 형태가 다른 순열, 조합 문제들 사이의 구조  동형을 찾는 활

동은 학생들의 순열, 조합에 한 개념을 강화시키고 기존에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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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시 L-System 기반 확률 표

조합
서로 다른 5개에서 3개를 

택하기

X ′o x ′   do X

) ooxxo: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를 택한다.

순열
서로 다른 개에서 개를 

일렬로 배열하기

X ′ ′  do X

)    

복 순열

서로 다른 개에서 복

을 허용하여 개를 일렬

로 배열하기

X ′  ′   do X

)    

같은 것이 

있는 순열

5개  같은 것이 각각 2

개, 2개, 1개 있을 때, 5개

를 일렬로 배열하기

X ′   ′  do X

)  , 

<표 Ⅲ-2> 순열, 조합 문제의 L-System 기반 확률 표   

던 오류를 수정하는데 도움이 된다(이주 , 김서령, 박혜숙, 김완순, 

2006; 김원경, 홍갑룡, 이종학, 2011). 따라서 진술 유형이 다른 순열, 조

합 문제들을 L-System 기반 확률 표 을 통해 표 하고 스마트 확률 학

습 환경에서 실험하며 구조  동형을 찾는 활동은 학생들의 조합론  개

념 학습을 도울 것으로 기 된다. <표 Ⅲ-2>는 L-System 기반 확률 표

을 사용하여 기본 인 순열, 조합의 문제를 나타낸 시이다. 

 

한 단순히 연산의 구조가 동일하지만 진술형태가 다른 순열, 조합의 

문제 사이의 동형뿐 아니라 서로 다른 연산으로 구분하여 배우던 순열, 

조합 개념 사이의 구조  동형에 한 탐구도 가능하다. 를 들어, 학

교수학에서 구분되어 지도되고 있는 조합, 복조합, 같은 것이 있는 순

열은 수학 으로 동일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L-System 기반 확

률 표 에서도 잘 드러난다[그림 Ⅲ-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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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ox ′

 do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빨간 공 3개, 검은 공 2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

조합

5개의 서로 다른 제비  3개를 뽑는 

방법의 수

복조합

방정식   의 음이 아닌 정

수해의 개수

[그림 Ⅲ-3] 서로 다른 연산 사이의 구조  동형 
  

이러한 구조  동형에 한 탐구는 경우의 수 뿐 아니라 일반 인 확

률 상황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를 들어, 검은 공과 하얀 공이 각각 

2개씩 들어있는 주머니에서의 복원 추출 실험은 동  던지기 실험과 동

일한 L-System 기반 확률 표 “X  ′h  t′ do X”로 구조화할 수 있다. 

L-System 기반 확률 표 의 기호 형식이 확률 상황의 수학  구조를 포

함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여러 가지 순열 조합, 확률 문제 상황을 

L-System 기반 확률 표 으로 표 하는 과정을 통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수학  구조에 근할 수 있게 되고, 동형  사고를 경험하고 내면

화할 수 있을 것이다.

L-System 확률 표 은 Logo의 가자, 돌자와 같이 확률 상황의 수학

인 구조를 이루면서 학습자가 쉽게 확률 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신 하

게 선택된 블랙박스이다. <표 Ⅲ-3>는 동일한 L-System 명령을 실행했을 

때, 일반 으로 난수생성(random) 명령을 사용하는 로그래  환경에서 

내부 으로 실행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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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ystem 확률 표  사용 random 명령 사용(Javascript)

X ′      ′

do X

var ary = [{val:’a’,p:0.3},
          {val:’b’,p:0.7}]
var cumul=[ ];
cumul[0] = ary[0].p;
for(var i=1; i<ary.length; i++){

cumul[i] = cumul[i-1] + ary[i].p;
}

var rand = Math.random();
for(var j=0; (j<cumul.length) && ( rand > 
cumul[j]); ++j) {};
 return ary[j].val;

<표 Ⅲ-3> L-System 확률 표 과 random 명령을 이용한 코드의 비교

L-System 기반 확률 표 은 random을 이용한 긴 코드보다 훨씬 간단

하면서도 표 력이 좋다. 학습자들은 이산 확률 상황의 본질  구조에 

집 할 수 있으며 간단한 코딩으로 확률 상황을 구성할 수 있다. 물론 

매우 복잡한 확률 상의 모델링은 불가능하지만 학교 수학에서 사용되

는 확률 상을 나타내기 한 간단히 코드로써 L-System 기반 확률 표

은 매우 유용하다.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간단히 나타내고 수정할 

수 있으며 교사나 동료에게 달할 수 있다.

학생들은 흔히 실생활에서 경험하거나 문장제로 주어지는 경우의 수, 

확률 문제 상황에서 어떤 상을 가 어떤 방법으로 추출해야하는 것인

지 해석하기 힘들어 한다. 이때, 학습자에게 L-System 기반 확률 표 은 

강력한 사고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컴퓨터 기반 환경과 함께 문제 상황

을 L-System 확률 표 으로 나타내고 시뮬 이션 결과를 확인하면서 학

습자는 자신의 해석에 한 수정과 반성이 가능하다. 한 궁극 으로 

학생들은 컴퓨터 없이도 확률 상황을 해석할 때, X  ′  ′ 내부에 어

떤 원소들을 몇 개 넣고 가 몇 개를 뽑으면 되는지를 내부 으로 시뮬

이션해보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L-System 기반 확률 표

은 학생이 순열, 조합  확률 문제 상황에 한 수학  구조를 조직하

고 탐구하는 멘탈 모델(mental model)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Logo의 가자와 돌자는 그 자체가 평면 기하의 추상화를 한 표 이

자 거북이를 움직여 시각화시키는 구체 인 표 이다. 반면, L-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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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확률 표 은 확률 으로 문자를 치환시키는 일종의 문자열 조작 명

령으로 시각화의 기능은 하지 않는다. 이제 L-System 기반 확률 표 으

로 생성된 문자열에 에이 트의 움직임을 결합하여 시각  표 을 구성

하는 환경을 설계하고자 한다.

2. 에이 트 기반 구성 환경 설계

기존의 확률 학습 환경들은 히스토그램, 막 그래 , 스 드시트 형

태의 표 등 학습자에게 확률 실험의 결과를 보여주는 시각화 도구를 포

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들은 확률 시뮬 이션의 결과만을 보여

 뿐 내재되어 있는 수학  계에 한 근을 허락하지 않는다. 를 

들어 동 을 4번 던져 나온 앞면의 횟수를 기록하는 시뮬 이션을 1000

번 했다고 가정하자. 환경은 이항분포와 유사한 형태의 상 도수 그래

를 결과로 보여주지만, 학습자가 분포의 모양이 그 게 형성되는 수학

인 이유에 해 탐구할 수 있는 재  도구를  제공하지 않는다. 

Hoyles & Noss(2009)에 의하면 테크놀로지가 발달할수록 학습 환경 설계

자들은 학습자의 인식론 인 계발을 해 어떤 변수와 조  도구를 제공

하고 그것들 사이의 계를 드러나게 할지 신 하게 결정해야한다. 따라

서 단순히 결과만 제시해주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에게 모델에 내재된 수

학  원리에 근가능하고 반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모델링 환경을 

설계해야 한다.

2.1. 거북 에이 트 명령의 설계

Constructionism 에서는 학습자가 직  스스로 구성활동을 하고 그것에 

한 반성을 통해 수학  개념을 깨우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

다. Noss & Hoyles(1996)에 의하면 추상화와 구체성은 동 의 양면과 같

이 함께 작용하는 것이며, 학습 환경은 추상화 과정이 구체 인 경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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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가 될 수 있는 구성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습자에게 L-System 기반 확률 표 으로 표 된 확률 실험의 결과를 

구체 인 인공물 형태로 구성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야한다. 한편, 이

러한 시각화 도구의 설계는 computational thinking의 자동화와도 계된

다. 이론  배경에서 우리는 computational thinking 기반 수학 학습을 

해서 그 과정과 차에 근 가능하여 학습자들이 수학  추론을 가능하

도록 하는 자동화의 필요성에 해 논의하 다. 따라서 학습자가 상에 

한 수학  추론을 할 수 있도록 시각  도구를 설계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Logo에서 사용되는 거북이에 의한 시각화 방식은 좋

은 선택이 될 수 있다. Logo는 언어  형태의 명령어에 따라 움직이는 

거북이가 화면에 그리는 도형을 통해 학습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수

학  개념을 탐구할 기회를 제공한다. 거북이를 통해 추상  개념은 학

습자에게 더욱 구체 으로 다가오게 된다. 학습자는 Logo 명령어와 함께 

거북이의 움직임과 자취를 통해 수학  추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확률 학습 환경에 Logo의 거북이와 같은 에이

트를 도입하여 학습자가 직  에이 트를 통해 확률 상을 구체 으

로 구성하고 피드백을 통해 수학  추론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자 한

다. 이러한 에이 트 기반 환경은 체화된 모델링의 에서 학습자가 

에이 트의 을 택함으로써 에이 트의 확률  움직임이 학습자 내부

의 감각-운동 체계에서 시뮬 이션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습자 

자신이 곧 에이 트와 동조하여 시뮬 이션 되며 확률 상을 이해하고 

궁극 으로 내 인 멘탈 시뮬 이션을 통해 련된 다양한 추론을 할 수 

있다.

에이 트의 행동 명령 설계에서는 벡터에 의해 랜덤워크(random walk)

를 시각화시키는 아이디어를 사용하 다. 학습자가 L-System 기반 확률 

표 을 입력하고 실험을 시작하면 확률 으로 치환되는 문자의 값에 따

라 거북이를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스마트

폰이나 태블릿 같은 휴 용 장치에서도 손쉽게 설정할 수 있도록 거북이

가 이동하는 축 방향으로의 길이와 각 값에 한 기울기를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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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입력할 수 있도록 하 다. 사용자가 입력한 L-System 기반 확률 

표 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거북 에이 트 설정 입력창이 형성된다[그림 

Ⅲ-4]. 

[그림 Ⅲ-4] L-System 확률 기반 표 과 거북 에이 트의 설정

기본 상태인 일반모드에서 거북이는 이동 가로 길이를  , 이동 기울

기를 이라 할 때 축 방향으로 만큼, 축 방향으로 × 만큼 이

동한다. 하지만 별도의 나무모드에서는 문자가 치환되는 단계에 따라 거

북이가 이동하는 기울기의 댓값이 자동으로 감소하도록 설계되어 있

다. 각 모드에서 거북이의 움직임이 <표 Ⅲ-4>에 나타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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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표 식

→

일반모드 (결과가 일 때)

X  ′   ′

do X

거북 에이 트 설정 나무모드 (결과가 일 때)

이동 가로 길이: 70

일 때 이동 기울기: 

b일 때 이동 기울기:  

<표 Ⅲ-4> 일반모드와 나무모드에서의 거북 에이 트의 움직임 비교

거북이는 실험이 한번 끝나면 자동으로 다시 원 으로 돌아온다. 따라

서 반복 인 실험을 통해 실험 결과를 하여 표 할 수 있다. 학습자

는 일반모드에서 확률 실험 결과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랜덤워크를 구성

할 수 있으며, 나무모드에서 확률 실험 결과에 따른 수형도를 구성할 수 

있다.   일반모드에서는 거북이 치의  좌표를 악하기 쉽도록 좌표 

도구가 자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좌표 도구의 수평  사이의 간격은 

10픽셀로 학습자가 거북이의 움직임과 경로를 분석하는데 도움을 다. 

거북이가 그리는 랜덤워크와 수형도에서의 각 거북이의 경로는 확률 

실험의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각 사건들과 응된다. 수형도는 경우의 수

와 련하여 곱의 법칙, 합의 법칙 등의 이해에 사용될 수도 있으며 랜

덤워크는 이항계수, 확률 분포, 기댓값과 편차 등을 탐구할 수 있도록 

해 다. [그림 Ⅲ-5]는 거북 에이 트가 그리는 다양한 경로들의 모습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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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거북이가 그리는 다양한 형태의 경로들 

2.2. 학습 지원 도구의 설계

L-System 기반 확률 표 과 거북 에이 트를 통해 생성되는 도형은 

여러 가지 학습 지원 시각화 도구와 함께 학습자에게 확률 상에 한 

수학 인 원리를 재하는 역할을 한다.

2.2.1. 라벨 도구

거북 에이 트를 통해 구성되는 수형도와 랜덤워크의 각 경로는 학습

자가 설계한 실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 결과들과 응된다. 따라서 이

러한 서로 다른 경로의 개수는 표본공간과 한 계가 있으며 이론  

확률과 계가 있다. 한편, 같은 실험을 반복했을 때, 거북이는 동일한 

경로를 여러 번 지나가게 된다. 따라서 실험의 결과로써 각 경로는 거북

이가 지나가는 상  도수만큼의 경험  확률을 갖게 된다. 이러한 경로

의 경험  측면을 나타내기 하여 라벨 도구를 도입하 다. 학습자는 

간단한 마우스 클릭이나 화면 터치를 통해 라벨 도구를 설정하여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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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라벨 도구는 거북이가 해당 지 을 지나온 횟수와 그 지 에 

해당하는 실험결과의 값을 표시해 다[그림 Ⅲ-6]. 라벨도구로 인해 수형

도나 랜덤워크는 이론  확률 개념과 경험  확률 개념의 연결을 돕는 

재  모델이 될 수 있다.

X=′    ′

do 3X  /100회

:  , : 

[그림 Ⅲ-6] 라벨 도구 
  

를 들어,  실험은 빨간 공이 2개, 란 공이 1개 들어있는 주머니

에서 공을 1개씩 3번 꺼내는 확률 실험을 100회 반복한 결과를 거북 에

이 트를 이용하여 수형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Ⅲ-6]의 수형도의 세

가지 경로는 가능성이 동등하므로 이론  확률로써 등확률이 성립하는 

표본공간을 구성한다. 한 수형도의 라벨을 통해 통계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수형도로 부터 빨간 공, 빨간 공, 란 공의 순서로 뽑을 통

계  확률   을 구해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라벨 수형도는 조건부 확률 개념의 구성에도 사용될 수 

있다. 를 들어, [그림 Ⅲ-6]에서 처음에 빨간 공을 뽑았을 때, 세 번째

에 빨간 공을 뽑을 조건부 확률에 해 수형도의 가지를 이용하여 이론

값 


을, 라벨을 이용하여 통계 인 값  을 생각할 수 있다.

라벨도구는 수형도의 각 가지에 경험  의미를 부여하며 학습자에게 

수형도의 각 가지의 가능성의 동등함과 다름에 해 생각할 수 있게 해

다. 이러한 라벨 도구의 재로 학생들은 통계  확률을 생각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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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등확률 개념 등을 추론해낼 수 있다.

2.2.2. 막  도구

막  도구는 라벨 도구를 보조하며 학습자가 막 그래 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험을 실행하면 거북이가 반복 으로 움직이면서 실험

이 1회 끝날 때마다 마지막 치에 도착한  횟수를 각 치에서 막

의 길이를 통해 나타내 다. 한 각 막  도구 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거나 터치하면 막 의 길이와 상 도수를 보여 다. 막  도구를 통

해 학습자는 실험의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확률 실험 결과의 분포의 동

인 변화를 실시간을 찰할 수 있다. 를 들어 동  1개를 5000회 던

지는 실험을 막 도구를 설정하여 실행하면 실험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앞면과 뒷면의 비율이 0.5에 수렴하는 큰수의 법칙과 련된 상을 

찰할 수 있다. 막 도구는 라벨도구가 나타내주는 도수를 시각화시켜

으로써 체 인 확률의 분포의 형태를 보여 다[그림 Ⅲ-7-①]. 학습자

는 막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이항분포와 같은 여러 가지 확률 분포를 직

 구성할 수 있으며, 분포의 칭성, 치우침, 편차, 범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한 라벨도구를 보조하여 확률 실험의 각 결과들의 가능성의 

정도를 시각화시켜 보여주는 역할도 한다.

한 학교 교육과정에 등장하는 상 도수 그래 를 구성할 수 있도

록 비율막  도구도 제공하 다[그림 Ⅲ-7-②]. 이는 상 도수를 막 의 

길이로 표 하는 도구이다. 기본 막  도구는 실험횟수가 큰 경우 막

그래 의 높이가 커져서 체 인 분포의 형태를 악하기 어려운 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 을 보완하기 해 학습자에게 비율 막  도구

를 제공하게 되었다. 를 들어, 동  던지기 실험 상황에서 학생들은 

비율 막 를 통해 시행횟수가 증감함에 따라 앞면과 뒷면의 횟수의 편차

는 증가하지만 상 도수는 0.5에 수렴함을 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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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7] 기본 막  도구와 비율 막  도구 

막  도구들 이용하여 학생들은 다양한 확률 분포 그래 를 그릴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기존의 확률 학습 환경에서 결과를 보여주기 해 

제공하는 완성형 그래  도구와는 다른 것이다. 학습자는 스스로 거북 

에이 트의 움직임을 설정하여 원하는 치에 막  도구를 설정하게 된

다. 막 도구의 높이는 거북이가 해당 지 에 도착하는 횟수에 의한 것

이다. 따라서 학습자는 자신이 직  구성한 확률 표 , 거북이가 그리는 

경로로부터 왜 그러한 확률 분포의 형태가 나타나는지 수학 으로 추론

하며 그 안에 내재된 수학  원리를 깨달을 수 있다. 

2.2.3. 기타 학습자 지원 도구

앞에서 살펴본 도구들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학습자의 확률 학습

을 돕기 해 설계되었다. 화면이 작은 스마트폰에서도 효율 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많은 도구들을 직 인 아이콘 형태로 배치하 다. 

속도 조  슬라이더를 통해 실험 속도를 실시간으로 바꿀 수 있다. 따

라서 사용자는 속에서 거북 에이 트의 움직임을 자세히 찰할 수 있

다. 한 결과 출력 도구를 사용하여 실험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 실험 횟수가 매우 많은 경우 결과만 보기 도구를 이용하여 

실험 간 과정을 생략하고 최종 결과를 볼 수 있다[그림 Ⅲ-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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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만 보기

좌우이동, 확 , 축소, 회

[그림 Ⅲ-8] 화면 조작 도구들과 결과만 보기 도구 

  

 한 화면 조작 도구를 통해 거북 에이 트가 그려내는 역에 해 좌

우이동, 확 , 축소,  회 이 가능하다[그림 Ⅲ-8]. 학습자는 확 를 통

해 특정 부분을 자세히 찰할 수 있으며 특히 회 을 통해 도수 막 가 

그려내는 가로 형태의 확률 분포를 일반 인 세로 형태로 찰할 수 있

다. 모든 결과 값 도구를 통해 실험의 모든 결과를 별도의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그림 Ⅲ-9-①]. 이는 실험 결과를 자세히 확인하거나 경

우의 수에 한 여러 가지 공식을 발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한 실

험 장 도구를 사용하여 재 실험 화면을 장소에 장할 수 있다[그

림 Ⅲ-9-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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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9] 결과만 보기 도구와 장소

장소는 별도의 페이지에 구성된 공간으로 장된 실험 장면과 게시

이 있다. 게시 에서 사용자들은 실험 결과를 첨부 하고 자신의 생각을 

로 올려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다[그림 Ⅲ-10-①,②]. 

한편 별도의 막 그래  도구를 설계하여 제공하 다. 사용자는 

  ,   ,   와 같은 문법으로 막 그래 의 범주를 설정할 

수 있다. 이 문법은 각각 인 경우, 가 2개, 가 1개인 경우, 가 2개

인 경우를 표 하는 것이다. 를 들어, 막 그래  도구를 통해 사용자

는 주사  2개를 던졌을 때, 이 2번 나온 경우와 와 이 나온 경우를 

비교하여 찰할 수 있다[그림 Ⅲ-10-③]. 그리고 별도의 도움말 페이지

를 구성하여 L-System 기반 확률 표 , 로그램의 사용법에 한 설명

을 어두어 학습자의 학습을 지원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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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0] 게시 과 막 그래  도구 

기타 학습자 지원 도구 기능

1. 실시간 속도 조  도구 실험의 진행속도를 실시간으로 조

2. 실시간 실험 결과 출력  

  도구
실시간으로 실험 결과를 출력

3. 결과만 보기 도구 실험의 과정을 생략하고 최종 결과를 출력

4. 화면 조작 도구 화면의 좌우 이동, 확 , 축소  회  기능

5. 모든 결과값 보기 도구 실험의 모든 결과 값을 보여주는 기능

6. 실험 장 도구 재 실험 장면을 장소에 장해주는 기능

7. 장소
장한 실험 장면들을 비교하며 볼 수 있으며 

원하지 않는 실험 결과는 삭제 가능

8. 게시
사용자들이 실험결과를 첨부 하고 의견을 나  

수 있는 온라인 게시  공간 제공

9. 막 그래  도구
학습자가 직  설정한 범주에 따라 실험 자료에 

한 막 그래 를 구성해주는 기능

10. 도움말 도구
L-System 확률 기반 표 , 로그램의 사용 

원리에 한 사용자 설명서

<표 Ⅲ-5> 기타 학습자 지원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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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기타 학습자 지원도구들을 정리하면 <표 Ⅲ-5>와 같다. 

이 도구들은 수학  원리를 내재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습자가 수형도

와 도수 막 그래 를 통해 구성한 확률 상을 수학 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스마트 확률 학습 환경의 특징

L-System 기반 확률 표 과 거북 에이 트를 기반으로 하는 시각화 

도구를 통합하여 스마트 확률 학습 환경을 설계하 다. 이제 이론  배

경에서 살펴보았던 학습과학에서의 학습 환경에 한 네 가지 

(Bransford et al., 2000)에 비추어 설계된 스마트 확률 학습 환경 

P-Turtle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한 P-Turtle환경을 computational 

thinking의 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3.1. 학습자 심 환경

학습자 심 환경이란 학습자가 교실로 가져오는 문화  행, 신념, 이

해로부터 시작하여 자기 자신의 의미를 구성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

경이다(Bransford et al., 2000). P-Turtle은 constructionism을 기반으로 학

습자가 직  확률에 한 의미를 구성해나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L-System 확률 표 은 일반 인 로그래 에서 나타나는 비본질 이고 

형식 인 측면을 배재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학습자가 확률 표 과 

확률 상의 구성에 집 할 수 있도록 해 다. 등학생부터 학부생까지 

도움말을 통해 간단히 L-System 확률 표 을 익히면 다양한 확률 실험

을 경험할 수 있다. 사용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한 단

계 더 나아간 확률 개념을 탐구할 수 있다. 등학생은 간단한 동 던지

기 시뮬 이션을 탐구하고, 학부생은 랜덤워크나 기하분포를 탐구할 

수 있다. P-Turtle에서는 학습자가 스스로 거북 에이 트를 통해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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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에 한 표  형태를 구성하기 때문에, 정당화를 통해 스스로 

확률 상의 수학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 

한 학습자 심 환경에서는 학생이 주어진 문제와 련해서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발견하기 해 노력하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해 주의 

깊게 토론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재조정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

어야 한다(Bransford et al., 2000). P-Turtle을 활용하는 수업에서 교사는 

학습자에게 먼  등확률, 몬티홀 문제와 같이 잘 알려진 오개념을 포함

한 과제를 학습자에게 제시하여 P-Turtle을 사용하기 에 스스로 과제

에 해 측하게 할 수 있다. 학습자는 자신이 그 게 측한 이유에 

해 설명하면서 자신의 재 지식의 구조를 악할 수 있다. 이후 

P-Turtle을 통한 실험 결과로부터 학습자는 인지  갈등을 겪게 되고 결

과를 설명하기 해 자신의 기존의 지식의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학습

이 이루어지게 된다. 한 이후 스스로 ‘What if’라는 질문을 통하여 

새로운 추측을 하고 P-Turtle을 통해 추측을 확인함으로써 확률  지식

을 확장해나갈 수 있다.

3.2. 지식 심 환경

지식 심 환경에서는 어떤 개념에 한 이해를 강조하며, 잘 조직된 

지식구조를 요구한다(Bransford et al., 2000). 송민호(2010)에 따르면, 공

학  장치를 이용한 학습 환경이 지식 심 환경이 되기 해서는 수학  

구조를 담고 있어야 한다. 이는 곧 Resnick & Silverman(2005)이 강조하

던 신 한 블랙박스를 설정하는 일이다. P-Turtle의 설계 목 은 

고 수 에서 다루고 있는 일반 인 확률 련 문제 상황을 모델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 확률 문제 상황의 수학  구조에 

한 분석을 통해 P-Turtle은 설계 되었다. P-Turtle은 크게 두 가지 수

학  구조를 내재하고 있다. 첫 번째는 이산 확률 상황을 추상화하는 

L-System 확률 표 이다. 학습자는 L-System 확률 표 으로 확률 상황

을 나타내면서 이산 확률 상황을 결정하는 수학 인 구조 1)모집단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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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른 종류의 원소의 개수, 2)각 원소의 복도, 3)모집단에서 추출하

는 표본의 수, 4)복원추출 여부 를 경험하게 된다. 학습자들은 L-System 

기반 확률 표 을 통한 모델링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러한 수학  

구조를 체득하게 되고 이는 확률 상을 분석하는 새로운 사고도구가 된

다. 

두 번째 수학  구조는 거북 에이 트를 통한 시각  모델의 구성에 

담겨있다. P-Turtle에서는 학습자에게 효과 인 피드백을 주기 한 시

각  모델로 수형도와 랜덤워크, 그리고 그것들과 결합된 형태의 막 그

래 를 선택하 다. 수형도와 랜덤워크를 구성하는 공통 인 원리는 각 

경우에 특정한 크기와 방향의 벡터를 응시키고, 그 벡터에 따라 경로

를 그리는 것이다. 다만, 수형도는 서로 닿지 않도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가지를 좁 나간다는 차이 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원리를 기본으로, 

P-Turtle에서는 사용자가 핵심 구조인 거북이의 움직임과 작동모드만 설

정하면 자동으로 상을 만들 수 있다. 이때 거북 에이 트의 설정은 단

순히 수형도와 랜덤워크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

다. 를 들어, 주사 를 3번 던지는 실험을 L-System 확률 표 “X

 ′      ′ do X”으로 모델링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학습자가 일

반모드에서 이 결과일 때 거북이의 움직임을 , 일 때는 ,⋯, 일 때

는 과 같이 설정하여 일반모드에서 실험을 하면, 주사 를 5번 던졌을 

때, 주사  들의 합에 한 분포를 만들 수 있다[그림 Ⅲ-11-①]. 만약, 

에는 , 다른 모든 값에는 을 설정한다면 주사 를 5번 던졌을 때, 

이 나온 횟수에 한 분포를 만들 수 있다[그림 Ⅲ-11-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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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1] 거북 에이 트의 설정에 따른 그래  변화 

즉, 에이 트의 설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동일한 확률 실험에 서로 다

른 해석을 부여하고 다양한 시각  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 이는 확률 

실험으로부터 다양한 표본공간을 구성하고 확률 변수를 정의하는 활동을 

에이 트를 이용한 구성 활동을 통해 비형식 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수학  구조를 이용하여 P-Turtle에서는 다양한 확

률 상을 구체화시킬 수 있다. 순열과 조합, 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복조합의 경우의 수와 련된 시각  모델을 구성할 수 있으며 

모델로부터 계산 공식도 유도가 가능하다. 한 이항계수, 이항정리, 다

항정리, 확률의 덧셈정리, 확률의 곱셈정리, 독립과 종속, 이산 확률 변

수의 기댓값과 분산, 이항분포, 다항분포, 기하분포 개념과 련된 실

험을 할 수 있다. 큰 수의 법칙, 기하분포의 이항분포로의 근사, 이항

분포의 정규근사 등에 련된 실험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Fischbein & 

Schnarch(1997)가 제시한 등확률, 표성, 표본 크기의 효과, 인과  효과 

등과 같은 확률 오개념에 한 문제를 탐구할 수 있다. <표 Ⅲ-6>은 

P-Turtle을 이용한 확률 실험의 몇 가지의 시를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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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순열

       

�이항분포의 정규근사

        

�확률 오개념(인과  효과)

<표 Ⅲ-6> P-Turtle을 통해 모델링한 확률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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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평가 심 환경

평가 심 환경에서는 피드백과 수정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Bransford 

et al., 2000). 송민호(2010)에 의하면, 공학  장치는 수학  능력을 측정

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야한다. 교사는 P-Turtle에서 학습자가 문제 

상황에 해 구성한 수형도, 랜덤워크, 그래  등과 더불어 L-System 확

률 표 과 거북 에이 트의 움직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통하여 활동

에 한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한 학습자는 L-System 

확률 표   거북 에이 트 설정과 실험결과를 함께 보면서 자신의 구

성 활동을 다시 살펴보고, 문제 을 악할 수 있다. L-System 확률 표

 자체가 간단한 실행가능한 명령이고, 실험 결과와 함께 이미지 형태

로 게시 에 장 가능하므로 학습자는 언제든지 반성과 평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한 학생들이 남긴 기록을 통해 교사 역시 시간  여유

를 가지고 학생들의 사고를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컴퓨터 기반 환경의 

특성상 학습자는 자신의 구성, 수정에 한 직 이고 시각 인 피드백

을 즉각 으로 받을 수 있다. 

교사는 P-Turtle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확률 개념에 해 단순한 공식

과 계산을 암기하는 방식이 아닌 다양한 평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확률 문제 상황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한 확률 실험을 구성하게 할 

수 있다. 한 L-System 확률 실험과 거북 에이 트의 설정 값을 제공하

여 실험의 결과를 측하는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역으로 P-Turtle을 

통해 생성한 확률 상만을 제공하고 어떤 확률 상황인지 모델링하는 평

가를 할 수도 있다. 

3.4. 공동체 심 환경

공동체 심 환경에서는 학생간, 학생 교사간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진해야 한다(Bransford et al., 2000). P-Turtle은 화면에 확률 상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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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기호 인 표 체계를 제공한다. 학습자는 시각화된 확률 상뿐 

아니라 그러한 상의 수학  구조를 담고 있는 기호  표 체계를 사용

하여 동료 는 교사와 효율 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확률 상을 길

게 설명할 필요 없이 P-Turtle은 하나의 표 체계로 문제 상황을 효율

으로 달해 다.

P-Turtle이 웹 라우 가 작동하는 모든 장치에서 구동가능한 모바일 

러닝 환경이라는  한 의사소통을 진하는 요한 요소이다. 

P-Turtle을 스마트폰에서 구동할 경우 이는 강력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스마트폰은 작고 가벼우면서 크기 비 화면이 매우 큰 장

치이다. 학생들은 스마트폰의 화면을 쉽게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확률 실

험에 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학생들끼리 다른 종류의 실험을 하고 

스마트폰을 모아 비교하는 활동도 할 수 있다. 한 교실 수업 상황에서 

교사는 PC에 P-Turtle을 구동하여 정면의 형 스크린을 통해 화면을 공

유할 수 있다. 교실 체 학생들은 공유된 형 화면을 통해 함께 실험

에 해 논의하고 토론하는 동학습을 할 수 있다[그림 Ⅲ-12].

[그림 Ⅲ-12] 공동체 심 환경으로써 P-Turtle 환경

  

  

학생들은 학교 밖을 벗어나 버스, 지하철, 가정 등에서 언제나 스마트

폰을 통해 P-Turtle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게시 을 통해 자신의 실험을 남기고 시간

과 공간의 제약 없이 여러 사람들과 수학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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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환경이 방과후에도 언제나 어디서나 이용가능하며 학교를 넘어 더 넓

은 공동체와의 연계를 지원한다는 것은 학생의 학문  성취에 요한 

향을 미칠 수 있다(Bransford et al., 2000).

3.5. Computational thinking과 P-Turtle

P-Turtle은 로그래  언어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용자에게 간

단한 문자 표 을 기반으로 하는 표 체계를 제공하여 추상화  자동화

를 포함한 computational thinking을 경험하게 한다. 문제 상황에 하여 

학습자가 한 L-System 기반 확률 표 식과 에이 트의 움직임을 정

하는 것은 추상화의 과정이다. 이후 자동화를 통해 화면에 시각  모델

이 구체화되어 나타난다[그림 Ⅲ-13]. 

[그림 Ⅲ-13] P-Turtle에서의 추상화와 자동화 

한편, Brennan & Resnick(2012)은 computational thinking을 사용자의 

로그래 과 련되는 개념(Concepts), 사용자가 개념을 통해 개발할 수 

있는 실제(Practices), 사용자가 형성하는 자신과 세계에 한 

(Perspectives)의 세 가지 차원으로 나 어 정의하 다. 이 세 가지 차원

에서 P-Turtle 환경을 computational thinking 측면에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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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Concepts):

� 순차성(Sequences): 로그래 의 핵심은 문제를 해결하기 해 컴

퓨터가 실행 가능한 여러 단계의 작업을 한 순서 로 배치하는 

것이다. P-Turtle에서는 확률 실험 후의 결과에 따라 거북이가 한 번

씩 움직이는 순서를 가지고 있다. 한, 100회의 실험을 한다면, 실

험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찰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학

습자로 하여  컴퓨터의 작업의 순차성을 간 으로 경험하게 한

다.

� 반복성(Loops): 반복은 같은 과정을 여러 번 실행하기 한 수단이

다. 를 들어, Logo에서는 가자10, 돌자90을 4번 반복함으로써 정사

각형을 효율 으로 구성할 수 있다. computational thinking에서의 자

동화는 결국 인간이 할 수 없는 량의 반복 작업을 컴퓨터가 하게 

하는 것이다. 반복은 자동화의 핵심이다. P-Turtle에서 컴퓨터를 통

하여 자신이 모델링한 실험을 수천 번 반복하는 경험은 학습자에게 

자신의 추상화를 자동화하는 경험을 하게 한다.   

� 조건부(Conditionals): 조건부는 특정 상황에 따라 다른 결정을 내리

는 개념이다. 로그래 에서는 조건부 명령의 사용으로 로그램의 

작업 흐름을 제어하고 다양한 결과를 표 할 수 있다. P-Turtle에서 

L-System 기반 확률 표 에 의한 문자의 확률  치환 결과에 따라 

거북이의 에이 트의 움직임을 제어한다. 이는 학습자에게 조건부 

개념을 경험하게 한다.

� 데이터(Data): 데이터는 값의 장, 호출, 갱신과 련된다. P-Turtle

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L-System 기반 

확률 표 은 확률 으로 변수에 값을 장하고 갱신하는 원리로 작

동한다. 라벨도구는 거북이가 각 가지를 지나는 횟수를 장하고 갱

신한다. 한편 모든 결과 값 보기 도구는 체 실험의 결과를 장하

여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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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Practices):

� 추상화(Abstraction): 추상화는 computational thinking을 이루는 핵심 

사고과정이다. 학습자는 실제 확률 상의 수학  구조를 L-System 

기반 확률 표 으로 나타낸다. 하나의 문자 표 이 다양한 상황과 

맥락의 확률 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 이는 곧 하나의 상으로 다수

를 나타내는 추상화의 과정이다. 한  다른 추상화의 도구인 거

북 에이 트의 행동을 사용하여 확률 상을 생성하면서 추상화들 

사이의 계를 이해한다. L-System 확률 표 과 거북 에이 트라는 

단 두 가지 추상화의 도구는 때론 학습자에게 확률 상을 모델링하

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으로부터 학습자는 

컴퓨터가 제공하는 기능만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computational thinking을 경험 한다. 

� 검과 디버깅(Testing and debugging): 디버깅이란 컴퓨터 로그램

에서 잘못된 부분, 즉 버그를 찾아서 수정하거나 는 오류를 피해

나가는 처리과정이다. P-Turtle은 학습자에게 즉각 인 피드백을 제

공한다. 학습자는 속 실험 찰, 실시간 결과 보기, 체 결과 보

기, 거북 에이 트가 그리는 수형도  랜덤워크 등을 통해 자신의 

모델링을 검하고 오류를 찾아낼 수 있다. 오류의 원인이 되는 부

분을 수정하고 재실행하는 과정을 통해 디버깅 과정을 경험한다. 

 

(Perspectives):

� 표 하기(Expressing): 테크놀로지 기술이 비약 으로 발 하고 있지

만 부분의 사용자들은 여 히 테크놀로지의 소비자로 남아있다. 

단순히 클릭, 터치, 살펴보기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P-Turtle

을 통해 학습자는 컴퓨터의 힘을 이용하여 무언가를 디자인하고 자

신의 생각을 표 할 수 있다. 자신의 생각을 표 하고 수정함으로써 

컴퓨터를 사고의 상으로 활용하는 을 배우게 된다. 

� 탐구하기(Questioning): 아동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테크놀로지

와 실의 문제를 다루는 능력 사이의 단 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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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Brennan & Resnick, 2012). 학습자들은 실에서의 확률 인 상

에 해 의문을 품고 그것을 P-Turtle을 이용하여 탐구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때론 더욱 복잡한 상을 모델링하기 해 P-Turtle을 

개선하는 방안을 탐구할 수도 있다. 즉, 테크놀로지의 힘을 실 세

계를 이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을 배우게 된다.

[그림 Ⅲ-14] P-Turtle과 computational thinking 

    

 P-Turtle 환경에서 학습자는 표 활동을 통해 computational thinking

사고과정에 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들은 이후 더욱 문

인 로그래  환경이나 공학 로그램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이를 활

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의 기 가 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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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스마트 확률 학습 환경의 용

1. 연구 상

본 연구에서는 시흥지역 S 학교 재원에 재학 인 15명의 학생을 

상으로 수업을 실시하 다. 수업은 2014년 4월부터 5월에 이루어졌다. 

수업 당시 학생들은 시흥소재 학교 3학년에 재학 이었다. 이들 재

원 학생들은 학교 교사의 추천과 자발  지원을 통해 선발되었다. 시흥

시라는 한정된 지역 내에서 선발한 재원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상

권의 학습 능력을 가졌다.

2. 연구 방법  차

2.1. 과제 설계

본 수업의 목표는 설계된 스마트 확률 학습 환경 P-Turtle과 학습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설계 의도 로 이루어지는지 찰하여 설계 수정에 

한 함의 을 얻으려는 것이다. 따라서 P-Turtle의 다양한 기능이 사용

되는 여러 형태의 문항을 포함하는 수업 과제를 설계하고자 하 다. 먼

 과제 설계를 하여 기존의 확률·통계 련 논문에 사용된 과제를 

분석하 다. 분석을 토 로 P-Turtle의 기능을 고려하여 두 개의 과제를 

제작하 다. 첫 번째 과제는 Chernoff & Zazkis(2011)에서 사용되었으며 

등확률과 련된 표  문항을 연구자가 직  변형하여 제작하 다. 두 

번째 과제는 랜덤워크를 바탕으로 이항분포의 형태와 기댓값과 편차의 

성질을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도록 구성한 것으로 Abrahamson(2009)의 

과제를 일부 참고하여 연구자가 직  제작하 다.

과제는 constructionism을 기반으로 학생이 모델링  토론 활동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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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주요 내용 요소

1,2,3 확률 오개념 - 등확률(Equiprobability)

4,5,6
랜덤워크, 이항분포의 분포 형태, 이항분포의 기댓값, 

범

<표 Ⅳ-1> 차시별 과제의 주요 내용 요소 

해 직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설계된 과제의 특성은 다

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컴퓨터 환경을 사용하기 에 문제에 한 

측을 하도록 요구하 다. 확률 상과 련된 문제가 제시되고, 학생

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직 을 이용하여 문제에 한 답을 추측

하도록 하 다.  답을 을 때 반드시 그 게 생각하는 이유를 함께 

도록 하 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재 가지고 있는 지식의 구

조를 명확히 알 수 있으며, 상과 다른 시뮬 이션 결과에 의한 인지  

갈등으로 학습을 진할 수 있다. 이러한 인지  갈등에 하여 자신의 

생각을 반성하고 다른 학생들과 토론하면서 학습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

한 것이다. 한 이는 computational thinking의 추측과 검증의 요소를 

반 한 것이다. 둘째, 과제는 선행연구에서 주로 학생들이 잘못된 확률 

직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 진 역에 한 문항을 재구성하 다. 

이 한 개인 내부의 인지  갈등을 유발하고 소집단 내에서 서로 다른 

의견들을 유발하여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한 것이

다. 하나의 과제는 5개에서 8개의 소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

서 차시별로 사용된 과제는 아래 <표 Ⅳ-1>과 같다.

2.2. 수업 상황

수업은 재원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수업은 45분씩 6차시 실

시되었으며,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수업이 이루어진 장소는 시흥

시에 치한 재원의 교실이었는데, 재수업에 용이한 구조로 설계되

어 있다. 2인 1책상으로 2개의 책상이 서로 마주본 채 교실에 배치되어 

기본 으로 5개의 조로 모둠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다. 각 책상 속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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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이 2 씩 들어있어서 필요에 따라 학생들은 노트북을 꺼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실험수업에서는 학생들이 각자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오게 하여 스마트폰에서 P-Turtle을 활용하는 수업을 실시하 다. 교실

의 앞쪽에는 교사용 책상과 노트북이 있다. 교실의 정면에는 형 화이

트보드와 빔 로젝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앙의 스크린을 내리면 교사

용 노트북의 화면을 공유할 수 있다. 

수업은 5개의 소집단(3명씩 구성)을 구성하 고, 소집단끼리 모여 앉은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하 다. 학생들의 체 인 수 은 비슷하 기 때

문에 토론을 활성화시키기 해 친한 학생들끼리 소집단을 구성하도록 

요구하 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 3학년 학생들로 학교 2학년 때 

확률의 기본 개념과 간단한 성질에 해 배웠지만, 고등학교 과정의 확

률 내용을 선행 학습한 학생은 없었다. 그러나 이 학생들은 한 달 에 

L-System 기반 확률 표 을 통한 순열·조합 문제 사이의 구조  동형 

악을 주제로 하는 수업을 6차시 받았기 때문에 L-System 기반 확률 

표 을 알고 있었으며 P-Turtle환경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먼  문제에 한 각자의 생각을 었고, 그 이후에 소집단 

내에서 문제에 해 토론을 하 다. 이후 P-Turtle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하기 해 각자 한 모델을 구성하고 시뮬 이션 하는 활동을 하

다. 모델링 활동 역시 개인 활동 이후 소집단 토론 활동을 하도록 유도

하 다. 문항에 따라서는 소집단 별로 토론을 통해 하나의 결론을 정하

고 교실 정면의 컴퓨터  스크린이나 칠 을 사용하여 발표하여 체 

토론을 하기도 하 다[그림 Ⅳ-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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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수업 흐름도 

개별  P-Turtle 모델링 활동 이후 소집단 내에서 각자 구성한 실험을 

공유하며 동료들과 의사소통하며 자신의 실험을 반성하거나 새로운 실험

을 구성할 수 있다. 수업은 연구자가 직  교사로 참여하여 진행하 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분 기를 조성하고, 소집단 

토론을 유도하기 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때론 조별로 문제에 한 하나

의 결론을 내리도록 요구하 다. 문제별로 충분히 오랜 시간을 사용하

다. 특히 1번 과제는 학생들이 P-Turtle 환경과 익숙해지는 시간을 고려

하여 5개의 문항을 3차시 135분에 걸쳐 진행하 다. 

2.3. 자료 수집  분석

자료 수집을 해 교실 찰, 학생 면담, 수업 녹화, 학생이 제출하는 

문서 자료 수집을 수행했다. 모든 수업 과정은 캠코더로 녹화하 으며, 

각 조별로 나타나는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구체 으로 살펴보기 해 

조별로 캠코더를 배치해 촬 하고, 사를 해 조별로 추가 으로 녹음

기를 사용하여 음성 녹음도 하 다. 동료 연구자에게 부탁하여 매 문제

마다 상호작용이 활발한 학습자들을 별도로 촬 을 하 다[그림 Ⅳ-2]. 

문서자료 수집을 해서는 찰된 모든 수업과 련된 학생들의 학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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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집하고, 교실 수업자료와 면담 자료를 사한 자료를 구성해 분석

의 기 자료로 활용한다. 확률 련 과제 이외에도 P-Turtle 학습 환경

에 한 의견을 묻는 간단한 설문조사도 진행하 다. 수업 찰  본 

연구의 목 에 맞는 상을 표하는 를 선택하여 분석한다. 한 연

구 참여자  교사는 T, 학생은 S1부터 S15까지로 코딩해 구분한다.

[그림 Ⅳ-2] 교실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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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3.1. 과제1에서의 용 결과

3.1.1. L-System 기반 확률 표 을 통한 의사소통

과제1은 학생들이 실험 활동을 통해 스스로 수학  확률의 정의에는 

등확률이라는 기본 제가 필요하다는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등확률 과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과제1]

 한결이는 개의 공을, 은결이는 개의 공을 가지고 있다. 앞면과 뒷면이 나

올 확률이 같은 동 을 최  회 던져 앞면이 나오면 은결이가 한결이에게 

공 개를 주고, 뒷면이 나오면 한결이가 은결이에게 공 개를 주는 게임을 

한다. 게임이 끝났을 때 한결이가 공을 4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한결이가 이

긴 것으로 정하 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단, 두 명  한 명의 공이 모두 

없어지면 게임은 종료한다.)

소문항1에서는 직 으로 가 더 유리할 것 같은지를 묻고 소문항2

에서는 게임의 결과로 가능한 상황의 경우의 수를 물었다. 소문항3에서

는 한결이와 은결이가 각각 이길 확률을 구하도록 요구하 다. 이는 자

연스럽게 학생들이 수학  확률의 정의인 경우의 수의 비율로 확률을 구

할 수 있도록 의도한 과제 설계이다. 이후 실험을 통해 자신의 추측이 

틀렸음을 인지하고 P-Turtle에서의 실험 결과와 소집단  체 토론을 

통해 등확률이라는 개념을 구성하기를 기 하 다. 5개조 모두 게임 결

과로 7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며 그 에 한결이가 이기는 경우는 3가지, 

은결이가 이기는 경우는 4가지라는 것을 토 로 한결이가 이길 확률을 




, 은결이가 이길 확률을 


로 구하 다. 특히 일부 소집단에서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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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화자 사
24 S2 아. 이게 머리 아 네 이게

25 S2
이 게 해서 하면은 내가 이야기한 로 여기 확률 여기 
확률 다 곱해서 하면은 같이 나와. 같이 나와. 1:1이 
나와

26 S1 둘 다 1/2 이네.
27 S2 아닌가? 잠깐만. 머리 아 네
28 S1 아. 어려워

29 S2 한번 해 . 요거하고 요것도 한번 해 . 우리 의견을 모아
야해 그래서

30 T 의견을 나 고 있어요? 시간 계상 두 사람이 이야기해 
주고 의견을 들어야할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해  얘들한테

31 S1

요? 총 7가지 나왔는데. 앞이 2번 나오는 순간에 한결이
가 이기는 거니깐 7가지 에 4가지라서 4/7 이 게 단순
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 게  1/2씩 곱해가지고 더하면 
비율이(확률이) 같아지니깐 되게 헷갈려.

32 S2 나도.
33 S2 그런데 어 흠. 어떻게 하지?

34 S2 간단하게 생각하면 7가지 에 4가지니깐 그 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35 S1 근데, 그런데 이거를 일일이 확률로 하면 같아지니깐... 모
지? 모지? 난 구지?

36 S2 이 게 복잡하게 하는 것이 낫냐? 간단하게 하는 것이 낫
냐?(S3에게)

37 S3 간단하게
38 S2 그럼 4/7로 하자. 7가지 에 4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하자.

교 2학년 확률 단원에서 학습하 던 확률의 곱셈과 덧셈을 이용하여 구

한 값과 경우의 수의 비율로 구한 값이 일치하지 않아 인지  갈등을 겪

는다. 구체 으로 이러한 1조의 인지  갈등 상황을 살펴보자.

S1과 S2는 모두 경우의 수의 비율을 이용했을 때 은결이가 이길 확률

을 4/7 로 구하 다(번호 31, 34). 하지만 S1과 S2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인 확률의 곱셈과 덧셈을 이용하여 직  확률을 계산했을 때는 한결

이와 은결이가 이길 확률이 모두 1/2로 동등하게 나옴을 확인하 다(번

호 25, 31). 동일한 문제에 한 이러한 두 가지 근이 서로 다른 결과

를 나타내자 S1과 S2는 인지  갈등에 직면하고 어떤 값을 선택해야할지 

고민하다가 논리  근거 없이 S3의 의견에 따라 경우의 수의 비율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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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화자 사
80 S3 난 거 틀렸다 할래
81 S2 어떻게 할래?(S1에게)
82 S1 틀렸다. 난
83 S2 틀렸다 하자 그럼. 이유는?

84 S3
여기 맨 에 것이 aa에 체크되어야 하는 거자나(수형도를 

가르키며)
85 S2 그니깐, 동일한 조건에서 야..

86 S3
aab하고 aaa가 있자나. aaa가 있고 aab가 있으니깐 aa는 

확률이 많이 나온다고 2배로... 그래서?(S2에게)

87 S2
그니깐 결국에는 aaa자나 그니깐 따로 야 된다는 이야

기 자나

88 S3
같이 도, 같이 보면 2개니깐 이게 확률이 2배로 더 크다

고 얘네가
89 S2 그 지
90 S3 그니깐
91 S2 그러니깐.. 아~~ 그러니까 결국 경우의 수는 
92 S3 같다고
93 S2 어. 확률이 항상 같아야 한다고
94 S3 몰라. 그런 것 같아.

한 확률 값을 소집단 체의 의견으로 선택하기로 한다(번호 34~38).

이상의 첫 번째 담론과 비슷한 양상이 다른 4개조에서도 모두 나타났

다. 학생들은 이미 학교 2학년 확률 단원에서 경우의 수 비율에 의한 

확률의 정의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등확률이라는 기본 제를 생각해내

지는 못하 다.

이후 교사는 각 조의 의견을 확인하고 학생들에게 모든 조에서 한결이

가 이길 확률을 3/7, 은결이가 이길 확률을 4/7로 구하 음을 알려주었

다. 그리고 각자 스마트폰을 꺼내 P-Turtle 환경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

기 한 모델링과 시뮬 이션 활동을 통해 앞에서 구한 답이 맞는지 확

인하도록 요구하 다. 한 만약 틀렸다면, 틀린 이유를 찾고 올바른 답

을 다시 구하도록 요구하 다. 이후 학생들은 P-Turtle에서의 실험을 통

해 단순히 경우의 수 비율로 구한 기존의 자신들의 답과 실험 결과가 일

치하지 않음을 인식한다. 1조의 담론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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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화자 사
95 S2 약간 나도 그런 생각 비슷하게 했는데
96 S3 는?(S1에게)
97 S3 많이 해서 비율을 확인해  비율 그래  해서
98 S2 이 게 하는 거지?(a++) 
99 S3 아니야 +++ 야

100 S2

근데, 기서는 a가 2개 밖에 안 나왔자나. 그리고 이건 

++ 가 있으면 안 되는게.. 랑 내가 한 식에서 안 되는게 

확률이 계속 바 거든.
101 S3 뭔소리야?

102 S2

그니깐 여기서 뽑는 형식이자나. +가 들어가면은 뽑는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자나. 뽑고 다시, 그니깐 동  같은 경우

는 앞면을 한번 뽑았다고 다시 앞면을 못 뽑는 게 아니자

나.. 그니깐 a, b 에 제한이 없어야지
103 S3 그니깐 +++ 면은 a , b  가 제한이 없는 거자나

104 S2

아니지. 여기서 a가 한번 뽑히면 원래는 a가 뽑힐 확률이 

1/2 이었는데 2/5로 바 는 거지. 5개 에 2개가 남았으니

깐

105 S3
그런가? 그런가? +가 아  없고 그냥 이 게 가자. 이 게 

하고 3X 해 . 그 게 해가지고 확률(비율) 그래  해

106 S3
(aab와 aaa) 둘이 같자나. 그리고 이걸 같은 것으로 본

다면 얘(aa)가 2배가 되자나
107 S2 응(고개를 끄덕이며)
108 S3 그니까

109 S2

나는 아까 이야기 했었는데, 실험을 aa에서 멈추는게 아니

라 aaa도 한결이가 이기는 것이고 aab도 한결이가 이기는 

것으로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일단 그 게 

해서...
110 S3 나도
111 S1 응

1조의 조원들은 각자 실험을 한 후 소집단 토론 과정에서 앞에서 경우

의 수의 비율로 구했던 답이 틀렸음을 인지하게 된다(번호 80~83). 틀린 

이유에 해서 S2와 S3는 한결이가 연속으로 2번 이겨서 게임이 끝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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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화자 사

1 S2

어, 그러니깐 이게 여기서 나온게.. 그니깐 첫 번째 두 번
째가 aa가 나온 경우에는 이게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그 
자체를 하나의 경우로 봤는데요. 희 생각에는 aa 뒤에 a
가 나오던 b가 나오던 어 든 한결이가 이기니깐 3번째까
지 실험을 해서 그 결과를 합한 값을 aa로 야한다고 생
각해서요. 희는 경우의 수를 8개라고 생각을 했고요. 7
개가 아니고. 네.

2 T , 그래서?

3 S2

그래서 하면은.. 흰 그래서. 희 이거는 확률을 계산하

거든요. 4/8, 4/8 이 게 나와서 확률은 같다고 나왔고요. 

그리고... 뭐라고 설명드릴까요 제가

4 T
뭐 질문하고 싶은 것 있어요? 궁 한 것? 뭔가 이해가 안

된다

5 S6

할때요.  aa나왔을 때 은결이가 아  없어지니깐 그럼 

원래 게임이 끝난다고 룰 상으로 그 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기서 만약 게임 끝나니깐 3번째 게임 자체가 하면 

aa는 실제로 aaa와 aab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6가지 경우들 보

다 확률이 2배로 높다는 을 지 한다(번호 84~95). 이후 S2와 S3는 함

께 다시 실험을 설계하고 비율 막  도구를 이용하여 실험 으로 aa가 

다른 6가지 경우보다 2배 더 많이 나옴을 확인한다(번호 105, 106). 

P-Turtle 환경이 제공하는 라벨 도구의 도수와 비율 막  도구가 학생들

의 수학  추론  정당화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추측하고 

실험을 통해 검증하는 computational thinking 사고 과정을 포함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한 S2와 S3 사이에 암묵 으로 한결이가 이기는 것

이 a, 은결이가 이기는 것이 b로 약속되고 린덴마이어 표 에 사용된 a, 

b, + 만을 이용하여 문제 상황과 련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번호 85~109). 따라서 이와 같은 1조에서의 담론은 린덴마

이어 표 이 이산 확률 상황의 구조를 잘 표 해내며 학습자 간의 의사

소통에 효율 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라고 할 수 있다.

소집단 토론 활동이 끝난 후 교사는 각 조별로 교실 정면의 컴퓨터와 

스크린을 사용하여 수행한 실험을 소개하고 경우의 수의 비율로 구한 답

에 한 의견을 이야기하도록 하 다. 1조의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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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는게 룰이니깐 8가지가 아니라 7가지의 경우의 수가..

6 S2

아니, 그냥 했다 치는거지. 그니깐 어 든 aa 는 aaa의 그

거 나올 확률과 aab를 더한 확률. 그 두 확률을 더한게 aa

의 확률이 되거든요. 그래서 희는 (린덴마이어)식을 쓸 

때도, 이거를(스크린의 수형도를 가르키면서) aa 자체가 나

오게 하기는 희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그 게 나오게 

해서 더한 값으로 생각을 하자. 이 게 해서 한거에요.

7 T
그럼, 8가지로 서 한결이가 이기는건 어느것 어느것 이

에요 기서?

8 S2

그니깐, 한결이는 여기하고 여기 여기 여기 4가지가 한결

이가 이기는거고 은결이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 게 4

가지 같이 4가지씩 했습니다.

1조의 발표자 S2는 경우의 수의 비율로 구한 확률 값과 확률의 곱셈과 

덧셈을 사용하여 구한 값을 일치시키기 해 aa를 aaa와 aab로 분해하

여 게임 결과의 경우의 수 7가지를 8가지로 확장하 다(번호1, 6). 이러

한 추론은 그들의 문제에 한 추상화 “X  ′  ′ X”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aaa, aab 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지만 일어난다는 가정 하에 설명

을 한 것이다(번호 6). 한 S2가 특별히 a, b 에 해 설명하지 않았지

만, aa가 나오면 바로 게임이 끝난다는 설명을 통해 a가 한결이가 이기

는 상황을 나타냄을 드러내었고 학생들이 이를 자연스럽게 이해하 다

(번호 1). S2와 S6 사이에서 오고간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L-System 기반 

확률 표 은 의사소통에 효과 으로 활용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3.1.2. L-System 기반 확률 표 과 추상화

L-System 기반 확률 표 은 이산 확률 상황의 수학  구조를 나타내

는 추상  표 이다. 설계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의 확률 표 식은 식에 

사용된 문자에 한 해석을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확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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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S9

어, a가 앞이 나오는걸로. 아니 은결이가 나오는걸로 하고 

맞나? 은결이 맞지?(조원들에게) b가 한결이가 나오는걸로 

해서
51 T b가 한결

52 S9

b가 한결이라 해서.. 어 그래  나왔는데 한결이가 이긴 

경우가... 한결이가 3가지. 7가지 에 3가지라 그랬는데 

여기 그래 에서 보면 비율그래 가 다른 비율보다 상당

히 큰데, 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 bb 나온 경우가 짤리

는 곳 이자나요. 가능성이 bb나오면 한결이가 질. 아니 2

개를 다 줘버리니깐 0이 나오기 때문에 게임이 끝나게 되

는데 이 지 (bb를 마우스 커서로 가르키며)에서 비율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고 은결이하고 한결이 에 은결이가 

한 실험은 3가지가 아니 한결이가 이기는 세 가지가 여기

(bb) 비율을 2가지로 다시 보면, 모두 4가지가 되요. 그래

서 4/8로 해서 둘다 1/2 로 같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

서 이거는(3/7, 4/7)는 틀렸다고.
53 T 그니깐, 4/7 로 하면 안 되는 이유는 결국은..
54 S9 비율이 커서 2배로 야한다.
55 T 비율이 커서 2배로 야된다?
56 S9 네.
57 T 자, 질문 있어요? 어 거기 1조
58 S2 거기, 식좀 잠깐만
59 S3 식좀 잠깐만 보여줘
60 T 식을 설명해달래요. 지  식이 특이하자나요? 그 죠?

61 S9
아. 잠깐만요. 아.. 아까 잘못 말했는데 a가 한결이고 b가 

은결이고 그니깐 한결이가.. 아 헷갈리네. 한결이가 a야?
62 S8 한결이가 a야

을 나타낼 수 있다. 한 동일한 확률 상황에 해 학생들은 L-System 

기반 확률 표 을 사용하여 자신만의 서로 다른 추상화를 구성할 수 있

다. 이와 련된 사례로 다음의 3조의 발표와 그에 한 체토론을 살

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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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S9

한결이가 a고 b가 은결이고 한결이가 3개 가지고 있고, 은

결이가 2개 가지고 있을 때 동 을 3번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마우스 커서로 +++ 와 ++를 가르키며 3개, 2개

를 설명한다.)
64 T a가 한결이 맞아요?
65 S9 아.. 헷갈리네

66 S4
b가 한결이어야 되지 않나? b가 두 번해서 이기면 게임이 

끝나는거자나
67 S9 b가 은결이 아냐?
68 T 같이 생각해보세요. 지  a랑 b 가 한결인거에요?
69 S9 b가 은결인거 같고 a가 한결인거 같은데요
70 S6 a가 한결이 아니야? (+가) 3개가 있으니깐?
71 S4 아니지. 근데 2번 이기면 끝나는거는 한결이 아니야?
72 S6 은결이지.
73 S9 아. 헷갈려
74 S4 은결이가 공 2개야? 은결이가 공 2개자나.
75 S2 이 식에서는 그럼 지는..
76 S4 그럼. 거는 지는 그래 지
77 S2 지는 사람의 그걸 만든거네.
78 S4 지는 사람이네 거.
79 S6 아..
80 T 아. 그럼 이거 지는 사람으로 해석한 거에요 그럼?
81 S9 아.. 그게 아닌데
82 T 그게 아니에요?(웃음)
83 S6 은결이가 두 번 지면 끝나는 거니깐

84 T
지 . S9가 잘했거든요? 그냥 b를.. b를 구로 보면 되는

거야 지 ?
85 S9 b가 은결이라고 하면 안될까요?
86 T 그럼 은결이가 2번 이기면 게임이 끝나는건가?
87 S6 은결이가 뺏기는건가?
88 S4 뺏기는 거라고 생각해야지 그럼
89 T 역으로 뺏기는걸로 생각하면 b를 은결이로 도 된다?
90 S6 b를 한결이로 보면은.. 어떻게 해야하는거에요?
91 S3 이상해.. b를 한결이로 보면은
92 S4 (+를) 우승을 해 남은 개수?
93 S9 b가 은결이. a가 한결이. a가 3개, b가 2개. 3번 던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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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94 S4 우승을 해 남은 횟수.
95 S9 아..뭐가 틀렸지.
96 S1 뺏는 그래 ?

97 T
그럼 만약 이기는 걸로 한다고 그러면, 가 한결이인거에

요?

98 T
게 b가 b가 이긴거고, a는 a가 이긴걸로 한다. 수형도를 

그러면 가 한결이면 딱 맞아요?
99 S9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어요.

100 S9
도 이거를 a라 하고 막 치환하니깐 잘 모르겠어요. 헷갈

려요.
101 T 음. 뭐 의견 없어요? 뭐가 뭐다?

102 S6
그럼 이게 뭐에 맞춘. 그니깐 뭐에 을 둔 그래 에요? 

아니 그니깐 얻는거에요. 뺏기는거에요?
103 S9 이거는.. 이거는 얻는거.
104 S3 그러면, b가..
105 S6 그러면은 b가 한결이가 되야 하고 a가 은결이가 되야하죠.
106 S1 (+는) 상 방에서 얻을 수 있는 개수.
107 S6 그 게 해서 해석하면은

108 S4

 a+++ 는 우승을 해 남은 개수라고 야 옳지 않나. 

걸 이기는 기 으로 봤을 때, b가 한결이라고. 그리고 

지  거 +를 이해하기 해서는 우승을 한 남은 개수

로 생각하는게 좋아.

109 S9

그러면, b로 했을 때, 그냥 뺏기는 거라고 보면은 이거 b

를 은결이라 보고 a를 한결이라 보죠. 그래서 aaa로 갔을 

때, bb로 갔을 때, 가능성을 봤을 때 비율이 더 크자나요. 

이 비율이 다른 것보다 크죠. 그니깐 이것을 2개로 보고 2

가지 가능성으로 보면 이 8가지 에 한결이가 이기는 것

이 4가지가 있네요.

110 T
그럼. 여기서 b 그러면? b가 얻는게 아니라 b가 뺏기는 걸

로 보면.
111 S9 , 뺏기는걸로.
112 T a가 한결이 b가 은결이로 할 수 있다 이거죠?
113 S9 , b가 은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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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T bb면 b가 2개다 뺏겨서 끝났다?
115 S9 , 끝난다.

116 T
이해 나요 지 ? 그러네.. 이게 뺏기는 걸로 할 수도 있

네. 자 3조가  특이한 실험을 보여줬어요.

1조와 2조는 모두 L-System 기반 확률 표 “X ′  ′ X”를 사용

하여 실험을 하 다. 반면에 3조의 발표자 S9는 새로운 표 을 사용한 

실험을 제시하 다[그림 Ⅳ-3].

 

[그림 Ⅳ-3] 3조에서 제시한 확률표 식과 실험 결과 

S9는 a가 은결이가 이기는 것, b가 한결이가 이기는 것이라 설명한 후

(번호 50) 1조와 동일한 논리로 설명을 하 다(번호 52). 이때 새로 등장

한 확률 표 식이 이해되지 않았던 1조의 S2와 S3는 S9에게 확률 표 식

에 해 설명해달라고 요구한다(번호 58, 59). 이때 갑자기 S9는 처음 설

명과 달리 a가 한결이, b가 은결이가 이기는 상황이며 +는 가진 공의 개

수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 설명 한다(번호 83). 이에 2조의 S4는 스크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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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수형도[그림 Ⅳ-3]를 보며 b가 2번 이기면 끝나는 형태이기 때문

에 b가 한결이가 되어야한다고 지 하 다(번호 66, 71). 그러나 S9는 여

히 b를 은결이로 두고 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번호 69) S6 역시 +를 

처음 가진 공의 개수로 해석하면 a가 한결이라고 주장하 다(번호 70). 

이에 S2, S4는 동시에 b를 은결이로 보기 해서는 실험 결과로 나타나는 

a, b를 a와 b가 지는 상황으로 해석해야함을 주장 한다(번호 75~78). S6 

역시 수형도에 나타나는 문자를 그 문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는 것으로 

해석하면 b가 은결이가 됨을 납득하 다(번호 83). 이후 S6는 b를 한결이

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한 새로운 질문을 제시한다(번

호 90). 이에 S4는 b를 한결이로 보기 해서는 +를 우승을 해 남은 개

수로 해석하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한다(번호 92, 94). S6는 S9에게 

수형도에 나타나는 문자를 그 문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을 얻는 것으로 

해석할지 뺏기는 것으로 해석할지에 해 묻는다(번호 102). S9가 공을 

얻는 것으로 본 것이라고 답하자 S4는 그러면 b가 한결이가 되고 +는 

우승을 한 남은 개수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번호 108). S1 역

시 b를 한결이로 보기 해서는 +를 상 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공의 

개수로 해석해야한다고 말한다(번호 105). b를 은결이로 보고자 했던 S9

는 S1, S4, S6 와의 토의를 토 로 b를 은결이, 수형도의 문자는 해당 사

람이 뺏기는 것으로 해석하여 의견을 다시 정리한다(번호 109).

이상의 담론에서 학생들은 하나의 L-System 기반 확률 표 과 수형도

가 자신이 해석하는 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문제의 모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표 Ⅳ-2>(번호 108, 109).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P-Turtle 을 통해 구성된 수학  모델을 자신의 추론의 근거로 사용하

다(번호 66, 70). 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여 토론을 유발하는 과정도 

나타났다(번호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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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     ′

해석    문자의 의미

1 한결 은결
각 사람이 가진 공의 

개수

문자에 해당하는 사람

이 공을 뺏기는 것

2 은결 한결
상 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공의 개수

문자에 해당하는 사람

이 공을 얻는 것

<표 Ⅳ-2> 담론에서 나타난 L-System 기반 확률 표 의 두 가지 해석 

이후 4조와 5조 모두 비슷한 논의로 경우의 수의 비율로 확률을 구할 

때는 등확률의 제가 필요함을 설명하 다.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동일한 문제 상황에 해 서로 다른 추상화

와 실험을 찰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표 Ⅳ-3> 에서와 같이 학생들은 

L-System 기반 확률 표 을 사용하여 각기 다른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

제에 한 추상화를 구성하고 실험하 다. L-System 기반 확률 표 이 

매우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서로 다른 모델링을 반 하여 나타

낼 수 있다는 을 보여주는 이다. 한 학생들은 동일한 문제에 한 

서로 다른 추상화를 공유함으로써 문제에 한 다양한 을 경험할 수 

있다. 한 학생들이 상 으로 정교한 3조, 5조의 추상화에 해 정

인 평가를 하는 모습도 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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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4 조 3조 5조

X ′  ′   X ′    ′  X ′   ′  

<표 Ⅳ-3> 동일한 문제에 한 서로 다른 추상화 

3.1.3. 과제1 용 결과로부터의 환경 개선

이상의 과제1에서의 용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L-System 기반 확률 표 은 교실 내 구성원 사이의 수학  의사소

통에 사용되었다.

� L-System 기반 확률 표 식  수형도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방식으

로 동일한 문제의 모델로 해석되기도 하 다.

� 동일한 문제에 해 학생들은 P-Turtle환경에서 서로 다른 세 가지

의 추상화를 구성하여 실험하 다.

� 학생들은 수학  추론과 정당화 과정에서 P-Turtle을 통해 자신들이 

구성한 시각  모델을 근거로 사용하 다.

� 학생들은 P-Turtle환경에서의 실험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토론과 교

사의 한 재 속에서 기 추측을 수정하고 등확률 개념을 구성

할 수 있었다.

컴퓨터와의 의사소통 체계인 L-System 기반 확률 표 은 학생들의 토

론 과정에서도 효율 인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L-System 기반 

확률 표 은 이산 확률의 수학  구조를 포함하는 추상  문자 표 이

다.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하나의 L-System 기반 확률표 식은 해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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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확률 상황을 표 할 수 있다. 한 학습자들은 

동일한 문제에 해 서로 다른 L-System 기반 확률 표 식을 구성하기

도 한다. 따라서 L-System 기반 확률 표 은 여러 가지 확률 문제 상황 

사이의 구조  동형을 악하는데 용이하며 학습자들이 자신의 문제에 

한 이해 방식을 반 하여 추상화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L-System 확률 기반 표 이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는 은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방해 요소로 작용하기

도 하 다. 앞에서 살펴본 1조의 소집단 토론에서 S2와 S3는 a, b의 해

석에 한 암묵 인 합의를 기반으로 L-System 기반 확률 표 을 사용

하여 효율 인 의사소통을 하 다. 반면 3조의 발표에서 S9는 문자 a, b

와 +에 해 모호한 해석을 제시하여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효율 인 의

사소통에 실패하 고 해석 방식에 한 토론을 야기하 다. 결과 으로 

이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체 토론을 통해 L-System 기반 확률 표 이 

다양한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정 인 계기를 제공

하 다. 하지만 환경의 설계의 에서 L-System 기반 확률 표 이 더

욱 정확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었다. 

실제로 S9는 발표 과정에서 문제 상황을 a, b로 치환하려다 보니 헷갈린

다고 표 하기도 하 다(p.89 번호 100). 

이에 우선 L-System 기반 확률 표 에서 기존의 어 소문자 이외에

도 한  문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 다. 학생들은 어보다 한

에 더욱 친숙하며 한  한 문자는 어 한 문자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표 해낼 수 있다. 를 들어, 한결이와 은결이에 련된 과제1과 같은 

문제 상황에서 X ′한   ′ 과 같은 표 이 사용 가능하게 되

었다[그림 Ⅳ-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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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그림 Ⅳ-4] L-System 기반 확률 표 의 확장  부연설명 도구 

 학생들은 자신이 문제 상황을 L-System 기반 확률 표 식으로 추상

화한 맥락을 표 식 자체에 더 많이 반 할 수 있다. 추상화의 과정이 

구체 으로 드러나게 됨으로써 의사소통 과정에서 해석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한 실험을 구성하는 학습자가 자신의 추상화 방식에 해 기

록을 남기고 부연설명을 통해 달력을 높일 수 있도록 P-Turtle 환경에 

부연설명 도구를 추가하 다. 학습자가 부연설명 도구에 확률표 식에 

한 설명을 간단히 입력하면 실험 상단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 다[그

림 Ⅳ-4-②]. 이는 공동체 구성원 간의 실험 화면 공유 시 의사소통을 

보조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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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 자.. 어느 치에 가장 많이 가요?

3.2. 과제2에서의 용 결과

과제2는 랜덤워크를 술에 취한 아 씨의 무작  걸음 상황으로 제시하

며 학생들이 이항분포의 분포 형태, 편차 등에 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과제2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과제2]

어떤 아 씨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술집 앞을 나왔다. 그는 무 취해서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아 씨가 동일한 확률로 앞으로 한 

걸음, 는 뒤로 한 걸음 걷는다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3.2.1. 에이 트 모델링에 의한 수학  추론

과제2의 소문항1에서는 먼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 학생들이 추측

하기를 요구하 다.

[과제2의 소문항1]

이 아 씨가 4걸음 걸은 후 도착할 수 있는 모든 치를 구해보시오. 이 아

씨가 각 치에 도착할 가능성은 모두 동일한지 다른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자신의 의견을 이유와 함께 쓰시오.

학생들은 아 씨가 도착할 5개의 치는 쉽게 구해냈지만 부분 각 

치에 도달할 확률을 같다고 추측하 다. 가능성이 다르다고 답한 몇 

명의 학생들도 수학 으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 다. 이후 교

사는 P-Turtle 환경에서의 실험 활동을 하게 한 후 소집단 토론 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 다. 이후 조별로 합의된 의견을 

발표하게 하 다. 다음은 1조의 발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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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3 0이요. 0
3 T 그러네. 제자리. 허무하죠?

4 S3

여기가 4고, 여기 a가 한발자국 앞으로 가는거라고 하고 

여기 –로 되어있는 b가 뒤로 가는거라고 해서 앞으로 여

기가 앞으로만 가는 거기가(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르키며) 

4발자국 앞으로 가는 것이고, 여기가 2발자국 앞으로 가는 

것, 여기가 그냥 제자리인 것, 그리고 여기는 뒤로 2발자

국 가는 것, 여기는 뒤로 4발자국 가는걸로 실험을 했습니

다.

5 T
자, 그러면 지  가능성이 다르자나. 왜 다른거죠? 막 기

들이 (높이가) 다른 거 보니깐 지  가능성이 달라 그죠?
6 T 이게 다들 궁 한거 아니에요?
7 S3 뭐가요?

8 S6
그니깐, 게 왜 다 다르게 나오냐고. 기 5개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게 왜 (확률이) 다 다르게 나오냐고.

9 T
자, 지  질문이 들어왔어. 지  경우가 5개가 있는데 다 

달라. 자, 다른 이유?

10 S3

이게, 그 앞으로 4발자국 가는 거는 한 가지 경우의 수밖

에 없자나요. 그니깐 4발자국 앞으로 가는 거랑 이거 뒤로 

4발자국 가는 거는 한가지씩 밖에 경우의 수가 없자나요. 

그런데 얘는 그거보다 그 2발자국 앞으로 가는 거는 3발

자국 앞으로 가고 뒤로 한 발자국 가면 되니깐 경우의 수

가..
11 T 기 그림에서 보면?
12 S3 네, 네 가지?
13 T 네 가지 어떻게 나와요?

14 T
도와주세요. 그럼 이쪽에서 같은 조니깐 도와주세요. 지  

친구가 출발을 잘했자나.

15 S2
무엇을 해야 되요? 아 여기의(앞으로 2발자국 지 을 마우

스 커서로 가르키며) 그거요?
16 T 그 죠. 지  왜 더 제자리에 많이 가고..
17 S2 그래서, 여기는 그 일반모드로 나타냈을 때는 나무모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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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때의 이 값이 나오는 값들을 다 합쳐놓은 것들을 여

기 한꺼번에 모아놓은거자나요. 

18 S2

근데 여기서는 이 게 3발자국 가고 뒤로 한발자국 가는

거, 그리고 2발자국 가고 뒤로 한발자국 갔다가 다시 앞으

로 한발자국, 뭐 앞으로 한발자국 갔다가 뒤로 한발자국 

가고 다시 두 발자국 가고, 뒤로 한발자국 앞으로 세발자

국 이 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모아서 여기 표 한 거

라서요. 끝에 있는 것보다는 안으로 갈수록 이게 뭐라고 

해야되지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야되나. 각 자리에 도착할? 

(마우스 커서로 거북이의 서로 다른 4경로를 재 하면

서).
 

S3는 우선 자신의 조에서의 실험 설계 “X ′ ′ / X” 에 해 

설명한다(번호 3). 이후 S3 는 각 치에 도달할 확률이 다른 이유에 

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각 지 에 도착하는 경로의 수와 련 있다

는 것을 언 하지만 정 하게 정당화하지는 못한다(번호 10). 이에 같은 

조의 S2가 나와 부연설명을 한다. S2는 +2(앞으로 두 걸음) 지 에 도착

하는 서로 다른 4가지 경로를 정확히 언 한 후 제자리 근처일수록 도착

할 확률이 높다고 주장한다(번호 18). 이때, S2는 마우스 커서를 이용하

여 거북이의 서로 다른 4가지의 움직임을 재 하면서 설명한다[그림 Ⅳ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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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T 자, 질문 있어요? 지  이 게 설명을 했는데.. 질문?

20 T
자, 그럼 비율은 어떻게 되요? 비율은? 여기서  막 기

들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
21 S2 비율이요?
22 T 응. 높이의 비율. 한번 다 같이 생각해보세요.
23 S2 얘가 제일 크고, 얘가 간이고, 얘가 젤 작아요.
24 T 그런데 그런게 있자나요. 1:2 라던지
25 T 어떻게 되요? 비율이?

26 S2
비율이요? 한 1:4:5 쯤 될 것 같아요(막 의 높이를 보면

서)
27 T 지  숫자보고 얘기하는거에요? 지 ?

[그림 Ⅳ-5] 에이 트의 움직임을 재 하는 마우스 커서

이는 에이 트의 움직임과 그 경로가 학습자의 수학  추론과 정당화

의 수단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P-Turtle에서는 학습자들이 에이

트를 통해 실험 결과에 한 시각  모델을 직  구성하기 때문에 이

러한 수학  추론이 가능하다. 한 거북이의 움직임을 학습자가 재 하

며 정당화하는 장면은 에이 트의 움직임이 학습자의 내 인 감각-운동 

체계 속에서 시뮬 이션 되며 학습자가 상을 이해하고 추론한다는 체

화된 모델링의 과 련된 외부  표 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교사는 구체 으로 각 치에 도달할 확률들 사이의 비율을 구하

도록 요구함으로써 이항분포의 분포 형태에 한 정교화를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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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T

자, 혹시 비율에 해 할 말 있다? 자 비율.. 지  1조에서 

거의 90% 이야기를 했는데, 비율에 해서 내가 한번 설

명해보겠다. 없어요? 1조가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다른 조

가 좀 도와줘야하지 않겠어요?
29 S3 다.. 기 비율 어요
30 T 자 그럼 비율 한번 얘기해주세요.
31 S3 ( 에서부터 가르키며) 1:4:6:4:1
32 T 어, 왜 그래요?

33 S3
이게요. 확률 상으로 얘가 기로 갈 거는 1/16 이고 여기

로 갈 거는 4/16 고
34 T 왜 4/16 에요?
35 S3 네?
36 T 왜 4/16 에요?

37 S2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자나요. 그니깐 총 수형도로 나타냈

을 때, 1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여기 앞으로 2칸 가

는 경우에는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자나요. 그러니깐 

4/16 가 얘의 비율
38 T 오. 제자리는 몇 가지인거에요 그럼
39 S3 6/16 이요.
40 T 6가지?
41 S2,S3 네
42 S9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43 T 어, 여기 다시 한번 설명해달라는데?
44 S2 뭘.. 뭘해야되죠? 나도 기억이 안나는데 지 .(웃음)
45 S9 기, 16이 어떻게 나온건지 좀.
46 T 16이 어떻게 나온건지를...
47 S2 제가 해도 되요?
48 T , 직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
49 S2 (동일한 실험을 수형도 모드로 실행한다)
50 T 자,  다른 실험을 지  보여주고 있네요.

51 S2

자, 이거는 그냥 같은 식인데, 아까랑 같은 건데 나타

내는 방법만 바꾼거거든요. 여기를 보면 세어보면은  아

기는 한데 16가지가 나와요 총. 근데 방  거기에서는 

아까 일반모드로 나타낸거에서는 서로 같은 값을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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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뭐라해야되지?

52 S2

그니깐, 앞으로 아니 뒤로 한 칸 가고 앞으로 세 칸 가는 

것과 앞으로 세 칸 가고 뒤로 한 칸 가는 것과 같자나요. 

그거를 한곳에다 나타낸거고, 이건(나무모드)는 다 따로따

로 나타낸거에요.

53 S9
그거를 합쳐서 지  이 게 나타낸거에요? 6가지를 이

게.
54 S2 .
55 S9 수형도는 다 따로따로?
56 S2 네

S2는 각 치에 도달할 확률은 서로 다른 경로의 수가 많을수록 높아

진다는 것을 이해하 다. 하지만 각 치에 도달할 확률의 비가 정확히 

경로의 수의 비율이 됨을 악하지 못하 다(번호 23, 26). 약간의 시간

이 흐른 뒤 S2와 S3는 각 치에 도달할 확률들의 비율이 1:4:6:4:1 임을 

주장하 다(번호 31). 이들은 체 경로 16가지  각 치에 도달하는 

경로의 수의 비율로 확률을 구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 다(번호 

37). 이때, S9는 16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다시 설명해  것

을 요청한다(번호 45). 이에 S2는 자신의 수학  추론에 해 설명한다. 

[그림 Ⅳ-6]에서 볼 수 있듯이 S2는 동일한 L-System 기반 확률표 식을 

나무모드로 실험한 결과를 제시한다(번호 51). 

①일반모드 ②나무모드

[그림 Ⅳ-6] 에이 트 경로의 변환을 통한 수학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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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는 나무모드에서 나타난 16가지의 서로 다른 경로가 일반모드에서는 

5개의 도착지  별로 분류되어 나타낸 것이라고 S9에게 설명하 고 S9는 

그러한 설명을 이해하 다(번호 52~58). S2는 동일한 실험에 하여 에이

트의 규칙을 변화시켜 등확률이 성립하는 표본공간과 등확률이 성립하

지 않는 표본공간을 구성한 것이다. 그리고 나무모드에서의 경로와 일반

모드에서의 경로 사이의 응을 통해 확률의 비를 설명하 다. S2가 등

확률이 성립하지 않는 표본공간에서의 각 원소의 확률의 비를 등확률이 

성립하는 표본공간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었던 것은 P-Turtle에서 에이

트가 움직이는 경로를 통해 실험 결과를 시각화하기 때문이다. 한 S2

가 나무모드와 일반모드에서의 에이 트가 움직이는 작동 원리에 해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추론이 가능했다. S2는 실제 학습 

환경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에이 트의 경로 사이의 동 인 변환을 통해 

이항분포의 분포 형태에 한 정당화에 성공하 다[그림 Ⅳ-7].

     

[그림 Ⅳ-7] S2가 추론에 사용한 에이 트 경로의 동 인 변환 

요약하면 에이 트 기반 구성 환경에서의 에이 트의 움직임과 경로는 

체화된 모델링 에서 학습자가 확률 상을 이해하고 련된 수학  

추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 학습자는 에이 트의 규칙을 설정

함으로써 동일한 실험으로부터 다양한 표본 공간을 구성한다. 이때 확률 

실험 결과와 응을 이루는 에이 트의 경로는 학습자가 서로 다른 표본 

공간들 사이의 응을 통해 수학  추론을 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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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화자 사
98 S8 어, 다. 이랑 . 아, 아니다 이니깐 에서 

3.2.2. 확률 시뮬 이션을 통한 패턴 발견

과제2의 소문항5~7은 이항분포의 산포와 련하여 걸음 수 과 자료

값의 범  사이의 규칙에 한 내용이다. 과제2에서 다루고 있는 랜덤워

크는 표 편차가   이기 때문에 ±  의 범  안에 약 99.8%의 결

과들이 포함되게 된다. 학생들은 앞의 과제들과 같이 먼  문제 상황에 

해 추측을 하고 실험을 통해 규칙을 발견하고 검증하는 활동을 하

다. 과제2의 소문항5는 다음과 같다.

[과제2의 소문항5]

술 취한 아 씨가 앞, 뒤로 동일한 확률로 20걸음 걸을 때, 거의 모든 경우 

술집에서부터 앞으로 14걸음 ~ 뒤로 14걸음 사이의 치에 도착하는 것을 확

인해볼 수 있다. 그 다면, 40걸음을 걸으면, 아 씨는 부분 술집으로부터 

어느 거리 안에 도착하게 될 것인지 상하고 그 게 상한 이유를 쓰시오. 

먼  교사는 교실 정면의 스크린을 통해  인 랜덤워크 실험을 보

여주고 실제로 ± 범 에 거의 모든 자료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

고  인 경우 자료들의 분포의 범 에 해 조별 토론을 진행하

다. 5개조는 모두 걸음수가 배로 늘었기 때문에 자료들의 범  역시 

배로 ± 의 범 에 있을 것이라 상하 다. 학생들은 직 으로 선

형성이 성립할 것이라고 가정하 다. 이후 교사는 다시 정면의 스크린을 

통해  인 경우의 실험 결과를 보여 으로써 학생들의 이러한 직

이 틀렸음을 제시하 다. 이후 조별로 P-Turtle 환경에서의 실험을 통해 

걸음 수 가 자료의 분포 범  사이의 패턴을 찾는 활동을 진행하 다. 

활동지에서는 걸음 수 이     일 때 분포의 범 를 을 수 

있는 표를 제공하 다. 학생들의 패턴 발견을 돕기 해 제곱수를 의도

으로 제공하 다. 조별 실험 활동에서 3조의 담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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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화자 사
. (S7에게)  다시 해 .

99 S7  라 해서  부터 

100 S8
야 이거 그거 같지 않냐? 에다가  곱한거고 에다가  
곱한거고 에다가  곱한거고 에다가  곱한거 같지 

않아?
101 S7 어!(박수) 그럼 이거  이라 해야 되네.
102 S7 그럼 일 때 몇이어야 해? 여야 하네.
103 S8  한번 해보자. 
104 S7 아 인지 한번 보고...
105 S8 아 15( 화면에 나온 결과를 보면서)
106 S7 오, , , 이거든, 지  
107 S8  해보자.
108 S7 그래. ,  해

109 S8 야. 맞는 것 같아. . 이제 에 왔거든 략. 가 엄청 
많아.  맞는 것 같아.

110 S7 좋았어!
111 S9 찾았어?
112 S7 어 그거 있자나. 제곱수(제곱근)의 곱하기 
113 S9 근데, 이거 어떻게 그래  해석하는거야?
114 S7 어?
115 S9 이거 그래  어떻게 해석해?
116 S7 그거 해석이 아니라 그냥 범  보는 거 어
117 S9 어떻게? 이게 이게 번 올라갔거든? 번 올라가 이게
118 S7 무슨말이야? 그니깐 략 한것의  있자나

119 S9 그니깐, 여기가 략이야? 여기서부터 여까지?(화면을 
보여주며)

120 S8 응, 아니아니, 여기 여기부터 여기까지
121 S9 그게, 그럼 인데.. 번(걸음 수) 했어

122 S8
번 했는데.. 그 에 보면 (거북이 이동 길이를) 로 

했으니깐 배 해줘야지.
123 S9 이야 그러면은?
124 S8 어
125 S9 그러면 이 답이야? ±

S8은   일 때에 해 실험을 하고 S7은  일 때의 실험을 한

다(번호 98, 99). 학생들은 서로 분담하여 서로 다른 에 한 실험을 한 

후 결과를 공유하 다.   일 때와  일 때의 실험 결과를 토

로 S8은 걸음 수 과 자료의 범  사이에 ±  의 계가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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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추측을 제시한다(번호 100). 이에 S7과 S8은 자신들의 추측을 검증

하기 해   일 때 자료의 범 가 ±가 나오는 지를 실험을 통해 

확인한다(번호 104~106). 그리고 추가 으로  인 경우에 해 실험

을 확인함으로써 자신들이 발견한 패턴에 해 확신하게 된다(번호 

107~112). 체 5개조  1조, 4조, 5조 3개의 조에서는 실험을 통해 이

러한 패턴을 발견하 으나 2개조에서는 이러한 패턴을 발견하지 못하

다. 2개조에서 패턴을 제 로 발견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환경에서 제공

하는 실험 결과에 한 해석을 올바로 하지 못하 기 때문이다. 를 들

어, 앞의 담론에서도 S9는 그래 의 해석에 어려움을 겪었다(번호 113). 

이 밖에 다른 조에서도 그래 를 잘못 해석하여 패턴을 발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 다. 학습자들이 일반모드에서 거북 에이 트의 경로의 도착

에 한 좌표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P-Turtle 환경의 개선이 필

요하다.

요약하면 학습자들은 P-Turtle 환경에서의 실험활동을 통해 이항분포

의 분포 범 에 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실험 결과에 한 찰로부터 수학  패턴에 한 가설을 세우고 추가

인 실험을 주도 으로 실시하여 자신들의 가설을 검증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비록 발견한 수학  패턴에 한 정당화를 할 수는 없었지만 

computational thinking의 추측과 검증 활동을 통해 통계에서의 산포에 

한 경험을 하 다. 특히 이는 량의 데이터와 련된 실험활동으로 

컴퓨터의 도움 없이는 학생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것이며 직 인 선형성

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었다. 한 한 실험을 하더라도 해석을 잘못

한 학생의 경우는 수학  패턴을 발견하지 못하 다.

3.2.3. 과제2 용 결과로부터의 환경 개선

이상의 과제2 에서의 용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체화된 모델링 에서 학습자는 에이 트의 움직임과 경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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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상을 이해하고 수학  추론을 한다.

� 에이 트의 경로는 확률 실험 결과와 응을 이루며 학습자의 표본

공간과 련된 수학  추론의 근거가 된다.

� P-Turtle 환경에서의 실험 활동에서 학습자들은 추측과 검증 활동을 

통해 수학  패턴을 발견하 다.

� P-Turtle 환경에서의 실험 활동을 통해 수학  패턴을 발견하기 

해서는 시뮬 이션 결과에 한 올바른 해석이 필요하다.

S2는 동일한 실험 데이터에 해 두 가지 모드 일반모드, 수형도모드

에서의 시각  모델 사이의 동 인 변환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

고자 하 다. 그러나 P-Turtle 환경에서는 하나의 실험 결과에 한 다

양한 시각  모델을 구성할 수 없었다. 에이 트의 규칙을 바꿔 새로운 

시각  모델을 구성하기 해서는 동일한 확률 표 식을 이용하여 새로 

실험을 해야 한다. 따라서 S2는 새로운 실험을 통해 다른 데이터에 한 

수형도를 구성하고 설명을 통해 S9를 설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S2

의 정당화 과정에 한 찰로부터 연구자는 P-Turtle에서 동일한 실험 

데이터에 해 다양한 시각  모델을 구성하고 학습자가 찰할 수 있도

록 환경을 개선하 다. 실험을 하여 데이터가 형성된 이후에 에이 트의 

규칙을 바꾸고 추가 버튼을 사용하면 동일한 실험 데이터에 한 다른 

시각  모델을 화면에 출력할 수 있다[그림 Ⅳ-8]. 이 기능을 통해 동일

한 실험 데이터에 한 다양한 시각  모델을 구성하여 S2처럼 수학  

추론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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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8] 동일한 데이터에 한 시각  모델 추가 기능 

한편, 소문항5에서 2개조에서는 실험을 바르게 진행하 음에도 불구하

고 그래 를 잘못 해석하여 교사가 의도하 던 수학  패턴을 발견하지 

못하 다. P-Turtle의 일반모드에서는 학생들의 자료 분석을 돕기 해 

10 픽셀 간격의 격자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학생들이 

거북 에이 트가 움직이는 가로 길이를 로 설정했을 경우 격자에 나타

난 의 2배를 해줘야 바른 해석이 되는 것이다. 만약 필요에 따라 학

생들이 의 배수가 아닌 과 같은 수를 기본단 로 실험했을 때는 자

료 해석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필

요한 격자의 기 을 설정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환경을 개선하 다

[그림 Ⅳ-9]. 격자간격의 기본 값은 10이지만 학생들이 필요에 따라 다른 

값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 다[그림 Ⅳ-9-①]. 격자간격이 5이하일 때는 

5의 배수에만 수치를 표시한다[그림 Ⅳ-9-③]. 학생들은 자신이 자료를 

해석하고자하는 의도를 반 하여 스스로 필요한 격자를 설정할 수 있다. 

과제2에서 학생들이 자신이 모델링한 랜덤워크에서 걸음의 간격과 격자

의 간격을 일치시킨다면 해석이 훨씬 용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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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격자간격 설정

 ②격자간격 100 ③격자간격 5

[그림 Ⅳ-9] 사용자가 직  격자간격을 설정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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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결론

1. 요약

공식과 계산 주로 지도되어온 확률 지도의 안으로 테크놀로지 기

반 확률 학습 환경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존에 설

계된 환경들은 표 체계 없이 마우스 조작만을 지원하거나 random 명령

을 기반으로 하는 복잡한 로그래 을 요구한다는 한계 이 있다. 한 

확률·통계 역에서 량의 실험과 데이터를 통한 정보의 창출은 

computational thinking 역량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확률 학습 환경의 한계 을 보완하고 실제 교육 장에서 활용 가능한 

computational thinking 기반 스마트 확률 학습 환경을 설계하고자 하

다. 이를 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 다.

1. Computational thinking 기반 스마트 확률 학습 환경은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가?

2. 설계된 computational thinking 기반 스마트 확률 학습 환경을 용한 

결과는 어떠한가?

  2.1 Computational thinking 기반 스마트 확률 학습 환경은 설계의 의

도 로 학습자와 상호작용하는가?

  2.2 Computational thinking 기반 스마트 확률 학습 환경 용의 결과

로부터 설계를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가?

의 연구 문제에 해 논의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먼  이론  배경으로  computational thinking의 개념을 살펴보고 

computational thinking을 기반으로 하는 수학 학습에 하여 논하 다. 

Computational thinking 기반 학습 환경 설계에 한 이론  배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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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t(1980)의 constructionism에 해 알아보았으며 특히 마이크로월드

의 표 체계와 에이 트 기반의 체화된 모델링 에 해 살펴보았다. 

이후 학습과학에서의 학습 환경 설계 원리와 constructionism을 기반으로 

하는 공학용 소 트웨어 설계 원리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 으로써 학

습 환경 설계에 한 구체 인 지침을 얻고자 하 다. 마지막으로 내용

역과 련하여 확률 학습에서의 테크놀로지의 역할에 해 살펴보았

다. 그리고 기존의 표 인 테크놀로지 기반 확률 학습 환경을 분석하

다.

이론  배경을 토 로 computational thinking 기반 확률 학습 환경을 

설계하 다. 확률 문제 상황에 한 추상화의 도구로 L-System 기반 확

률 표 을 도입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한 L-System 기반 확률 표

에 의한 실험 결과에 따라 동 으로 에이 트가 움직이며 시각  모델

을 구성하는 모델링 환경을 설계하고 그 특징에 해 논하 다. 두 가지 

핵심 인 요소를 심으로 학습자의 학습을 돕는 보조 도구를 추가하여 

학습 환경 설계를 완성하 다. 마지막으로 설계된 학습 환경에서의 구체

인 학습-지도를 실시하여 학습자가 설계의 의도 로 환경과 상호작용

하는지 살펴보았다. 한 용 결과를 토 로 학습 환경 설계를 수정·

보완하 다.

이상의 논의를 통한 각 연구 문제에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의 확률 학습 환경 설계에서 먼  학습자가 확률 상을 모

델링할 수 있는 표  체계로 L-System 기반 확률 표 을 도입하 다. 

L-System 기반 확률 표 은 이산 확률 실험의 수학  구조를 포함하고 

있는 간단하면서 강한 표 력을 가지고 있는 블랙박스이다. 학습자들은 

이산 확률 실험의 핵심 인 구조를 추출하여 L-System 기반 확률 표

으로 나타낸다. 즉, L-System 기반 확률 표 은 추상화의 도구이다. 

L-System 기반 확률 표 을 사용하는 것은 추상화  일반화와 련된 

것으로 다양한 순열, 조합, 확률 문제 사이의 동형  사고를 내면화시키

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확률 상황의 구조를 악하는 멘탈 모델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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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이는 간단한 문자 표 이지만 내부 으로는 컴퓨터가 

random 명령을 비롯한 다양한 명령을 수행하며 무작  상을 생성하게 

하는 블랙박스이다. 한 수학  구조를 포함하는 표 이기 때문에 학습 

공동체 내에서 자기반성  동료 는 교사와의 의사소통에도 효율 으

로 사용될 수 있다.

이후 이산 확률 실험의 결과로부터 Logo의 거북이와 같은 에이 트를 

이용하여 학습자 스스로 필요한 수학  모델 구성할 수 있는 에이 트 

기반 구성 환경을 설계하 다. 학습자가 직  에이 트가 움직이는 규칙

을 정의하고 확률 실험의 결과에 따라 실시간으로 에이 트가 움직이면

서 라벨 도구, 막  도구와 함께 수형도, 랜덤워크  막 그래 를 동

으로 구성한다. 이때 에이 트가 그리는 경로는 확률 실험의 결과, 즉 

표본공간의 원소에 응된다. 학습자는 에이 트가 구성하는 시각  모

델로부터 확률 실험의 결과에 내재된 수학  원리에 근가능하고 반성

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라벨 도구는 거북이의 경로가 이론 이면

서 동시에 경험 이게 만들어 다. 막  도구는 거북이의 각 지 의 도

착횟수를 막 의 길이로 표 함으로써 확률 분포에 한 막 그래 를 

구성할 수 있게 한다. 이외에도 기타 10가지의 학습자 지원 도구를 설계

하여 학습자의 확률 학습을 지원하고자 하 다.

이 게 설계된 computational thinking 기반 스마트 확률 학습 환경 

P-Turtle(http://pturtle.cafe24.com)은 학습자가 모델링과 시뮬 이션 활동

을 통해 직  확률에 한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학습자 심 환경이

다. 수학  구조를 포함하고 있는 지식 심 환경으로 순열, 조합, 확률

의 덧셈정리  곱셈정리, 조건부 확률, 이산 확률 변수의 기댓값과 편

차, 이항분포, 큰수의 법칙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확

률·통계 역의 부분의 실험이 가능하다. 한 등확률, 표성, 표본 

크기의 효과 등 확률 오개념에 한 탐구도 가능하다. P-Turtle 환경은 

평가 심 환경으로 학습자에게 즉각 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습자가 

구성한 L-System 확률 표 과 시각  모델은 동료나 교사에 의한 평가

에 사용된다. P-Turtle은 이동성, 근성이 뛰어난 모바일 학습 환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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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공유를 통해 학습자들의 의사소통과 동 학습을 지원하며 웹 기반 

환경으로 학교를 넘어 더 넓은 공동체와의 연계를 지원하는 공동체 심 

환경이다. 마지막으로 P-Turtle에서의 간단한 코딩을 포함한 표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순차성, 반복성, 조건부, 추상화, 검과 디버깅 등 

computational thinking의 핵심 요소들을 경험할 수 있다. 

연구문제2에서는 설계된 P-Turtle환경이 설계의 의도 로 학습자와 상

호작용하는지 찰하고 이로부터 기 설계에 한 수정을 하고자 2개의 

과제를 설계하여 S 학교 시흥 재원 학교 3학년 학생 15명을 상

으로 환경을 용하 다. 

과제1은 학생들이 P-Turtle에서의 구성활동과 토론을 통해 수학  확

률에서의 등확률 개념을 구성하도록 설계하 다. 학습자들은 문제 상황

을 L-System 기반 확률 표 으로 나타낸 후 소집단 토론에서 이를 이용

하여 효율 으로 의사소통하는 모습을 보 다. 하지만 체토론 과정에

서 문제 상황을 L-System 기반 확률 표 으로 추상화한 방식이 정확히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사소통이 효율 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을 찰할 수 있었다. 한 학습자들은 동일한 문제 상황에 해 서로 

다른 세 가지의 추상화를 구성하여 실험하 다. 동일한 확률 표 식과 

수형도를 두 가지 방식으로 문제 상황의 모델이 되도록 해석하는 모습도 

보 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구성한 실험에 해 P-Turtle로부터 피드백

을 받아 기 추측을 수정하고 동료들과의 토론을 통해 등확률 개념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었다. 과제1의 용 결과로부터 L-System 기반 확률 

표 의 표 력을 높여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 설계

를 수정하 다. 우선 L-System 기반 확률 표 을 한  문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하여 학습자들은 자신이 문제 상황을 L-System 기반 확률 

표 식으로 추상화한 맥락을 표 식 자체에 더 많이 반 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부연 설명 도구를 추가하여 학습자들이 자신의 추상화 과

정을 간단히 나타내고 동료나 교사에게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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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2는 랜덤워크 문제 상황을 통해 이항분포의 분포 형태, 편차 등에 

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한 학습자는 에이 트의 움

직임을 마우스 커서로 재 하면서 이항분포의 분포 형태에 해 설명하

다. 이러한 장면은 에이 트의 움직임이 학습자의 내 인 감각-운동 

체계 속에서 시뮬 이션 되며 학습자가 상을 이해하고 추론한다는 체

화된 모델링의 에서 설명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확률 실험 결과와 

응되는 에이 트의 경로를 통해 표본공간과 련된 수학  추론을 하

며 이항분포의 분포 형태에 해 정당화하는데 성공하 다. P-Turtle 환

경에서 학습자들은 추측과 검증을 통해 이항분포의 산포와 련된 수학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소집단에서는 문제에 한 

한 실험을 수행하 음에도 불구하고 구성한 수학  모델을 바르게 해

석하지 못함으로써 수학  패턴을 발견하고 일반화하는데 실패하 다. 

과제2의 용 과정  한 학습자는 동일한 데이터에 해 일반모드와 나

무모드의 에이 트의 경로 사이의 동 인 변환을 통해 이항분포의 분포 

형태를 정당화하고자 하 다. 그러나 P-Turtle 환경이 그러한 기능을 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습자는 우회 으로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 다. 

이로부터 동일한 데이터에 해 학습자가 다양한 시각  모델을 구성하

고 찰할 수 있도록 P-Turtle 환경을 개선하 다. 한 수학  패턴 발

견과 련하여 학생들이 에이 트의 움직임과 경로의 치 정보를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격자간격을 직  설정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

다.

2. 결론  제언

본 연구는 학습자들이 확률 상의 구조를 추상화하고 자동화를 통해 

시각  모델을 구성함으로써 확률·통계 역의 지식을 스스로 구성하고 

computational thinking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확률 학습 환경을 

설계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이론  배경과 기존 학습 환경의 분석을 

바탕으로 L-System 기반 확률 표 과 에이 트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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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P-Turtle을 설계하 다. 한 설계 기반 연구의 에서 실제 인 

용을 통해 환경이 설계의 의도 로 학습자와 상호작용하는지 찰하고 

분석하여 환경의 설계를 수정하 다. 기존의 확률 학습 환경은 문자 표

체계를 제공하지 않거나 복잡한 로그래 이 필요하 으며 확률 실험

의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P-Turtle 환경에

서는 L-System 기반 확률 표 을 도입함으로써 학습자가 자신의 생각을 

표 하고 평가 받으며 컴퓨터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에이 트를 통해 학습자가 스스로 확률 실험에 한 해석

을 부여하고 시각  모델을 구성하게 함으로써 그러한 실험 결과를 나타

나게 하는 수학  원리에 근할 수 있도록 하 다. 실제로 P-Turtle을 

용한 수업에서 학생들은 L-System 기반 확률 포 을 의사소통에 사용

하 으며 에이 트의 움직임과 경로를 이용하여 수학  추론을 하는 모

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학생들이 추상화와 자동화, 추측과 검증, 

패턴 인식 등 computational thinking 사고과정을 사용하는 모습을 찰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computational thinking과 수학 학습의 통합 인 에서 

학습 환경을 설계하는 하나의 를 제시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설

계된 P-Turtle 환경은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장치가 있다면 구나 어

디서든 http://pturtle.cafe24.com 으로 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

어있다. 따라서 실제 학교 장에 교실의 이동이나 특별한 기자재 없이 

쉽게 확률 실험을 할 수 있는 모바일 학습 환경을 제시한다는 은 의미

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 이 있다. 설계에 있어서 학습 환경 설계 

원리에 한 선행연구와 기존 테크놀로지 기반 확률 학습 환경의 분석을 

통해 확률 학습 소 트웨어를 구성하 지만 이론 으로 구체 인 설계 

원리  개발 원리를 수립하지 못하 다는 한계가 있다. 설계의 용에 

있어서는 연구 상이 학교 3학년 수학 재이며 연구 참여자의 수가 

15명으로 고 연구자 본인이 직  수업을 하 으며 특히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재원 수업을 통해 L-System 기반 확률 표 에 익숙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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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한 단 두 가지의 과제를 6

차시의 수업에 걸쳐서 용하 기 때문에 학습 환경의 설계 의도를 모두 

검증할 수는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후속 연구

를 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L-System 기반 확률 표 에 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L-System 기반 확률 표 은 이산 확률 실험 상황을 매우 간단한 

문자 체계로 나타낼 수 있다. 이는 P-Turtle 환경을 한 일회성 표 체

계가 아니라 문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일반 인 로그래  언어에서도 

확률 상을 효율 으로 구 하는데 사용가능한 일반 인 표 이다. 따

라서 Logo를 기반으로 하는 NetLogo, Scratch와 같은 교육용 로그래  

언어에서도 L-System 기반 확률 표 을 도입한다면 학습자들이 쉽게 확

률 모델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L-System 기반 확률 표 이 가

진 교육  의미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표  

체계 자체의 구조  특징으로부터 기 되는 효과를 서술하고 용을 통

해 그  일부를 확인하 다. 따라서 L-System 기반 확률 표 의 사용을 

통해 학습자들이 확률 상황의 구조를 효율 으로 악하고 확률 문제들 

사이의 동형  사고를 내면화할 수 있는지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

하다. 한 L-System 기반 확률 표 은 지속 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를 들어, L-System 기반 확률 표 은 아직 연속 확률 실험을 표 할 수 

없으며 이산 확률 실험 상황에서도‘50장의 서로 다른 카드  3장의 카

드를 뽑는 시행’과 같은 것은 간단하게 나타낼 수 없다는 단 이 있다. 

L-System 기반 확률 표 이 지속 으로 개선되고 확장되어 확률 상황을 

다루는 하나의 표 인 모델로 자리 잡기를 기 한다.

둘째, 에이 트 기반 구성 환경에서 에이 트와 학습자의 수학  추론 

사이의 계에 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체화된 모델링의 에서 학습자의 수학  추론을 돕기 해 에이 트 

기반 환경을 구성하 다. 실제로 용 과정에서 몇몇 학생은 에이 트의 

움직임을 마우스의 커서나 손짓으로 재 하는 등 체화된 시뮬 이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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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외부  표 이라 할 수 있는 경험  증거를 보여주기도 하 다. 그

러나 이러한 에이 트의 움직임이 학습자 내부의 감각-운동 체계 내에서 

어떻게 시뮬 이션 되는지에 해 명확히 밝히지 못하 다. 에이 트 기

반 구성 환경은 30년여  Papert의 Logo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최근 그의 constructionism 정신을 이어받은 학습과학자들은 새로운 체화

된 인지의 에서 에이 트의 역할에 해 재조명하려고 하고 있다. 

에이 트 구성 환경에 한 후속 연구를 통해 다양한 경험  타당성을 

확보하고 에이 트가 수학  인지 발달을 돕는 매커니즘이 체계 으로 

밝 지길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P-Turtle 환경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

에서는 이론  배경을 바탕으로 최  설계를 한 후 한 번의 용을 통해 

설계를 수정·보완 하 다. 이는 설계 기반 연구의 에서 설계→ 용 

 결과 분석→설계의 수정→ 용  결과 분석→… 로 이어지는 순환

인 과정의 시작에 불과하다. 후속 연구를 통해 다양한 과제를 용하여 

P-Turtle 환경과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이를 토 로 끊임없이 

P-Turtle 환경을 수정·보완하고 발 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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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과제

<탐구 과제1>

 한결이는 3개의 공을, 은결이는 2개의 공을 가지고 있다. 앞면과 뒷면

이 나올 확률이 같은 동 을 최  3회 던져 앞면이 나오면 은결이가 한

결이에게 공 1개를 주고, 뒷면이 나오면 한결이가 은결이에게 공 1개를 

주는 게임을 한다. 게임이 끝났을 때 한결이가 공을 4개 이상 가지고 있

으면 한결이가 이긴 것으로 정하 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단, 두 명 

 한 명의 공이 모두 없어지면 게임은 종료한다.)

1. 경우의 수나 확률을 생각하지 않고 이 게임에서 한결이와 은결이  

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시오.

2. 두 사람의  게임의 결과로 가능한 상황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지 

구하시오.

3. 2.번에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결이와 은결이가 각각 이길 확률을 구

하시오.

4. P-Turtle을 통해 이 문제 상황을 실험하여 3.번에 한 답을 확인하거

나 수정해보시오.

5. 앞의 과정들로부터 확률을 생각할 때 주의해야할 에는 무엇이 있을

지 조원들과 토의하여 정리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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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과제2>

 어떤 아 씨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술집 앞을 나왔다. 그는 무 취

해서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아 씨가 동일한 확률로 

앞으로 한 걸음, 는 뒤로 한 걸음 걷는다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

여라.

1. 이 아 씨가 4걸음 걸은 후 도착할 수 있는 모든 치를 구해보시오. 

이 아 씨가 각 치에 도착할 가능성은 모두 동일한지 다른지, 다르

다면 어떻게 다른지 자신의 의견을 이유와 함께 쓰시오.

2. P-Turtle을 통해 1.의 실험을 해보고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거나 뒷받

침 해보시오. 

3. 어떤  다른 아 씨는 술에 취해 걸을 때, 뒤보다 앞으로 걸을 확률

이 일정하게 더 높다고 한다(앞이 0.7, 뒤가 0.3). 이 아 씨가 4걸음을 

걷는다면, 술집으로 부터의 각 치에 도착할 가능성이 어떻게 변할지 

자신의 생각과 이유를 쓰시오.(단, 앞뒤 보폭은 같다)

4. P-Turtle을 통해 3.번의 실험을 해보고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거나 뒷

받침 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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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술 취한 아 씨가 앞, 뒤로 동일한 확률로 20걸음 걸을 때, 거의 모든 

경우 술집에서부터 앞으로 14걸음 ~ 뒤로 14걸음 사이의 치에 도착

하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 그 다면, 40걸음을 걸으면, 아 씨는 

부분 술집으로부터 어느 거리 안에 도착하게 될 것인지 상하고 그

게 상한 이유를 쓰시오. 

6. P-Turtle을 통해 5번의 실험을 해보고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거나 뒷

받침 해보시오.

7. 앞뒤로 동일한 확률로 걷는 아 씨에 해 다음 활동을 해보시오.

  (1) P-Turtle을 이용하여 실험을 하고 아래 표의 빈칸을 채워보시오.

걸음수 16 25 36 49

부분 

도착하는 

범

-12 ~  +12  

 

 (2) 의 표를 통해 아 씨의 걸음수와 부분의 경우 도착하는 범  

사이의 계를 추측해보시오.(추가실험으로 확인하여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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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로 0.5씩 걷는 아 씨 1000명의 25걸음 후 치

8. 0.5 의 확률로 앞으로 한걸음, 0.5의 확률로 제자리걸음을 하는 술 취

한 아 씨가 있다. 이런 아 씨 1000명이 25걸음 걷고 난 후 각 치

에 몇 명 정도씩 도착할지 왼쪽 그래 와 7번에서의 규칙을 생각하며 

나타내보자.

 

9. P-Turtle을 이용하여 8번 실험을 확인해보고 추측이 다르다면, 수정해

보고 이유를 생각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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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smart probability learning environment 

based on computational thinking

Choi, In Yong

Department of Mathemat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babilistic thinking is hard for learners to understand due to its 

anti-intuitional characteristics and its high error rate. Therefore, the 

concept of probability has been taught in school mathematics through 

the algorithm in which probability is calculated according to the 

calculation patterns. Learners are instructed not to trust their intuition 

but to use the formula, and they come to think probability something 

abstract, disconnected from the real world. Meanwhile, although the 

modeling, the data generation, and the data analysis with the use of 

computers are very important capacities, learners scarcely get to have 

such experiences. This study brings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the 

probability modeling activities and the simulation activities based on 

technology as alternatives to the traditional probability teaching 

methods which have caused difficulties. 

In this study, the smart probability learning environment was designed 

based on the computational thinking. In designing learning environment, 

not only learning the concept of probability through technology but also 

learners’ self-evaluation, self-reflection, and communication with the 

teacher or the peers were put into consideration. It was also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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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learners could develop computational thinking through abstraction 

and automation. For this, the representation system which includes the 

mathematical structure of probability was provided, which can be used 

for the communication with the computer and the learning community 

members. The constructing environment based on the agent was also 

presented in order that learners could understand the probability 

phenomena from the embodied modeling and deduce the embodied 

mathematical principles. By designing and implementing the tasks based 

on the designed learning environment, it was checked whether the 

learning environment and the learners interacted as intended, and the 

necessary modifications of the learning environment were made. As a 

result, the learners were able to use for communication the 

representation system applied in the learning environment and they 

were able to make mathematical deduction based on the movements 

and the path of the agent. The learners also used the computational 

thinking such as abstraction, automation, predictions and validation, and 

pattern recognition through the learning activities in the environment. 

In the modification of the learning environment, the representation 

system was expanded to improve the expression power available to the 

learners and to support the efficient communication. The assistant tools 

were added to facilitate the learners’ interpretation of the movements 

and the path of the agent. The environment was also modified so that 

the learners could compare various visualized models attained from 

application of different agent rules on the same experiment data.

Keywords : probability, learning environment, computational thinking, 

constructionism, educational technology in mathematics

Student Number : 2012-21423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문제 

	II. 이론적 배경 
	1. Computational thinking 
	1.1. Computational thinking의 개념 
	1.2. Computational thinking과 수학 학습 

	2. Constructionism 기반 학습 환경 
	2.1. Constructionism 
	2.2. 표현체계로써 마이크로월드 
	2.3. 체화된 모델링 
	2.4. Constructionism 기반 학습 환경 설계 

	3. 확률과 테크놀로지 
	3.1. 확률과 테크놀로지 
	3.2. 기존 확률 학습 환경 


	III. 스마트 확률 학습 환경 설계 
	1. Lindenmayer system 기반 확률 표현 도입 
	1.1. Lindenmayer system 
	1.2. L-System 기반 확률 표현 도입과 특징 

	2. 에이전트 기반 구성 환경 설계 
	2.1. 거북 에이전트 명령의 설계 
	2.2. 학습 지원 도구의 설계 

	3. 스마트 확률 학습 환경의 특징 
	3.1. 학습자중심 환경 
	3.2. 지식중심 환경 
	3.3. 평가중심 환경 
	3.4. 공동체중심 환경 
	3.5. Computational thinking과 P-Turtle 


	IV. 스마트 확률 학습 환경의 적용 
	1. 연구 대상 
	2. 연구 방법 및 절차 
	2.1. 과제 설계 
	2.2. 수업 상황 
	2.3. 자료 수집 및 분석 

	3. 연구 결과 
	3.1. 과제1에서의 적용 결과 
	3.2. 과제2에서의 적용 결과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록] 과제 
	영문초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