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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조건부확률은 독립·종속 개념과 함께 확률론에서 가장 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으로 확률 추론에서 요한 역할을 한다.조건부확률과 구분되

는 비조건부확률도 조건사건이 사건인 조건부확률로 볼 수 있다.그러

나 학교 수학에서의 조건부확률은 개념 자체의 요성에 비해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그 개념 자체에 한 교육보다는 조건부확률을 구하

는 알고리즘에 의한 기계 인 계산을 강조하고 있다.이러한 경향은 확

률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호성과 함께 학생들의 조건부확률 개념 이해를

더욱 어렵게 한다.이에 본 연구는 조건부확률 학습에서 표본공간을 구

성하고 표본공간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에 주목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onstructionism 학습 이론의 에서 조건부

확률 학습 환경을 설계하고 그 안에서 표본공간 구성 활동을 구성하

다.학습 환경 설계에서는 공학 도구를 이용한 확률 상황의 탐구와 학습

뿐만 아니라 학습자 자신,동료 학습자,교사 사이의 의사소통,그리고

학습자와 컴퓨터 사이의 상호작용에 사용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표

체계를 제공하 다.그리고 설계한 조건부확률 학습 환경과 표본공간 구

성 활동을 실제 수업에 용하여 학습 환경이 처음 의도했던 바를 잘 반

하 는지를 찰하 다.

그 결과 조작과 구성이 가능한 constructionism 학습 이론을 반 하여

표본공간 구성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부확률 학습 환경이 개발되

었다. 한 개발된 학습 환경에서 수학 구조를 발견한 학생들은 표본

공간 구성 활동에서 사용했던 략을 히 사용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

결할 수 있었다. 한 학교 2학년 과정에 나오는 확률 내용을 배운 학

생들도 한 교육 안내를 통해 조건부확률 개념을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음을 발견하 다.

본 연구 결과는 constructionism 기반 표본공간 구성 활동을 통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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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부확률 학습에 한 기 연구로서 앞으로 더 나은 조건부확률 학습

환경을 개발하고 표본공간 구성 활동을 설계하는 데에 바탕이 될 것이

다.

주요어 :Constructionism,조건부확률,표본공간 구성

학 번 :2012-2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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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의 필요성 목

우리는 살아가면서 단을 요구하는 많은 문제와 마주하고,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가능성에 한 단을 내린

다.그 속에 내포된 확률 인 정보를 악하여 올바른 확률 단을 내린

다면 결과가 성공 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정보처리 능력이 복잡하

고 문화되어가는 미래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

의 하나인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교육인 자원부,2011).

실제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세상과 단 되어 독립 으로 일어나기보

다는 다른 일들과 련이 있는 경우가 많다.즉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의

부분은 다른 일들과 련되어 조건부 인 속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

에,우리는 조건부확률을 형식 으로 학습하기 이 에 조건부확률을 경

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Freudenthal(1973)에 따르면 확률론에서 가장

요한 개념은 복잡한 경우의 수 계산이나 조건부확률 공식이 아니라 독

립과 종속의 개념,조건부확률이다.2007개정 교육과정에서 조건부확률

개념은 고등학교 미 분과 통계 기본, 분과 통계에 들어와서야 처음으

로 등장하는데,주어진 정보에 따라 표본공간이 변화한다는 조건부확률

의 개념은 스무고개와 같은 놀이에서 비형식 으로 경험할 수 있다.조

건부확률은 비형식 으로 도입할 수 있는 개념임을 생각하면 비교 도

입이 늦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조건부확률을 복잡한 확률을 계산

하는 방법으로 학습하기보다는 표본공간이 변화한다는 조건부확률의 개

념을 이해함으로써 학생들이 조건부확률 개념과 독립,종속 개념을 학습

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 수 있을 것이다.

확률은 그 자체가 지닌 모호성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웠고 가르치기 어

려운 상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확률 개념을 가르치기보다는 계산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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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에 따라 확률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심으로 지도되어 왔다(우정호,

2007).Freudenthal(1973)은 확률 교육을 실과 단 된 추상체계로서의

확률,수량 인 자료로 가득한 패턴 체계로서의 확률을 가르친다고 비

하 고,Steinbring(1991)은 확률 교육의 근본 문제가 ‘공식과 계산 기술

의 지나친 강조’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 다(이정연,2005,재인용).조건

부확률도 분수 형태의 계산 알고리즘으로 여겨져 개념에 한 이해를 소

홀히 할 험을 가지고 있다.

HoggandTanis(1993)은 조건부확률을 비복원 상황에서의 무작 실

험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표본공간이 체 사건에서 어떤 사건으로

제한되는 경우의 확률이라고 하 는데(TarrandJones,1997,재인용),

이는 조건부확률 개념의 이해에서 가장 요한 것이 표본공간이 주어진

정보에 의해 변화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본공간이 변화한다는 것을 제외하면,조건부확률과 비조건부확률에

는 차이 이 없기 때문에 비조건부확률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면 조건부

확률을 구할 수 있다.어떤 사건 B가 주어져 있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조건부확률  는 허용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B에 국한시킬

경우 사건 A가 일어날 정상 인 확률 (비조건부확률)과 다르지 않다.이

는 정보에 주어짐에 따라 변화하는 표본공간을 구성할 수 있으면 학교

수 의 확률 개념으로도 조건부확률을 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Shaughnessy,& Bergman(1993)은 확률 지도에 시뮬 이션을 활

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확률 오개념을 교정할 수 있다고 지 하 고,

Yate,Moore,& McCabe(1999)는 시뮬 이션을 통해 학생들의 확률 모

델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 다(신보미,이경화,2008a재인용).

따라서 린덴마이어 표 을 사용한 모델링과 컴퓨터 시뮬 이션을 통해

이루어질 표본공간 구성 활동은 학생들의 조건부확률 추론 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1)

1) 컴퓨터 시뮬 이션은 알고리즘에 의해 무작 성을 구 하여 실제 무작 상황과

구별되지만(김남희 외,2011),실제 상과 확률이라는 수학 상을 잇는 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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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석(2009)는 조건부확률 지도 방식 개선을 해 Freudenthal의 수

학화 학습지도 원리에 따른 조건부확률 지도 방법 용 사례연구를 하

고,조상 (2012)는 학생들의 조건부확률의 성취도 향상을 해 친숙한

소재와 실생활 맥락을 제공하기 해 MiC교과서에 기반한 수업의 효과

를 연구하 으며,이선 (2012)는 학생들의 조건부확률의 개념 이해를 돕

기 해 문제만들기 활동을 통한 학습사례 연구를 진행하 다.하지만

이 선행연구들 조건부확률 개념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표본공간이 변

화한다는 것을 강조한 연구는 없었다. 한 공학 도구를 사용한 확률

연구는 부분 확률 상황의 수학 구조의 탐구보다는 시뮬 이션을 통

해 결과를 얻어 통계 확률과 수학 확률의 연결을 시도하는 연구가

부분이었다.

조건부확률은 수학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특히 인지심리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Gigerenzer 한 인지심리 분야에서 조건부확

률을 연구한 사람 한 명으로서 그의 연구 표 인 것이 문제에서

수치 정보를 자연빈도로 주었을 때 정보를 정확하게 달할 수 있고

따라서 확률 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실수를 일 수 있다는 것이다

(Gigerenzer&Sedlmeier,2001;Gigerenzer,2006;Gigerenzer,2013,재인

용). 한 정보를 시각 으로 표 할 수 있는 수형도를 강조하 다.

표본공간이 변화한다는 조건부확률의 기본 인 개념을 강조하는 동시

에 선행연구(Gigerenzer&Sedlmeier,2001;Gigerenzer,2006;Gigerenzer,

2013,재인용)를 발 시켜 수치 정보가 자연빈도로 주어진 문제 상황

뿐만 아니라 확률로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도 용할 수 있도록 한

학습 환경을 설계한다.이 학습 환경에서 집합 개념이 아닌 수형도를 이

용한 표본공간 구성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조건부확률 문제 상황을 탐구

한다.그리고 사 검사와 사후검사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공하는

학습 환경과 수형도를 사용한 표본공간 구성 활동이 학생들의 조건부확

역할을 하여 확률 문제를 모델링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신보미,이경화,

200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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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학습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확률 교육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기 하여 학생들이

조건부확률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가정한

다.이에 기 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학생들의 표본공간 구성 활동을

할 수 있는 한 도구와 환경을 제공하여 표본공간 구성 활동이 학생

들의 조건부확률 학습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알아보기 해서 선행연구에서 지 한 조건부확률 문제에서의 어

려움을 학생들이 실제로 겪는지 확인하고,표본공간을 구성하는 활동을

통해 조건부확률을 탐구할 수 있는 린덴마이어 시스템 기반 컴퓨터 환경

을 제공한다. 학교 2학년 확률 단원을 학습한 학생들에게 익숙한 맥락

에서 주어진 정보에 따라 변화하는 표본공간을 구성하는 구체 인 경험

을 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이 컴퓨터 환경에서 학생들은 문

자를 사용해 자신의 생각을 표 할 수 있고,즉각 인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이는 학생들의 조건부확률 모델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측

면에서 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2.연구 문제

이상의 연구의 필요성과 목 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

구문제를 설정하 다.

1.Constructionism 기반 조건부확률 학습 환경과 수형도를 사용한 표

본공간 구성 활동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가?

2.학습 환경에서의 수형도를 사용한 표본공간 구성 활동을 통해 학생

들은 수학 구조를 획득하고 문제 해결에 사용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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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용어 정의

(1)표본공간 구성

표본공간은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 체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표본공간 구성은 주어진 확률 상황에서 모든 가능

한 결과를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본 연구의 표본공간 구성은 모

든 가능한 결과를 직 는 행동을 포함하는 좀 더 포 이고 비형식

인 의미로서 시행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확률 상황의 수학 구조를

악하는 것을 뜻한다.표본공간 구성은 모든 가능한 결과를 수형도로

나타내었을 때 찰할 수 있는 모든 경로의 집합으로 악하는 것도 포

함한다.이러한 표본공간 구성의 의미는 가능성이 동등한 사건보다 상

으로 표본공간의 의미를 설명하기 힘든 가능성이 동등하지 않은 사건

의 표본공간의 의미를 학생들이 이해하는 도울 수 있다.

(2)린덴마이어(Lindenmayer)표

헝가리의 생물학자인 Lindenmayer가 식물의 생장을 표 하기 해 도

입한 표 체계를 말한다.본 연구에서는 이 린덴마이어 표 을 확률 상

황을 표 하기 한 표 체계로 도입한다.린덴마이어 표 은 일종의

실행 가능한 표 (executableexpression)으로 본 연구에서 제공하는 학

습 환경에서 컴퓨터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표 인 동시에 자신의 생각을

표 하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언어체계이다.문자 언어로

입력한 린덴마이어 표 은 언어 자체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와

의 상호작용을 통해 실행되고 그 결과를 스크린에 출력해 다.이 과정

에서 학습자는 즉각 인 피드백을 얻을 수 있으며,학습자는 린덴마이어

표 을 통한 탐구 학습 과정을 평가하고 반성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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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형도

수형도는 일종의 다이어그램으로 상 양식으로 달되는 상징 양

식의 표 이다.수형도의 개념을 이용하면,표본공간은 수형도를 통해 나

타나는 모든 경로로 이루어진 집합으로 도입될 수 있다.표본공간을 구

성하기 해서는 각 단계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를 제공

해야 하는데,수형도는 각 경로를 배반사건으로 만들어 학생들이 결과를

빠짐없이 나타낸다. 한 수형도를 사용하면 빈도로 수치 정보가 주어

진 경우뿐만 아니라 확률로 수치 정보가 주어진 경우에도 확률 상황을

모델링할 수 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형도를 정 인 이미지가 아닌

동 인 이미지로 도입한다.동 인 이미지로서 수형도는 체화된 인지

(embodiedcognition)의 에서 학생들의 이해를 도와 다. 한 린덴

마이어 표 이 컴퓨터 상에서 실행되는 차를 거북이를 매개로 하여 시

각 으로 보여 으로써 확률 상황에 내재된 수학 구조를 탐구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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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

이론 배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먼

학습 환경을 설계하고 학생들의 학습 방법을 설정하는 이론 배경을

살펴보고,이어서 이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학습하게 될 수학 인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학습 환경을 설계하고 학습 방법을 설정하기 한 이론 배경으로

‘constructionism’을 살펴본다.먼 ‘구성주의’라는 같은 용어로 번역되는

‘constructivism’과 ‘constructionism’을 비교하여 살펴보고,

constructionism을 반 한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될 마이크로월드의 의

미를 살펴본다.

constructionism에 하여 살펴본 후에는 본 연구에서 설계할 학습 환

경에 들어가는 조건부확률에 한 이론 배경을 살펴본다.표본공간 구

성 활동을 통한 조건부확률 연구를 한 학습 환경에 반 될 수학 아

이디어를 살펴본다.그리고 공학 도구를 활용하여 확률,조건부확률에

근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다.

1.Constructionism 기반 학습

지 도 많은 공학 장치가 개발되고 교육에 활용되기 해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공학 장치를 효율 으로 교육에 활용하기 해

진행되는 연구를 교육공학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이 교육공학

이 학문 으로 발 하게 되면서 공학 장치를 보는 이 변화하 다

(송민호,2010).공학 장치를 바라보는 은 구성주의의 향을 받아

지식을 효과 으로 달하기 한 시청각 도구 심의 수업 보조 수단이

라는 교수자 심의 에서,능동 으로 지식을 구성하는 것을 돕는

학습 보조 수단이라는 학습자 심의 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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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scoll,2005).Piaget와 Vygotsky등이 구성주의에 큰 향을 주었으

며,구성주의는 공학 장치에 의해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학습

자 심의 학습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면서 실천 이론으로의 성

격을 띨 수 있게 되었다(Driscoll,1999).

Piaget의 constructivism과 Papert의 constructionism은 학습을 학습자

에게 지식이 단순히 달되는 것이 아니라,학습자의 능동 인 구성활동

을 통해 지식이 구성되는 것이라고 본다.학습자는 새로운 지식을 구성

하고(construct),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재구성하는(reconstruct)과정

을 통해 학습한다.Piaget와 Papert는 지식의 능동 인 구성이라는

을 공유했지만,지식의 구성에 한 근 방법이 달랐다.

학습 과정에서 Piaget는 동화에, Papert는 조 에 주목했다

(Ackermann,2001).Piaget의 이론은 아동이 구체 상과 국소 인 우

연에서 벗어나 차 정신 역 내에서 정신 상을 조작할 수 있게

되는지와 계가 있다.그는 경험 규칙성에서 법칙을 이끌어내는 것과

인지 불변성을 형성하는 능력이 증가하는 것을 연구했다.그는 세계를

해석하고 조직하는 수단으로서 인지 불변성을 강조했다.Piaget의

심은 동화에 있었다.그는 내 구조와 인지 체계의 조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강조했다.Piaget가 설명한 것은 서로 다른 발달

단계에서의 내 구조와 지식의 조직이다.반면에 Papert가 강조한 것은

다른 측면(조 )이다. 지식은 상황화되어(situated) 있고, 연결되어

(connected)있고,환경의 변화에 민감한 것이다.Papert는 Piaget와 달리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상황보다는 “뛰어든(divinginto)”상황,분리되어

있는 것보다는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 이해를 얻는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

했다.

한 Piaget는 학습에서 경험(action-in-the-world)를,Papert는 도구

(tool,media)를 강조한다.Piaget의 constructivism은 학습자가 능동 인

구성 활동을 통해 지식을 구성하도록 하기 해 교수가 직 이어서 안

되며,따라서 지식을 달해서는 안 된다고 하 다.Piaget가 말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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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세상,사람들, 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어지는 경험이다.하지

만 Piaget는 학습자가 동화와 조 을 통해 지식을 형성하는 과정 자체에

집 하는 인식이론이나 심리학이론에 가깝다.Constructivism이 학습자

를 구체 으로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데에서 출발

하여,Papert는 constructivism 이론에 학습자가 지식을 구성하는 것을

돕기 해 구체 인 환경과 도구를 제공하는 방법론을 결합한

constructionism을 제시했다.Constructionism은 학습자가 개인 으로 의

미 있는 인공물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지식의 구성이 일어난다고 본다.

이 인공물은 물리 인 것일 수도 있고 정신 인 것일 수도 있다.Papert

는 이러한 인공물의 구성을 해 한 도구를 제공했을 때 지식이 능

동 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컴퓨터를 이용한 마이크로월드는 학

습자에게 구성 활동에 한 피드백을 즉각 으로 제공하며 그 과정에서

반성을 가능하게 해 다.

Papert의 constructionism은 Piaget의 constructivism에 Bruner의 인지

발달 이론과 Vygotsky의 사회 구성주의 근을 포 하여 실제 이

고 구체 인 방법론으로 발달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특히 언어가 사고

에 요한 향을 미치며,따라서 개인의 지식 구성에 있어서 언어의 역

할을 강조하는 Vygotsky의 이론에 따라 constructionism 기반의 컴퓨터

환경인 마이크로월드는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도구로서 표 체계를 가

진 한 언어를 제공한다. 한 Bruner의 이론에 따라 학습 환경 설계

에 수학 지식의 구조를 반 하고 학생들이 학습 환경에서 조작,구성

하는 과정에서 지식의 구조를 발견하고 탐구하도록 한다.

constructionism은 아동들에게 그들이 행하여 배울 수 있었던 것보다

많이 배울 수 있도록 할 만한 좋은 것을 주는 것을 말한다(Papert,1980;

김화경,2006,재인용).

Papert가 아동에게 주려고 했던 ‘좋은 것’이 바로 학습자의 지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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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학습 환경과 학습 도구이다.Papert는 자신이 기

어를 가지고 놀면서 만들고 생각했던 구체 인 경험을 통해 아동들이 가

지고 놀면서 만들고 생각할 수 있는 도구로 Logo라는 학습 환경을 만들

어냈다.Logo는 운동에 한 학생들의 구체 인 경험을 ‘가자’와 ‘돌자’라

는 기본 명령으로 표 하여 그림을 그리도록 하는 컴퓨터 환경이다.이

컴퓨터 환경은 아동들이 원하는 그림을 자유롭게 그리는 활동을 통해 단

순히 그림 그리는 것 이상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다.이처럼 Papert가 constructionism에서 강조한 것은 만드는 활동,즉

구성 활동이다.학생들은 자유로운 구성 활동 과정에서 문제를 하게

되면,그 문제를 해결하기 해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학습한 것은 다시

자유로운 구성 활동에 사용될 수 있다.

Constructionism은 학습이론이면서 동시에 학습을 한 략이다.지

식은 단순히 교사에서 학습자로 달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마음속

에서 활발하게 다시 구성되는 것이라는 Piaget식 구성주의 을 취하

고 있다.학습자는 교사가 제공하는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

로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이다.나아가 constructionism은 학습자들이 인

공물을 활발하게 만들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

하고 있다.그래서 constructionism은 개인 으로 의미 있는 구체 인공

물을 구성하는 맥락 속에 지식의 구성이라는 두 종류의 구성과 계가

있다(Kafai& Resnick,1996).

1.1.Constructionism과 마이크로월드

수학 학습을 한 마이크로월드(microworld)개념은 1972년 국에서

열린 secondICME(InternationalCongressonMathematicsEducation)

에서 처음 소개되었다.여기에서 Papert는 Logo기반 거북 기하 마이크

로월드를 학교에서 수학 수업을 돕는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공학 도구

가 아닌, 수학 학습이 좀 더 쉽게 일어나도록 돕는(lear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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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ematics)것으로 소개하 다(Healy& Kynigos,2010).

마이크로월드라는 용어는 인공지능(ArtificialIntelligence)분야에 종사

하던 사람들이 실세계에 응하는 상을 구 한 컴퓨터 로그램을 의

미한다 (Noss& Hoyles,1996).Weir(1987)는 마이크로월드를 행동이론

을 검사하기 한 실험이 행해지는 실 세계의 단순화된 버 으로 말의

움직임에 따라 발생하는 체스 의 상황처럼 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체스 게임에서 이기기 해서 체스 의 상황을 찰하고 탐

구하듯이, 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찰과 탐구

의 과정을 거쳐 이를 가상의 컴퓨터 환경으로 표 한 것이 마이크로월드

이다.

Papert(1980)는 마이크로월드의 개념을 “수학의 재구성”에 해 이야기

하면서 학습자가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수학을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컴퓨터를 수학 으로 표 하는 도구(mathematicallyexpressivetools)로

사용하는 것으로 설명하 다.마이크로월드는 새로운 논리 -수학 구

조를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자발 인 반 추상화의 도구로

서,수학 역의 구체 인 체화(embodiment)로서 받아들여졌다(Groen&

Kieran,1983;Noss& Hoyles,1996,재인용).이러한 에서 마이크로

월드는 공리와 정리로 이루어진 수학 체계라고 할 수 있지만,이 체계

는 학습자의 구체 이고 직 인 경험과 련되어 있기 때문에

Papert(1980)는 구체 이고 조작 가능한 것과 형식 이고 추상 인 것

사이에 있는,‘간 단계의(transitional) 상’이 필요하다고 하 다.거북

기하에서는 이 간 단계의 상에 해당하는 것이 거북이라고 볼 수 있

다.거북 기하에서 거북이는 학생이 ‘가자’와 ‘돌자’로 구성한 명령에 따

라 움직이는 구체 인 상인 동시에,블랙박스에 감추어진 수학 아이

디어를 가지고 있는 추상 인 상이기도 하다.

거북 기하에서 블랙박스는 ‘가자’와 ‘돌자’라는 기본 인 명령에 감추어

진 수학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다.Resnick& Eisenberg(2000)는 블랙

박스가 속이 보이지 않아 이해하기 어렵지만(opaque)겉으로 보기에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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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하다(bland)고 말하 다.이것은 블랙박스의 작동원리는 부분 숨겨져

있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작동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며

(opaque),블랙박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과학 활동과의 연결성을 알

아차리기 어렵다(bland)는 것을 의미한다.거북 기하에서 학생들은 ‘가

자’와 ‘돌자’명령에 내재된 수학 아이디어,지식 구조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며 수학 활동과의 연결성을 알아차리지 못하지만,각각 길이와 각

을 의미하는 ‘가자’와 ‘돌자’명령으로 모든 도형을 구성할 수 있다.학생

들은 자신의 감각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과 거북이를 동일시하여 직

이고 구체 인 방법으로 도형을 표 하는 것이다. 한 학생들이 직

표 한 도형은 시각 으로 표 한 것이 아니라 언어로 표 된 것이지만,

컴퓨터가 학생들의 언어로 된 표 을 시각 인 형태로 스크린에 나타내

어 다.이 과정은 즉각 인 것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언어로 된 표 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혹은 자신이 처음 의도했던 로 표 된 것인

지에 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이처럼 마이크로월드는 학생들의 직

이고 구체 인 경험과 수학 구조를 연결하는 언어 이면서 시각

인 표 체계를 제공한다.학생들은 마이크로월드에서 실제 세계의 상황

을 반 하고 마이크로월드의 표 체계에 맞게 표 한다.마이크로월드

는 학생들에게 문제를 해결하기 한 탐구활동이 이루어지는 학습 환경

으로 볼 수 있다.

1.2.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한 마이크로월드에서의 표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복잡하고 문화되어가는 미래 사회의 구성원

에게 필요한 핵심능력 하나로써 의사소통 능력을 강조하며,수학

의사소통 능력을 교수·학습 방법 유의 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만

큼 수학 학습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의사소통하고 표 하는 것이 요하

다.반성과 의사소통은 수학 학습에 있어서 서로 얽 있는 과정으로 반

성을 한 의사소통은 자연스러운 수학 학습의 일부가 될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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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Shaffer(1998)는 수학 학습에 있어서 표 을 강조하 다.인간의 표

은 내 정신세계에 있는 어떤 것을 외 으로 표 하거나 반 함으로써

이루어진다.Shaffer(1998)에 따르면 표 (expression)은 내 인 정신

사건인 incept(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정신 상태로 우리가 어떤 의미에

서 함께 묶는 생각,느낌,감각(sensation)의 모음과 련된 용어)가 외

으로 반 되는 except로 바 는 과정이다.2)incept와 except의 조정 과정

으로서 표 은 문화 에서 개인 에서의 인지 발달을 이해하

는데 유용한 도구를 제공하는데,내 상태인 incept를 외재 표상인

except로 바꾸는 과정에서 피드백을 얻는 수단을 제공한다.마이크로월

드에서의 표 을 통해 자신의 표 에 한 스스로의 반성에서 오는 피드

백을 얻을 수 있고,교사나 동료 학습자와의 의사소통과정에서 오는 반

성과 피드백을 얻을 수도 있다.Shaffer(1998)가 설명하는 표 의 과정은

아래의 [그림 Ⅱ-1]과 같다.

학습 환경에서 학습이 더 쉽게 일어나기 해서는 학습 환경에서 제공

하는 표 체계가 해야 한다(Kaput외,2002).학습 과정에서 사용되

는 언어에는 일상 언어와 수학 언어가 있다.교사와 학습자는 일상 언

어와 수학 언어를 모두 사용하여 학습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한다.일

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학습자와 교사 모두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

2)Shaffer(1998)는 incept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정신 상태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함께 묶는 생각,느낌,감각(sensation)의 모음과 련된 용어로,

except를 형식에 계없이 우리 정신세계의 incept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정

신 활동의 산물이라는 의미로 사용하 다.incept,except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는 있지만 우리의 정신과 계되어 있는 단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사용할 단어가 당하지 않아 Shaffer가 사용한 incept와

except라는 단어를 그 로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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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사회 상호작용으로서의 표 (Shaffer,1998)

지만 교사가 학습자에게 달하고자 하는 수학 의미를 제 로 담기 어

렵고,수학 언어는 교사가 달하고자 하는 수학 의미를 충분히 담

을 수 있지만 학습자가 능숙하게 구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의미가 제

로 달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수학 학습을 해 컴퓨터를 사용하는 마이크로월드라는 환경에

서 제공하는 언어는 학습 과정에서 일상 언어와 수학 언어의 간 인

치를 가질 필요가 있다.일상 언어의 특징을 가지지 않는다면,즉 문

으로 로그래 을 배운 학습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라면 학생들

이 능숙하게 사용하기 해서 언어 자체를 배우는 것이 큰 부담이 될 것

이고 사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한 많이 걸릴 것이다. 한 수학

언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만 학습자가 능숙하게 마이크로월드에서 제

공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학습 환경 설계자가 의도한 수학 의

미를 담은 표 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그 안에 내재된 수학 구

조를 탐구할 수 있다.

Logo기반 마이크로월드에서는 학습자가 인공물을 구성하고 조작하기

한 표 체계로서 로그래 언어를 강조한다.Logo기반의 언어는

‘가자’와 ‘돌자’라는 명령을 입력하면 컴퓨터가 그 명령을 처리하여 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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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에 시각 으로 표시해 다.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형식 으로 완성된

수학 지식이 아닌 차 으로 정의된 수학 과정을 표 하고,이와

련된 조작을 하는 것이다.학생 자신의 수학 사고를 차 형태인

로그래 언어로 표 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수정하는 과

정을 거칠 수 있다(이수진,2011).

Constructionism에서 언어를 강조하는 것은 로그래 을 통해 직

인 사고와 반성 인 사고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고,학습 환경에서 아이

디어와 상을 언어로(문자를 사용하여)표 하여 실행하면 시작 인 피

드백을 즉각 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Noss and Hoyles,1992;

Kynigos,1995).Kynigos(1995)는 이러한 특성을 로그래 가능성

(Programmability)이라고 하 다. 로그래 가능성은 학생들에게 자신

의 생각을 언어를 사용하여 표 하고 컴퓨터상에서 실행하고 그 효과를

즉각 으로 찰할 수 있고, 실행하기 의 자신의 의도, 측과 비교

하는 것을 통해 직 인 아이디어를 형식화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

다. 한 학생들에게 공학 도구와 자신의 학습을 직 컨트롤하고 개

인 으로 의미 있는 인공물을 구성하는 것의 즐거움과 자신의 생각을 표

하고 일반화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매개(agent)가 된다는 측면

에서 진 인 안목을 제공하는 탐구형 소 트웨어의 속성이라고 하 다.

언어 표 이 요한 다른 이유는 학습자 개개인의 사고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고한 과정을 동료 학습자나 교사에게 표 하고,

동료 학습자의 사고 과정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서로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다.자신의 사고를 표 하

는 것을 통해 동료 학습자의 반성을 이끌어낼 수 있고,동료 학습자의

사고 과정을 찰하는 것을 통해 학습자 자신의 반성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로그래 언어로 표 되는 체계가 학습 과정에서 반성의 과정과 피

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이러한 특징은 마이크로월드에서 단순히 언어

자체로만 상호작용 되는 것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표 (execu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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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ion)으로서 상호작용 되기 때문이다.즉 학습자가 로그래 언

어로 입력한 실행 가능한 표 을 실행시켰을 때 즉각 으로 피드백을 제

공할 수 있는데,이는 단순 언어가 아닌 로그래 언어에 기반을 두기

때문이다.

1.3.Constructionism 기반 수학 학습

Papert(1980)에 의해 소개된 Logo는 학교 수학에 용하기 해 만들

어진 것이 아님에도 기의 많은 연구가 Logo를 기하나 수와 같은 학

교 수학에의 용을 시도하 다.Logo의 학교 수학에 용한 연구들의

결과는 좋지 못했지만 Logo가 학교 수학과 완 히 분리된 것은 아니다.

Papert가 Logo와 같은 학습 환경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것은 학교 수학

에서 학습하는 기하나 수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다.수학을 좀

더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사고의 방법,사고의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었다.Papert(1980)의 목표는 통 인 학교에서 선호하는 방법보다

학습 동조 인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었다. 를 들어 Logo환경에서 가

자 명령과 돌자 명령을 통해 일어나는 활동은 학생들에게 기하와 련된

수학 지식을 직 으로 습득하는 것을 돕기 한 것이 아니라 형식

기하와 학생들의 신체를 이용한 기하(bodygeometry)의 연결을 돕기

한 것이다.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에 비추어 “가자”와 “돌자”라는 기본 명

령을 이해하고,이 기본 명령을 이용해 자유롭게 도형을 표 하는 것을

통해 형식 기하와의 연결 고리(bridge)를 만든다.학생들의 자유로운

표 은 수학 활동이 아닐 수도 있고,그것을 통해 수학 지식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형식 인 수학을 학습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learnable)사고의 도구,사고의 방법을 습득할 수 있다.따

라서 Logo에서 구성활동은 직 으로 수학 인 지식을 달하기 한

활동일 필요가 없다. 를 들어 Logo에서 원을 표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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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하는 명령어 스크린에 출력되는 결과

반복 360{가자 1;돌자 1}

[그림 Ⅱ-2]거북 기하에서의 원의 구성

원을 그리는 명령은 가자 1과 돌자 1을 360번 반복하는 것으로 이루어

져 있다.즉 원은 가자 명령과 돌자 명령을 반복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는 한 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의 모임이라는 학교 수학에서의 원

의 정의와는 계가 없어 보인다.하지만 학생들은 가자 명령에서의 길

이와 돌자 명령에서의 각을 조 하여 스크린에 출력되는 결과를 보고 가

자와 돌자,즉 길이와 각의 계에 한 흥미로운 계를 발견할 수 있

다. 한 학교 수학에서 말하는 함수의 형식 인 개념은 습득할 수 없지

만 자신이 입력한 명령어를 실행시키면 즉각 으로 스크린에 나타나는

것을 통한 함수 사고를 경험할 수도 있다.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학습은 기존의 학교 수학에서의 기하와 구분되는 것으로 거북 기하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처럼 학교 수학에서의 기하와 다른 거북 기하에서 일어나는

constructionism을 기반으로 하는 수학 학습에 내재된 작동 원리를

Papert(1980)은 ‘강력한 아이디어(powerfulidea)’라고 설명하 다.Papert

에 따르면 강력한 아이디어는 일생 동안 사고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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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학습자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아이디어 강력한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는 학습자가 좋은 학습자라고 하 다(김화경,2006,재인용). 를

들어 Logo에서 도형을 구성하는 강력한 아이디어는 가자와 돌자,즉 미

분기하학 인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다.

Constructionism에서 강력한 아이디어로써 요한 것이 피드백이나

간의 경우에 한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다. 를 들면 구분구 법을 활

용한 도형의 넓이 계산이나 원에 내 하는 다각형과 외 하는 다각형을

이용한 원의 둘 계산 등이 간의 경우에 한 아이디어이다.

2.표본공간 구성과 조건부확률

확률은 실생활에서 수학의 유용성을 가장 잘 인식할 수 있는 분야임에

도 확률 개념 자체가 가진 불확실성과 수학은 정확성을 추구하는 학문이

라는 학생들의 신념이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확률을 많이 어려

워한다.하지만 확률 분야가 기하나 수에 비해 이론 으로 정립된 시

기가 매우 늦은 것을 본다면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은 당연한 것일 수 있

다.

공학 도구를 통한 시뮬 이션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확률에 한

오개념을 바로잡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신보미,이경화,2008).공학

도구가 발달하기 이 에는 학생들이 표본공간을 구하기 해서는 직

실험을 하여 그 결과를 기록하는 매우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다.그

나마도 직 실험이 가능한 경우에만 표본공간을 구하여 수학 확률을

구하거나 실험 결과를 이용한 통계 확률을 구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

서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했다.

하지만 공학 도구가 발달하면서 주어진 확률 상황에 한 반복 인

실험을 짧은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이를 통해 결과를 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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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험이 아닌 얻은 결과에 한 탐구 과정에 집 할 수 있게 되었

다.

우리가 떠올리기 힘든 상황이나 가능성이 동등하지 않은 상황은 표본

공간을 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조건부확률을 포함한 확률 상을

다룰 때에는 표본공간을 직 구성해보는 활동이 요하다.특히 가능성

이 동등하지 않은 상황의 표본공간은 가능성이 동등한 경우에 비해 모호

한 측면이 많아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데,이런 경우에 공학 도구를

활용한 확률 실험이 학생들이 확률 상황을 이해하고 표본공간에 한 직

인 느낌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된다.

본 연구에서 제공하는 학습 환경은 Logo를 사용하는 JavaMAL마이

크로월드 환경으로 주어진 확률 상황을 반복 으로 실행하여 확률을 구

하는 도구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확률 상황을 이해한 바를

린덴마이어 표 을 포함하는 언어를 이용하여 표 하는 것을 통해 표본

공간을 구성하도록 한다.학생들이 표본공간을 구성하는 과정은 주어진

학습 환경에서 확률을 계산하는 과정을 뛰어넘어 확률 상황의 수학 구

조를 이해하고 표본공간의 개념이 변화한다는 조건부확률의 개념을 이해

하는 과정과 련된다.

이에 본 장에서는 표본공간 구성 활동을 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설계

하기 한 이론 인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먼 표본공간 구성과

계되는 조건부확률에 한 연구를 살펴보고 학생들의 확률,조건부확

률과 련된 발달 수 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와 련된 연구를 반 하

여 학습 환경을 설계하고자 한다.

2.1.표본공간 구성을 통한 조건부확률 이해

Shaughnessy(1992)는 Falk(1983,1988)의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Falk

상 는 시간 축 오류,조건사건 악의 어려움,조건사건과 목 사건

의 구별의 어려움 등 조건부확률에 한 3가지의 요한 오개념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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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다음은 시간 축 오류를 설명하기 해 Shaughnessy(1992)가 제시한

문제이다.조건사건과 목 사건은 시간 순서와 계가 없지만 먼 일어

난 사건은 조건사건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시간 축 오류이다.

항아리에 흰 공 두 개와 검은 공 두 개가 있다고 하자.공을 다시 넣

지 않고 공을 하나씩 차례로 두 번 꺼낸다.두 번째로 꺼낸 공이 흰색

공이었을 때,첫 번째로 꺼낸 공이 검은 공이었을 확률은 얼마인가?

학생들은 첫 번째로 공을 꺼내는 것은 시간 으로 먼 일어나기 때문

에 두 번째로 공을 꺼내는 것에 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즉 두

번째로 공을 꺼내는 사건을 조건부확률의 조건사건으로 생각하지 않고

첫 번째로 공을 꺼내는 것은 4개의 공이 있는 항아리에서 공을 꺼내는

것이므로 그 확률을 

로 구하는 경우가 많다.

Falk는 조건사건 악의 어려움을 설명하기 해 다음의 문제를 로

들어 설명하 다.

모자 안에 세 장의 카드가 있다.한 장의 카드는 양면이 모두 란색

인 카드이고,다른 한 장의 카드는 모두 녹색인 카드,마지막 한 장의 카

드는 한 면은 란색,다른 한 면은 녹색인 카드이다. 을 감고 모자 안

에 있는 카드 한 장을 꺼내어 테이블 에 놓는다.테이블 에 놓인 카

드가 란색이었다.이 카드의 뒷면도 란색일 확률은 얼마인가?

많은 사람들이 양면이 란색인 카드와 한 면은 란색,다른 한 면은

녹색인 카드 둘 에 하나라고 생각하여 그 확률을 

로 구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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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하지만 이 문제의 조건사건과 목 사건이 카드를 뽑는 것이 아니

라 카드의 한 면을 뽑는 것이다.

앞서 제시한 두 가지의 문제는 학생들이 조건부확률에 해 가질 수

있는 서로 다른 오개념이다.하지만 이러한 두 가지의 오개념은 모두 표

본공간을 구성하는 활동을 통해 정확하게 표본공간을 구성한다면 수정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이 조건부확률 학습에서 겪는 어려움은 가장 기본이 되는 표본

공간을 구성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표본공간은 무작 상을 수학화

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 인 부분이다.표본공간은 무작 상을 통해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알려주며, 한 어떤 사건의 확률을 구

하는 데에 필요한 기 를 제공한다.이러한 무작 상은 결과가 한 가

지로 정해져 있는(deterministic)것이 아니라 다양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특징을 가지며,표본공간은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결과,즉 가능한

모든 결과의 집합으로 정의한다.Shaughnessy(2003)은 1996년 NAEP

(NationalAssessmentofEducationalProgress)에서 얻은 데이터를 통

해 학생들의 표본공간 개념이 취약함을 지 하며,학생들이 확률 실험에

한 표본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가치 있는 활동임을 강조했다.

Tarr(1997)은 복원 상황과 비복원 상황을 포함하는 무작 상을 통

해 조건부확률에 근했다.그는 교수 후에 조건부확률의 이해 측면에서

학생들이 성장했다는 것을 발견하고,조건부확률에 한 학생들의 추론

을 특징지었다.Tarr의 연구에서 요한 결과 의 하나는 part-part비

교에서 part-whole비교로 학생들의 추론이 이동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조건부확률을 다루는 능력에서 그 이동의 향과 련이 있었다.이 실

험을 통해 Tarr는 학생들이 표본공간에 을 두게 하는 자신의 실험

과 각 선택 후에 수치 확률과 련된 과제가 학생들의 part-whole추

론의 사용을 진했다고 주장했다.

동 을 던졌을 때 는 주사 를 던졌을 때 가능한 모든 결과의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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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생각한다면 표본공간은 무작 상에 한 수학 정보를 직 제공

한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이 없거나 각 사건의 가능

성이 동등하지 않은 경우 표본공간의 개념은 앞서 로 든 경우보다 규

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Horvath& Lehrer(1998)은 표본공간의 개념을 이해하고 사용

하기 해서는 몇 가지 인지 기술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 다.그 첫

번째로 결과를 얻는 방법을 인지하는 것,두 번째로 체계 으로 모든 가

능한 결과를 빠짐없이 구성하는 것,세 번째로 “표본공간에서 결과 분포

로의 응(mapthesamplespaceontodistributionofoutcomes)”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2.2.조건부확률과 인지 발달

Jonesetal.(1997,1999)의 연구와 Tarr& Jones(1997)의 연구의 결과

로 학생들의 표본공간과 조건부확률을 포함하는 확률 사고 개념에

해 설명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졌다.이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학습 환

경에서의 표본공간 구성 활동과 사 /사후 검사에서 학생들의 답변을 분

석하여 학생들의 발달 수 을 악하고 변화를 찰할 수 있다.Jones

etal.(1997,1999)과 Tarr& Jones(1997)가 제시하는 각 수 이 잘 드러

날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설계하고 학습 환경에서 이루어질 표본공간

구성 활동을 계획한다면 학생들의 발달 수 을 악하고 변화를 찰하

는 데에 더 유용할 것이다.

2.2.1.확률 사고 수

Jonesetal.(1999)은 등학생과 학생에 한 교수 실험을 통해 학

생들의 확률 사고를 찰하여 기본 인 확률 개념의 발달 수 을 규정

하 다.확률 개념의 발달 수 을 규정하기 한 확률의 기본 개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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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공간,이론 확률,실험 확률,확률비교,조건부확률 등이 있다.

이 개념들이 항상 순차 이고 배타 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한 아

동이 서로 다른 수 의 특징을 동시에 보일 수도 있고 높은 수 에서 낮

은 수 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

2.2.2.조건부확률 사고 수

Tarr& Jones(1997)는 학생들이 조건부확률과 독립에 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설명하는 기 틀을 개발하고,독립 상황과 조건부확률 상

황에서의 학생들의 사고를 평가하기 한 평가 로토콜을 만들고,그

틀을 개선하고 유효성을 입증하기 한 연구를 진행하 다.연구 결과

조건부확률 사고의 발달 과정은 기본 인 확률 개념과 같이 4단계의 수

으로 구성된다.

1수 학생들은 조건부확률에 한 주 인 추론을 사용하고 수치

정보를 무시하는 경향을 보인다.2수 학생들은 비복원 상황에서의 변

화를 인식하지만,조건부확률에 한 혼동으로 표성 략과 최근 효과

를 흔히 사용한다.3수 학생들은 비복원 상황에서의 확률의 변화를 인

식하고 비형식 으로 수를 사용한다.4수 학생들은 비복원 상황에서의

확률의 변화를 한 수치로 나타낼 수 있다.4단계의 발달 수 은 1수

에서 순차 으로 발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그 이 수 으로 돌

아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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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

(주 )

2수

( 환 )

3수

(비형식 양 )

4수

(수치 )

표본공

간

•1차원 사건의 모든

결과를 불완 하게 열

거

•1차원 사건의 결과

를 완 하게 열거

•때때로 제한 이고

비체계 인 략을 사

용해 2차원 사건의 결

과를 완 하게 열거

•부분 으로 생성

인 략을 사용해 2차

원 사건의 결과를 일

되게 열거

•2차원 사건과 3차원

사건의 결과를 완 하

게 열거하기 해 생

성 인 략을 선택하

고 사용

사건의

실험

확률

•임의실험의 결과를

부 한 것으로 여기

고,일어날 것 같은

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사건을 결정하는

데 주 단을 사

용

•실험 확률과 이론

확률의 계를 거

의 인식하지 못함

•일어날 것 같은 사

건을 측하는데에 작

은 수의 실험 결과를

사용.모든 표본이 모

집단을 표한다고 믿

음

•실험결과가 이 에

알고 있던 개념과 갈

등을 일으키면 주

단으로 되돌아갈 수

있음

•일어날 것 같은 사

건의 확률을 결정하기

해서는 좀더 큰 표

본이 필요함을 인식하

기 시작

•언제 시행이 이론

확률과 매우 다른 실

험 확률을 만드는지

인식

•실험 확률 값을

결정하기 해 한

자료를 수집

•많은 수의 시행에서

얻어진 실험 확률은

이론 확률에 근사한

다는 것을 인식

•사건의 확률이 실험

으로만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을 규명할

수 있음

사건의

이론

확률

•주 단으로 가

장 일어날 것 같거나,

가장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사건을 측

•양 인 단을 바탕

으로 가장 일어날 것

같거나 가장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사건을

측

주 단으로 되돌

아갈 수 있음

•양 인 단에 근거

해서 가장 많이/ 게

일어날 것 같은 사건

을 측

•확률을 비교하기

해 비형식 으로 수를

사용

•확실한 사건,불가

능한 사건,가능한 사

건을 구분하고 선택을

양 으로 정당화함

•1차원,2차원 사건

에서 가장 많이 는

가장 게 일어날 것

같은 사건을 측

•사건에 해 수 인

확률을 부여

확률

비교

•보통 다양한 주

단이나 수 인 단

에 근거해서 두 개의

서로다른 표본공간이

사건의 확률을 비교

•공정한 확률 상황과

공정하지 않은 확률

상황을 구분할 수 없

음

•양 인 단에 근거

해서 확률을 비교

그러나 정확하게 양화

할 수는 없으며 불연

속 인 사건이 포함될

경우에 제한이 있음

•공정한 확률 상황과

공정하지 않은 확률

상황을 구분하기 시작

•일 된 양 인 단

에 근거해 확률 비교

•타당한 양 인 추론

을 가지고 정당화하지

만,불연속 인 사건

이 포함되어있을 경우

에 제한이 있음

•타당한 수 인 추론

에 근거해서 공정한

상황과 공정하지 않은

상황을 구분

•수 인 확률을 부여

해서 사건을 비교

•확률을 단할 때,

불연속 인 사건과 연

속 인 사건의 결과를

통합

•동등하게 기 되는

사건에 해 동일한

수 인 확률을 부여

조건부

확률

•1차원사건의 한 시

행에 이은 두 번째 시

행의 가능한 결과들을

완 히 열거하지 못함

•확실한 사건과 불가

능한 사건이 비복원

상황에서 언제 일어나

는 가를 인식

•어떠한 사건의 확률

이 비복원 상황에서

바 다는 것을 인식

그러나 이 인식은 불

완 하며,보통 이

에 일어났던 사건에

의해 제한을 받음

•비복원 상황에서 확

률 변화를 인식

•비복원 상황에서 모

든 사건의 확률이 변

화한다는 것을 인식

•비복원상황에서 변

하는 확률을 양 으로

나타낼 수 있음

•복원상황과 비복원

상황에 하여 수 인

확률을 부여

•복원 상황과 비복원

상황에서 사건 후의

확률을 비교하는데 수

인 사고를 이용

<표 Ⅱ-1>확률 개념 이해 수 (Jonesetal.,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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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

(주 )

2수

( 환 )

3수

(비형식 양 )

4수

(수치 )

조건부

확률

•복원/비복원 상

황에서 확실한/불

가능한 사건이 발

생함을 인식

•복원/비복원 상

황에서 조건부확률

에 한 주 추

론을 사용

• 측에서 주어진

수치 정보를 무

시

•어떤 사건의 확

률이 비복원 상황

에서 변화함을 인

식

•조건부확률을 구

할 때 수를 부

하게 사용. 를 들

어 표본공간이 두

개의 결과를 포함

할 때 두 결과가

동등한 가능성이라

고 가정

•조건부확률을 구

할 때 혼동할여

표성 략 사용

•주 수 으로

돌아갈 수 있음

•비복원 상황에서

모든 사건의 확률

의 변화를 인식

•복원/비복원 상

황 모두에서 두 사

건의 련성을

단할 때 표본공간

의 모든 구성요소

를 악

•부정확하더라도

비복원상황에서의

확률의 변화를 수

량화할 수 있음

•복원/비복원 상

황에서 수치 확

률을 부여

•복원/비복원 상

황에서의 각 시행

후의 확률을 비

교하는데 수치

추론을 사용

•두 사건이 련

성에 한 필요조

건을 진술

독립

개념

•연속한 사건은

항상 련되어 있

다고 생각하는 경

향

•직 사건의 결

과를 제어할 수 있

다는 믿음이 만연

•독립에 한 의

미 있는 집 을 방

해하는 주 추

론을 사용

•연속 인 결과를

측하는 데에 부

한 자신감을

보임

•연속한 사건이

련이 있는지 없

는지에 한 인식

을 일부 보여

• 표성 략과

최근 효과를 흔히

사용

•주 추론 수

으로 돌아갈 수

있음

•첫 번째 사건의

결과가 두 번째 사

건에 향을 수

도 있고 그 지 않

을 수도 있음을 인

식.복원 상황에서

표본공간이 복원됨

을 확인

•부정확하더라도

복원/비복원 상황

에서의 독립/종속

사건을 구분

• 표성 략 사

용으로 돌아갈 수

있음

•추론을 정당화하

기 해 수치 확

률을 이용하여 복

원/비복원 상황에

서의 독립/종속 사

건을 구분

• 표성 략을

거부하고 연속 인

시행에서의 결과를

찰

•동등한 가능성의

사건 결과를 측

하기를 꺼리거나

거

<표 Ⅱ-2>조건부확률과 독립개념 이해 수 (Tarr& Jones,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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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조건부확률과 자연빈도

Gigerenzer(2013)은 조건부확률과 련하여 자연빈도라는 표기법을 강

조하 다.사람들에게 어떤 불확실성에 련된 같은 질문에 한 답을

요구했을 때 사람들은 질문이 자연빈도와 확률 어떤 것으로 표 되는지

에 계없이 같은 답을 할 것이라고 상했다.하지만 결과는 그 지 않

았다.미국 정신의학법학회와 미국 심리학법학회의 문가들을 상으로

같은 상황에 한 질문을 하고 반에게는 빈도로 단을 부탁하고,나

머지 반에게는 확률로 단을 부탁했을 때 각 집단 내에서 빈도로 부

탁받은 반과 확률로 부탁받은 반은 체계 인 근거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답변을 내어놓았다.정신의학법학회와 심리학법학회 모두 확률로

부탁받은 반이 빈도로 부탁 받은 반에 비해 높은 수치를 제시하 다

(Slovic외,2000;Gigerenzer,2013,재인용).어떠한 방식으로 질문하는

지가 일반인뿐만 아니라 이러한 확률 단 상황에 익숙한 문가들의

단에도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Gigerenzer(2013)는 자연빈도3)를 확률로 바꾸는 과정에서 자연빈도가

가지고 있던 정보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에 더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고 하 다.의사와 환자의 화를 로 들어 보자.의사가 A라는

약을 처방해주면서 환자에게 “30∼50% 확률로 일어설 때 어지럼증을 겪

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그러면 환자는 이 말을 A라는 약을 처방

받은 환자들 30∼50%에게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이해할 수도 있

고,A라는 약을 처방받은 환자들이 일어서려고 할 때 30∼50% 확률로

이러한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이해할 수도 있고,환자가 아닌 다른 집단

을 상으로 했을 때 이러한 실험 결과를 얻었던 것임을 알려주는 것으

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처럼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이러한 오류를 이고 더 정확한 의사소

통을 해 Gigerenzer는 자연 빈도라는 표 방법을 강조하 다.따라서

3)상 빈도와 구분되는 개념으로써 자연빈도라는 표 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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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약을 처방받은 환자 10명 3∼5명은 어지럼증을 겪습니다”

는 “A라는 약을 복용 인 환자들은 10번 일어서려고 할 때 3∼5번 정

도 어지럼증을 겪습니다”와 같은 표 이 Gigerenzer가 말하는 좋은 표

이다.

자연 빈도에 한 다른 선행 연구로서 베이즈 공식을 이용하여 확률

을 추론하는 것을 연습하는 집단과 자연빈도를 사용하여 확률을 추론하

는 연습을 한 집단 사이의 차이 에 해 연구(Sedlmeier,1999;

Sedlmeier& Gigerenzer,2001;Gigerenzer,2013,재인용)가 있다. 베이

즈 공식을 이용하여 확률을 추론하는 방법을 연습한 학생들과 자연빈도

를 사용하여 확률을 추론하는 연습을 한 집단 모두 연습한 후에 정확하

게 확률을 추론하여 단기 으로 효과가 있었다.하지만 베이즈 공식을

연습한 학생들은 한 달 이상의 긴 시간이 지나면 연습했던 내용을 잊어

버리는 경향을 보인 반면 자연빈도를 연습한 학생들은 한 달 이상의 긴

시간이 지나도 베이즈 공식을 연습한 학생들에 비해 높은 수 의 확률

추론 능력을 보 다.복잡한 계산 방식보다는 기본 인 생각하는 방식이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공하는 학습

환경과 활동이 학생들에게 복잡한 계산 알고리즘을 효과 으로 가르치기

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사고의 도구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

고자 한다.

2.2.4.조건부확률 문제 해결 략

Zhu& Gigerenzer(2006)은 아동뿐만 아니라 충분히 교육받은 성인들

도 확률 추론,특히 조건부확률 추론에서는 어려움을 겪는다는 1970년

인지 사회 심리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건부확률 문제 상황에 한

인지 부담을 덜어 수 있는 정보의 형태를 연구하 다.다음은 Zhu

& Gigerenzer가 조건부확률 추론을 검사하기 한 10개의 문항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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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빨간코(Rednose)문제”이다.

핑핑은 길을 묻기 해 작은 마을로 갔다.그 마을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만날 확률은 10%이다.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했을 때,그 사람이

빨간코일 확률은 80%이다.어떤 사람을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때,그 사

람이 빨간코일 확률은 10%이다.핑핑이 마을에서 코가 빨간 사람을 만

났다고 상상해보자.그 사람이 거짓말을 할 확률은 얼마인가?(Zhu&

Gigerenzer,2006)

학생들이 조건부확률을 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수치 정보를 이용하

여 확률을 구하는지,어떠한 수치 정보에 집 하는지를 악하여 문제

상황의 구조를 수형도로 제시하고,학생들이 사용한 략을 아래 표와

같은 5가지로 분류하 다.

[그림 Ⅱ-3]빨간 코 문제와 수형도(Zhu& Gigerenzer,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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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rvatism

(base-rateonly)


 이용가능한 증거를 무시하고 체 경우에

서 상되는 사건에만 집 4)

Evidence-only 


conservatism과 반 의 략, 상되는 사

건을 무시하고 체 경우에서 이용가능한

증거에만 집

Representative

thinking



증거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알아보

는 략. 상되는 사건에 한 이용가능

한 증거의 비로 확률을 추론

Pre-Bayes 


이용가능한 증거에 한 상되는 사건의

비로 확률을 추론.빨간 코 문제에서 거짓

말을 한 사람 체에 집 .베이즈 추론에

근

Bayes 

 조건사건과 목 사건을 히 고려하여

확률을 정확히 추론

<표 Ⅱ-3>조건부확률 문제 해결 략(Zhu& Gigerenzer,2006)

확률 발달 수 (Jonesetal.,1997;Jonesetal.,1999)과 조건부확률 발

달 수 (Tarr&Jones,1999),그리고 조건부확률 상황에서 학생들이 사용

하는 5가지 략(Zhu& Gigerenzer,2006)은 사용하여 학생들의 표본공

간 구성 활동 내용과 사 /사후 검사를 분석할 수 있다.이를 해 학습

과정에서 발달과 변화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환경을 설계한

다. 한 분석 틀은 학생들의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는 데에도 사용될 것

4)빨간 코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Zhu& Gigerenzer(2006)는 조건사건과

목 사건이라는 개념 신 증거(evidence)와 사건(event)라는 개념을 사용한

다.빨간 코 문제에서 증거는 빨간 코이고,사건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의미

한다.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조건사건과 목 사건이라는 수학 개념보다

는 증거와 사건이라는 일상 인 개념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조건부확률 문제

를 해결하는데 사용하는 조건부확률 추론 략을 성명하 다.문제에 따라

증거와 사건이 각각 조건사건과 목 사건이 될 수도 있고,각각 목 사건과

조건사건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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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2.3.마이크로월드를 이용한 확률 학습 사례

확률 상황을 연구한 마이크로월드에는 ProbabilityExplorer가 있다

(Drier,2000).Drier가 개발한 ProbabilityExplorer는 학생들의 직 과

확률에 한 오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한 교수 과제와 지식의 사회

구성을 진하기 해 개발된 공학 로그램으로써 Ficshbein(1983)이

말하는 확률에 한 이차 직 을 발달시켜 학생들의 확률 추론을 돕기

해 디자인한 것이다.ProbabilityExplorer에서 학생들은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통해 확률을 탐구하는 환경이다.

ProbabilityExplorer는 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명령어 사용

을 최소화하여,마우스 클릭과 간단한 수치 입력만으로 사용이 충분히

가능하다.실험 결과는 직 하나의 이미지로도 표 이 가능하며,이 결

과를 정리하여 표로 나타내어 주거나 다양한 형태의 그래 로도 표 이

가능하다([그림 Ⅱ-4]).

 [그림 Ⅱ-4]ProbabilityExplorer(Drier,2000)

ProbabilityExplorer는 우리가 확률 실험에 자주 사용하는 동 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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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같은 구체 사물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어 실제 맥락을 고려한

실험 환경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한 실험 결과를 표,막 그래 ,

원 그래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확률을 계산해 다.하지만 이는

실험 결과를 정리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고,확률 상 자체에 내재된

수학 구조를 하게 나타내어 주지 못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

공하는 학습 환경은 단순히 확률 실험의 결과를 얻고 그 결과를 잘 정리

해서 다양한 형태의 그래 로 나타내어주는 것이 넘어서,확률 상황을

직 표 하고 그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이어그램을

시각 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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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Constructionism기반 표본공간 구성 활동 설계

이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이론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표본공간 구성

을 통해 조건부확률 상의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표 하고 구성할 수

있는 학습 환경 설계를 살펴본다.

우선 조건부확률 학습 환경 설계를 해 Javamal마이크로월드에 도

입한 실행 가능한 표 (executableexpression)체계와 그 특징을 살펴본

다.그리고 그 실행 가능한 표 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표본공간 구성 활

동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1.표본공간 구성을 한 실행 가능한 표 도입

본 연구에서의 학습 환경 설계는 구성주의,즉 인식론 ,심리 측면

을 강조하는 Piaget의 constructivism이 아닌 구체 인 략과 방법을

제시하는 Papert의 constructionism에 기반을 둔다.표본공간을 구성하고

실험하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조건부확률을 어렵고 복잡한 알고리즘으

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확률의 의미를 느끼고 표본공간이 변화

한다는 조건부확률의 기본 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거북 기하는 Papert가 제안한 ‘learning-by-making’을 잘 반 한

constructionism 기반 학습 환경이라 할 수 있다.‘가자’와 ‘돌자’라는 가

장 기본 인 명령을 사용하여 상을 만들고,만드는 활동을 통해 수학

아이디어에 근하고 탐구한다.각각 길이와 각을 의미하는 ‘가자’와

‘돌자’명령을 이용하여 구체 인 물리 인공물을 만드는 것 자체가 학

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하지만 형식 으로 근하는 학교 수학을

다른 에서 만드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근하기 쉬운 비형식 활

동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는 이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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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t가 거북 기하를 ‘가자’와 ‘돌자’명령을 사용하여 구체 인 물리

인공물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수학 인 구조를 탐구했던 을 확률

탐구 상황에 용해보자.학생들은 제시된 문제를 보고 답을 구하는 것

이 아니라 확률 상황을 표 하고 실험하는 과정을 통해 확률 상황 자체

를 이해하고 조건부확률의 아이디어에 근하고 탐구한다.확률 상황을

명령어로 표 하고,그 명령어를 실행시켰을 때 스크린에 나타나는 결과

를 찰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수학 인 구조를 탐구하는 것이다.본 연

구에서는 조건부확률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기본 이면서 핵심

인 것을 확률 상황에서 주어진 정보에 따른 표본공간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으로 보고,이를 가장 잘 반 할 수 있는 린덴마이어 표 을 도입한다.

1.1.린덴마이어 표 의 도입

본 연구에서는 표본공간을 구성하기 해 린덴마이어(Lindenmayer)

표 을 도입한다.헝가리의 생물학자인 Lindenmayer는 식물의 생장을

도식화하는 형식 체계로 린덴마이어 시스템을 제안했다.Lindenmayer

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 기 조건과 간단한 규칙을 통해 복잡한 식물의

생장 과정을 모델링하고 시뮬 이션 하고자 하 다. 를 들어,다음과

같은 기 조건과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기 조건 :B

규칙 1:B=‘A ’

규칙 2:A=‘AB’

기조건 B는 규칙 1과 규칙 2에 따른 문자 되쓰기에 따라 각 단계별

로 다른 문자가 되며,각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규칙 1에 따

라 B는 A가 되고 규칙 2에 따라 A는 AB가 된다5).

5)Prsunkiewucz& Lindenmayer(1990)는 문자 a와 b를 사용하고,규칙 1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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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덴마이어 표 에서는 되쓰기 결과가 정해져있는(deterministic)식뿐

만 아니라,확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probabilistic)식도 규칙으로 사

용할 수 있다.Z=‘X ,Y ’라는 규칙을 가진 경우 Z는 각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의 확률로 X가 되기도 하고,


의 확률로 Y

가 되기도 한다.이 확률론 규칙은 린덴마이어 시스템이 표본공간을

구성하는 활동을 통해 조건부확률을 탐구할 수 있는 도구와 환경을 제공

할 수 있게 해 다.[그림 Ⅲ-1]은 다음의 기 조건과 규칙에 따른 변

화를 나타낸다.학생들은 결과가 정해져있는 식과 확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식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를 모두 나타낸

것이다.

기 조건,규칙 실행 단계와 그 결과

기 조건 :Z

규칙 1:Z=‘X,Y’

규칙 2:X=‘a,b’

규칙 3:Y=‘c,d’

[그림 Ⅲ-1] 린덴마이어 표 의 기 조건,규칙과 그 실행

[그림 Ⅲ-1]에서 알 수 있듯이 린덴마이어 표 은 수형도와 같은 수학

구조가 암묵 으로 들어있다.이러한 수학 구조가 블랙박스(Black

칙 2를 각각 b→a,a→ ab를 사용하여 결과가 하나로 정해져 있는 린덴마이

어 시스템(deterministicandcontext-freeL-system 는 DOL-system)을

설명하 지만,본 연구에서 제공하는 학습 환경에서 사용하는 형태의 명령으

로 바꾸어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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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로 가려져 있어 학생들에게 직 제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의

수,확률에 한 강력한 아이디어가 반 되어 있는 명령이라고 볼 수 있

다.

Javamal마이크로월드의 쌓기나무 명령을 이용하여 린덴마이어 표

이 실행되는 과정의 구체 인 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명령어 명령 실행 과정 출력 결과

Z→ X→ s

Z→ X→ S

Z→ X→ m

Z→ X→ M

[그림 Ⅲ-2]린덴마이어 표 의 구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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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린덴마이어 표 과 표본공간 구성을 한 학습 환경

린덴마이어 표 을 사용하면 [그림 Ⅲ-3]과 같이 수형도의 각 가지

는 경로로 도입되는 표본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그림 Ⅲ-3]수형도를 통한 표본공간 구성

린덴마이어 표 을 사용하여 확률 상을 만들 수 있다

(phenomena-making).린덴마이어 표 을 한 번 실행하는 것을 통해 일

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를 알 수는 없지만 린덴마이어 표 을 사

용하여 확률 상황을 직 언어로 표 하고,자신이 직 표 한 명령을

컴퓨터 화면 상의 거북이를 매개(agent)로 하여 확률 상황을 모델링한다.

송민호(2010)는 Bransford외(2000)의 학습 환경 설계 원리와 Resnick

과 Silverman(2005)의 설계 원리 등의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constructionism 기반 학습 환경 설계 원리를 ‘학습자 심 설계 원리’,



- 37 -

‘지식 심 설계 원리’,‘평가 심 설계 원리’,‘공동체 심 설계 원리’의

4가지 역으로 나 어 설정하 다.린덴마이어 표 을 사용하는 표본공

간 구성 활동을 통한 확률 학습 환경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4가지

역에 비추어 살펴보도록 한다.

1.2.1.학습자 심 학습 환경

학습자 심 학습 환경이란 학습자의 지식,기술,태도,믿음 등에 특

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학습 환경을 말한다(Bransford외,2000).학습자

의 능동 인 지식 구성을 강조하는 학습자 심 이론에 constructionism

이론을 반 하여 학생들에게 사고와 조작의 도구로 린덴마이어 표 을

이용하여 표본공간 구성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고 제공한다.

린덴마이어 명령을 사용하여 표본공간을 구성하는 활동을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하나는 만들기 활동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 는 hands-onlearning)이고,다른 하나는 디자인 활동을 통한

학습(learningthroughdesign)이다(Resnick,2002).만들기를 통해 환경

을 설계한 목표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진정한 구성주의라

고 보기 어렵다. 를 들어,LEGO조각을 이용해 스타워즈 비행기와 같

은 주어진 상과 같은 모양의 상을 만드는 활동은 활동 과정에서

상을 약간 변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만드는 활동의 주체가 스스로 의미

있는 구성을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한 만들기 활동을 통해 얻

는 것이 강력한 아이디어(powerfulidea)가 될 수 없다.Constructionism

에서 강조하는 것은 자유로운 구성으로,자유롭게 디자인하는 활동 자체

를 학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명령어( 로그래 언어)를 배우는 것이 학생들에게 인지 으로 부담

이 되거나,시간 으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일상 언어나 수학 언어와

비슷한 형태의 명령어( 로그래 언어)로 환경을 구성한다.이는 한

표 식을 도입하여 로그래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본질 인 측면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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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고,학습자가 의미를 명확히 하고 구성 활동에 집 할 수 있도록 해

다(송민호,2010).린덴마이어 표 은 표본공간을 구성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재귀 형태를 이용한 랙탈을 만드는 활동,치환을 이용한 패

턴 구성 활동과 같이 다양한 활동에 사용될 수 있다.

학생들은 주어진 학습 환경에서 ‘Whatif’라는 략을 통해 기존의 지

식을 변형하면서 새로운 질문을 떠올리고,그 질문에 한 답을 추측해

보고,실행 가능한 표 인 명령을 실행시켜보는 과정을 통해 즉각 으로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 를 들어,표본공간을 구성하는 활동에서

X=‘p:a,b’6)

라는 린덴마이어 표 에 해 생각해보자.학생들은 이 명령에서 p값

의 변화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 하게 생각하고,직 조작,실험

하여 결과와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자신의 추측과 비슷한 결과가 나왔

다면 다른 경우에도 용이 가능한지 다른 실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자신의 추측이 실험 결과에서 많이 벗어난다면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

지, 실험 과정에서의 잘못은 없는지 검하는 등의 과정에서 자신의

추측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1.2.2.지식 심 학습 환경

본 학습 환경은 지식 심의 설계 원리를 반 하여 표본공간 구성과

련된 확률과 련하여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통계 확률과 수학 확률을 연결할 수 있다.실험을 반복하면

6)앞에 p는 a가 실행될 확률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를 들어 X =‘0.3:a,b’

와 같이 입력했을 때,doX를 실행하면 X 신 a가 실행될 확률이 0.3이고,

b가 실행될 확률이 0.7이라는 의미이다.이는 린덴마이어 표 이 가능성이

동등하지 않은 확률 상황에도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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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신의 실험 결과를 기록하면서 조건부확률 인 상황에 한 직

인 느낌을 얻을 수 있다.수형도를 그리는 명령을 사용하면 거북이는 반

복 횟수에 따라 반복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화면에 나타내어 다.아

래의 그림과 같이 간단한 명령어 입력으로 한 번의 실험 결과는 얻을 수

있지만 이를 100번이나 1000번 반복하는 것이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

릴 수 있으므로 이를 컴퓨터가 신 실험해 주고 그 결과를 화면에 기록

하는 것이다.학생들은 반복 인 실험을 통해 확률 상황에 한 직

느낌을 가질 수 있다.동 이나 주사 를 던지는 것과 같이 학생들이 익

숙하게 해 온 상황에서는 실험을 통해 직 느낌을 얻는 것이 불필

요한 과정일 수도 있을 것이다.하지만 학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상황

에 해서, 는 학생들이 생각했던 확률이나 직 인 단과 어 나는

상황에 해서는 실험을 통해 직 느낌을 주는 것이 학습 동기를 유

발할 수 있다.

[그림 Ⅲ-4]린덴마이어 표 실행 결과 정리

그리고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 확률을 구하고 수학 확률을 추

론해 내는 과정을 포함한다.2009개정 교육과정 상에서 교수․학습상의

유의 으로 통계 확률과 수학 확률의 계를 이해할 것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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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교육과학기술부,2011),확률론의 역사를 살펴보면 수학 확률과

통계 확률은 확률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으로 교수-학습의 어려

움을 야기하는 부분이다(김남희 외,2006).실험에서 얻은 확률과 이론

으로 얻은 확률의 의미와 그 계를 탐구하고 이해하는 환경이 될 수 있

도록 설계하 다.

둘째,수형도라는 다이어그램을 사용하여 표본공간을 자연스럽게 구성

할 수 있다는 것이다.각각의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다른 경우에도 실험

을 통해 시각 으로 결과를 보여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 직 느낌

을 수 있다.

먼 린덴마이어 표 을 이용하여 표본공간을 구성하는 과정을 살펴보

자.린덴마이어 표 을 사용하면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수형도라는 강

력한 아이디어를 경험하게 된다.수형도는 일종의 다이어그램으로 개념

이 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후-개념 구조로서 개념 계성을 도

형 용어로 서술한 것이다(Fischbein,1987;우정호 외 역;2006).즉 다

이어그램은 Bruner가 말하는 상징 표 에 속하지만 상 인 방식으

로 달되는 외 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이것이 다이어그램에 직

인 잠재력을 부여한다.이 학생들은 표본공간을 구성하고 이를 탐구하

는 활동을 하면서 그 안에 숨어있는 수형도라는 수학 구조를 학습함으

로써 수형도가 가진 직 인 잠재력이 강력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실제로 2007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미 분과 통계 기본 교과서와

분과 통계 교과서를 살펴보면 확률을 설명하기 해 벤 다이어그램을 제

시하는 경우가 많다([그림 Ⅱ-5]).OldfordandCherry(2006)은 이러한

벤 다이어그램을 제시하는 확률 단원을 비 하 는데 그 이유는 벤 다이

어그램은 확률론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집합론에 근거를

두고 상징 인 논리와 추상 인 집합 연산의 의미를 시각 으로 달하

기 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그럼에도 확률에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확률을 설명하는 것은 Kolmogorov의 공리를 통해 사건을 집

합으로 정의함으로써 확률론과 집합론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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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그림 Ⅲ-5]확률 단원에서의 벤 다이어그램 사용

집합 사이의 계를 나타내는 집합론에서는 벤 다이어그램이 유용할지

모르나,불확실성을 0과 1사이의 값으로 수량화하는 확률론에서는 수형

도가 더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수형도에서 나타나는 방향성 는 순서

구조는 학생들에게 조건사건과 목 사건의 계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강 이 될 수 있다. 한 수형도에서 나 어진 각 ‘가지’는 각각의 사건

을 배반사건으로 만들기 때문에 결과를 빠짐없이 나타낼 수 있다.이는

수형도가 Horvath& Lehrer(1998)가 제시한 표본공간의 개념을 이해하

고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세 가지 인지 기술의 조정7)을 가능하게 하

여 학생들이 표본공간을 다루는 것을 도울 수 있고,결국 표본공간이 수

형도를 통해 나타나는 모든 경로로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

7)결과를 얻는 서로 다른 방법을 인식하는 것,체계 이고 빠짐없이 모든 가능

한 결과를 generate할 수 있는 것,“표본공간에서 결과의 분포 로의 사상

(mapthesamplespaceontodistributionofoutcomes)”을 가능하게 하는 것

(Horvath& Lehrer,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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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달하기 한 다이어그램은 학습하는 교구,내용과 잘 맞아야

한다.벤 다이어그램은 집합 사이의 계를 나타내는 집합론에서 유용하

지만 0과 1사이의 불확실성을 수량화하기 해 의도된 것이 아니다.다

이어그램은 어떤 사건의 조건부확률을 직 ,경험과 맞는 방법으로의

계로 요약할 수 있어야 한다.벤 다이어그램이 사건의 조건을 설명하는

데 유용할지라도,수형도의 방향성과 그 강 은 벤 다이어그램을 통한

조건부확률 설명을 뛰어넘는 것이다.

수형도는 벤 다이어그램을 체할 수 있는 다이어그램의 하나로 확률

의 기 를 가르치는 시각 인 수단을 제공한다.수형도는 요한 직

특성을 지닌다(Fischbein,1987).첫째로 구조나 과정의 개요 , 체

표 을 제공하며,이것은 이해의 체성과 즉각성에 기여한다.둘째로 어

떤 실재의 개념 이해와 실제 표 을 잇기 한 이상 도구가 된다.

수형도는 확률 모델을 만들기 해 의도 으로 창조한 인 구성물

로,도형으로 표 되지만 일차 인 인지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

라 정교화된 개념 구조로서 개념 계성을 도형을 이용하여 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수형도는 (Bruner의 용어로) 상 방식

으로 달되지만 상징 양식에 속하는 정보이다.

Fischbein의 연구에 따르면,10세 아동들도 조합론 차의 이해를 돕

는 수형도의 원리를 악할 수 있으며,그 수형도의 원리를 일반화하여

순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 다(Fischbein,Pampu & Minzat,

1970;Fischbein,1987,재인용).이러한 특징은 학생들도 수형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확률 상황의 구조를 악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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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평가 심 학습 환경

평가 심 학습 환경에서는 피드백을 제공하여,학습자에게 유의미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요하다(Bransford외,2000).학습 과정에서의

평가는 피드백과 수정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학습 목표에도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며,이를 통해 학습뿐만 아니라 교수 한 향상될 수 있다.

평가가 요한 이유는 같은 환경에서 같은 활동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

진다고 하더라도 학습자 각자가 학습하는 내용이나 학습하는 과정이 다

를 수도 있고 학습 효과 한 다를 수 있다.따라서 평가를 통해 각 학

습자의 특징은 어떠한지,학습자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학습했는지,그

효과는 어떠한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Mayer,2003)

학습자가 제공된 도구와 환경을 사용하여 학습한 결과를 평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학습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략이나 방법 등도 평가하는 것

도 필요하다.학습자가 목표를 달성하기 해 사용한 략에 근거하여

결과를 분석하여야 학습자의 수 을 악할 수 있다.결과를 악하기

해 검사나 과제의 결과를 확인한다 하더라도 직 으로 드러나지 않

는 부분이 있고,이를 정확하게 악하기 해 인터뷰와 더불어 조작 활

동이나 구성 활동 분석을 통해 수 을 악할 수 있다.

학생들이 린덴마이어 식을 이용한 치환 표 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통하여 학습 과정 에 일어난 활동을 평가하고,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다.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와 피드백은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

학습자,교사 등 학습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학생들이 표본공간 구성 활동에서 만든 실행 가능한 표 을 실행하여

나타나는 결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평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린덴마이

어 표 에서 한 략을 사용하여 표본공간을 이해하고 구성하 는지

를 평가할 수 있다.교사는 학생들이 표본공간 구성 활동 과정에서 얻은

결과와 함께 린덴마이어 표 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과정을 평가하는 것

이 가능하다. 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습 환경은 즉각 으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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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화면에 나타내어주는 실행 가능한 표 체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이는 학생들이 스스로 평가하고 피드백을 얻는 것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학습자 스스로 구성한 표본 공간이 자신의 측,혹은 수

학 확률에서 크게 벗어났을 때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오

류가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하는 것을 통해 반성 사고를 하도록 유도하

는 환경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구성 활동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간에만 일어

나고,그 때에만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학생들이 구성

활동을 하는 곳은 시간 ,공간 제약이 없는 웹 기반 컴퓨터 환경이다.

학생들의 활동은 게시 에 실행 가능한 명령으로 장되어 언제든지 다

시 불러올 수 있고,실행 과정에서 스스로 피드백을 얻을 수도 있고,교

수자나 동료에게서 피드백을 얻을 수도 있다.

1.2.4.공동체 심 학습 환경

학습자는 독립된 개인인 동시에 가정,학교,국가와 같은 공동체의 구

성원으로,학습은 학습자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 사이의 상호작용

에 향을 받는다(Bransford,2000;송민호,2010).학습 과정에서 이루어

지는 구성 활동은 개인에게도 의미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

체 구성원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컴퓨터를 활용한 웹 환경은 공동체 심 학습 환경으

로 합하다.학생들이 사용하는 린덴마이어 식을 활용한 표 은 경우의

수,확률에 한 수학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언어 인 표 인 동시에,언

어 인 표 을 시각 으로 나타내 주는 실행 가능한 표 이다.형식 인

확률을 도입하기 이 에 확률 상황에 한 자유로운 구성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확률 상황에 해 탐구할 수 있다.학습자의 자유로운 구성

활동은 학습자 개인에게 의미 있는 인공물을 만드는 것으로,그 후에 사

라지는 것이 아니라 게시 에 장된다.앞서 평가 심 학습 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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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듯이 장된 학습자의 구성 활동은 실행 가능한 명령으로 장되어

구나 실행을 통해 시각 으로 확인할 수 있고,구성한 인공물과 인공

물을 구성하기 해 사용한 표 은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

의 상이자 도구가 된다.

학생들은 수학 구조가 담긴 기호 표 을 사용하면서 확률 인 문

제 상황에서 확률을 구하는 공식이나 직 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

으로 사고하고 수학 으로 표 하는데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2.확률 상황을 만드는 학습 환경

JavaMAL마이크로월드 환경에서 표본공간 구성 활동을 하기 한 사

활동으로 학생들이 자신만의 창의 인 작품을 만드는 활동을 진행하

다.이 과정에서 린덴마이어 표 을 포함한 다양한 명령어를 사용하여

JavaMAL 마이크로월드에서 사용하는 명령에 익숙해지도록 하 다.

Constructionism을 강조한 Papert(1980)은 명령어로 표 하는 것,즉 컴

퓨터와 화하는 것은 어린이가 모국어를 배우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 다.학습 환경에서 학생들이 명령어를 모국어

처럼 능숙하게 사용해야 한다.즉 학습 환경에서 사용하는 언어 체계에

충분히 익숙해서 언어를 사용해 표 하고 실행하여 결과를 얻는 과정에

서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린덴마이어 표 을 포함하는 명령은 실행 가능한 표 (executable

expression)으로 실행 버튼을 르면 즉각 으로 결과를 출력하여 확인

할 수 있다.즉 시각 인 피드백을 얻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시행착오

(trial-and-error),좀 더 구체 으로 말하자면 시행착오를 겪은 후 피드

백을 통한 조정(trial-and-adjustment)가 일어난다(Shaffer,1998).

린덴마이어 표 의 사용과 확률 상황에서의 표본공간 구성을 연결할

수 있도록 실험결과를 반복 으로 스크린에 나타낼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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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공간은 무작 상,즉 확률 상을 수학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근

본 인 것으로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데 기 가 된다(Shaughnessy,

2003).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으로 정의되는 표본공간은 확률

상과 련된 많은 개념들 에서 상 으로 직 이라고 볼 수 있지

만 그 개념을 규정하기에는 미묘한 부분이 있어 힘들다.따라서 먼 표

본공간의 개념을 직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설계하는 학습 환경은 조건부확률 문제가 주어졌을 때

학생들이 정확한 계산을 통해 답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장 우선

이 되는 목표로 삼고 있지 않다.보다 근본 인 차원에서 학생들이 조건

부확률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요한 ‘표본공간이 변화한다’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다.따라서 학생들이 확률 문제

가 주어졌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차 직 에 따라 성 하게 단을

내리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치 정보의 일부

만을 이용하여 확률 값을 구하지 않고,문제에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명

령어로 확률 상황을 표 함으로써 표본공간에 더 집 할 수 있게 한다.

[그림 Ⅲ-6]표본공간 구성 활동을 한 조건부확률 학습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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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에서 ①은 린덴마이어 표 을 포함한 명령어가 실행된 결

과가 출력되는 스크린이다.다양한 명령을 사용하여 ①의 출력된 결과를

마우스 드래그 등을 사용해 조작할 수 있다.②는 린덴마이어 표 을 사

용하여 명령어를 입력하는 부분이다.③은 학생들의 로그래 에 한

부담을 덜어주기 해 필요한 부분만 입력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

는 부분이다.마이크로월드에서 요한 것은 학습 환경에서 제공하는 표

체계에서 새로운 인공물을 만들고 만들어진 인공물에 조작을 가하는

조작과 구성이다(Eigenberg,1995).따라서 ③에서는 학생들에게 조작과

구성에 핵심 인 부분이 되는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그 외에

부수 인 부분은 숨겨서 로그래 에 한 부담을 덜어 수 있다.

한 학생들이 확률 상황을 린덴마이어 표 을 사용하여 모델링한 후

에는 직 시뮬 이션을 하여 결과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 다.한 번

실행을 통해 한 번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실험을 반복하여 결과를 정리

할 수 있지만,1000번처럼 많은 수의 반복을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것이 공학 도구를 활용한 학습의 장 의 하나이다.

[그림Ⅲ-7]Kahneman의 택시문제시뮬 이션(1000번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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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수형도는 정 인 이미지로 결과가 출력되어 학생에게 제공되

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실험과정을 거북이가 이동하는 동 인 이미지

로 제공한다.이는 두 가지 을 고려한 것이다.첫 번째는 수학

에서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를 설명한 Lakoff와

Nunez(2000)의 이다.인간의 이성은 신체,두뇌,환경,그리고 이들

사이의 사회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므로 수학 개념은 두뇌에 의해서

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수학 아이디어는 일상생활에서의 경험과 아

이디어에서 시작하여 은유 형태,정신 이미지로 나타나고 물리 ,사

회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따라서 본 학습 환경에서 제공

하는 동 인 수형도의 이미지는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일상 인 경험을

바탕으로 거북이라는 은유를 통해 수학 개념을 형성하게 하는 체화된

인지의 을 나타낸다.학생들의 일상 인 감각 경험이 더 높은 수

의 사고 단계의 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Radford,2005;이지

윤,2010,재인용).

두 번째는 컴퓨터 시뮬 이션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에 집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에 집 할 수 있도록 하는 Logo기반 로그래 언어의

이다.Logo는 차 인 명령을 통해 거북이의 행동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를 시각 으로 보여주는데 시뮬 이션의 결과가 거북이의 행동과

련된 숫자로만 주어진다면, 차 인 사고에 소홀해질 수 있을 것이다.

Logo기반 로그래 을 사용하는 공학 환경에서 요한 것은 차

정의와 그 차 정의를 시각 인 사고와 계된 조작을 통해 학습하도

록 하는 것이다(이수진,2011).따라서 학생들이 거북이의 행동 하나하나

가 린덴마이어 표 으로 나타낸 명령의 실행 결과인 동시에 확률 상을

나타내는 차 과정이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다.

학생들이 주어진 학습 환경에서 모델 기반 탐구 학습(model-based

inquirylearning)을 할 수 있다(deJong& Joolinger,2007).모델 기반

탐구 학습은 학습에 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그 첫 번째 측면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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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링에 의한 학습(learningbymodeling)이다.

주어진 확률 상황을 표 하는 서로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를

들어,한 학 을 상으로 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안경을 착용했는지 그

지 않은지를 조사한 자료가 있고 이 상황을 린덴마이어 표 을 이용하

여 나타낸다고 생각해보자.그러면 체 학생을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먼

분류하고 분류된 남학생과 여학생을 안경을 쓴 학생과 그 지 않은

학생으로 분류하는 방법도 있고,반 로 체 학생을 안경을 쓴 학생과

그 지 않은 학생으로 분류하고 분류된 안경을 쓴 학생과 그 지 않은

학생을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다.어떠한 정보를 이용

하여 먼 분류하고 그 후에 나머지 정보를 이용하여 분류하는 계

는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다.문제 상황에서 수치 정보가 빈도로 주어

진 경우에는 특별한 어려움 없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표 할 수 있지만,

수치 정보가 확률로 주어진 경우에는 한 가지 방법은 쉽게 표 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쉽게 표 할 수가 없다.학생들은 확률 상황을 더

신 하게 악하고 이를 표 하기 한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학습

이 일어날 수 있다.

모델 기반 탐구 학습의 두 번째 측면은 모델로부터의 학습(learning

from models)이다.학생들은 주어진 상황을 린덴마이어 표 을 이용해

모델링을 할 수 있다.린덴마이어 표 으로 만들어진 모델을 실행하고

조작하는 시뮬 이션을 찰하여 확률과 련된 학습을 할 수 있다.

한 주어진 수치 정보를 바꾸었을 때 확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와 같은

의문을 가지고 What-if 략을 이용해 만들어진 모델을 조작하는 과정

을 통해 학습한다.결과 으로 모델 기반 탐구 학습은 언어를 이용한 모

델의 구성과 구성된 모델의 찰과 조작의 두 가지 측면에서 학습이 일

어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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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표본공간 구성 활동 학습-지도 용

1.연구 상

본 연구에서는 S시의 학교 3학년 학생 19명을 연구 상으로 선정

하 다.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교 2학년 말에 S 학교 시흥 재

원 수학분과 학생으로 선발되어 1년간 시흥 재원 수학분과 교육에 참

여한다. 행 교육과정에서 조건부확률은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인 미 분

과 통계 기본. 분과 통계에서 처음 도입하지만,연구에 참가한 학생들

은 학교 2학년 과정에 나오는 확률 단원을 학습한 학생들로서 형식

정의를 이용한 조건부확률이 아닌,표본공간의 변화를 통한 비형식 방

법으로 조건부확률을 도입한다.

2.연구 차

먼 표본공간 구성 활동을 통한 조건부확률 학습 환경을 설계하기

해 학습 환경 설계 이론과 조건부확률에 한 문헌검토를 실시하 다.

이를 바탕으로 표본공간 구성에 필요한 기본 인 JavaMAL마이크로월

드의 표 을 환경 설계에 포함시켰으며 학생들을 상으로 조건부확률

사고 수 오개념을 확인하기 한 검사지를 만들었다.표본공간 구

성 활동은 6차시로 진행되었고,각 활동은 컴퓨터 환경에서 진행되었다.

학생들의 사 /사후 검사자료를 연구자가 분석하 고,일부 학생들을

상으로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여 인터뷰 결과를 연구자가 분석하 다.

연구 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3년 1월 문헌 검토 시작

2013년 8월 비 검사 비 실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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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비 검사지 비 실험 결과 분석

2013년 10월 사 검사 실시

2013년 11월 사 검사 결과 분석

2013년 10~12월 표본공간 구성 활동

2013년 12월 사후 검사

2014년 1월 사후 검사 결과 분석

2014년 1월 인터뷰 실시

2014년 2월 인터뷰 결과 분석

3.자료 수집 방법

2013년 S 학교 시흥 재원 수학,과학 분과 학생들을 상으로

비 검사와 비 실험을 실시하 다. 비 실험은 개발된 컴퓨터 환경에

서 진행되었다.총 6차시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에게는 개발된 컴

퓨터 환경과 함께 단순한 명령어 조작과 실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

상황이 주어진 교재가 제공되었다.

비 검사를 바탕으로 하여 검사지를 수정하고 학생들이 확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린덴마이어 표 을 이용하는 실험을 설계하 다.2013

년 8월 시흥 재원 과학 분과의 학교 3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교수

실험을 설계하 다.검사 결과를 분석하여,표본공간 구성 활동을 이용하

여 조건부확률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에 띄는 변화를 보인 학

생,변화를 보이지 않은 학생,그리고 이들 학생과 비교할 일반 인 학생

들을 선발하여 인터뷰를 진행하 다.

인터뷰 내용은 린덴마이어 표 을 이용한 표본공간 구성 활동에 한

공통 질문과 학생들의 사 검사와 사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개별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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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검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constructionism 기반 조건부확률 학습 환경에서의 표

본공간 구성활동이 학생들의 조건부확률 사고 능력에 어떠한 향을 미

치는가를 알아본다.특히 학생들이 다양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는 상황에

서 조건부확률 추론과 련된 과제 상황에 한 학생들의 발달 수 을

살펴보고 학생들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오개념을 확인하기 해 실시되었다.

조건부확률을 추론하는 과제에 한 연구들에서 실생활 맥락을 고려한

몇 가지 종류의 과제를 개발하 다.본 연구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비

검사를 시행하 다.첫 번째 검사지의 문항은 반 인 확률 능력과

련된 학생들의 발달 수 을 확인하기 한 것으로 구성되었으며,두 번

째 검사지의 문항은 조건부확률 능력과 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첫

번째 비 검사지는 선행 연구에서 다루었던 문제와 고등학교 미 분과

통계 기본, 분과 통계 교과서에 등장하는 기본 인 문제를 학생들의

수 에 맞게 조정하고 실생활 맥락에 맞게 재구성하여 만들어졌다.두

번째 비 검사지는 조건부확률과 련된 능력을 확인하기 해 2개의

part로 구성되었다.part1은 조건부확률을 구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part2는 조건부확률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가 변할 때 구하고자 하는 조

건부확률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기존의

연구들은 단순히 조건부확률 개념에 가지고 있는 오개념이나 오류를 확

인하고 이를 교정하여 조건부확률 문제의 정확한 답을 구하는 것에 심

을 가지고 있었다면,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정보의 값을 변화시켜 학생

들이 확률 변화에 해 학생들이 근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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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1-(1)번
표본공간 변화를 이해하는지를 묻기 한 문

항
1-(2)번

1-(3)번

2번 정보가 빈도로 주어진 조건부확률 문항

3번 정보가 확률로 주어진 조건부확률 문항

4번
사건의 시간 순서에 따른 어려움을 확인하기

한 문항

5번
Falk의 연구에 사용된 문제 변형,도 문제

로 제시

part2

1번
주어진 수치 정보의 변화에 따른 조건부 확

률 변화를 확인하는 문항
2번

3번

<표 Ⅳ-1> 검사 문항의 구성

5.표본공간 구성 활동 용 결과

5.1.사 검사 결과

Tarr& Jones(1997)의 조건부확률과 독립 개념 이해 수 에 따르면

학생들의 조건부확률 이해 수 은 4단계로 나 어지는데,복원 상황과

비복원 상황을 구분하여 비복원 상황에서 확률이 변화하는지, 문제에

서 주어진 수치 정보를 이용하여 확률을 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

라 학생이 어느 수 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Tarr &

Jones(1997)는 학생들의 조건부확률 개념 이해 수 이 순차 으로 발달

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 수 으로 돌아갈 수도 있음을 언 하

다.하지만 사건 검사 결과 학생들은 문제 상황에 따라 복원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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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복원 상황을 구분하기도 하고 그 지 못하기도 하며,주어진 수치

정보를 히 이용하여 확률을 구하기도 하고 그 지 못하기도 하 다.

학생들의 검사 결과를 Tarr& Jones(1997)의 조건부확률 개념 이해 수

만 가지고 분석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여 본 연구에서

는 Tarr& Jones(1997)의 조건부확률 개념 이해 수 을 보완하기 해

Zhu& Gigerenzer(2006)의 조건부확률 상황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략을 함께 사용하여 분석할 것이다.Zhu& Gigerenzer(2006)는 학생들이

어떤 수치 정보를 이용하여 확률을 구하는지 는 어떤 수치 정보에

집 하여 확률을 구하고자 하는지를 악하여 학생들이 사용하는 략을

Conservatism(base-rateonly),Evidence-only,Representativethinking,

Pre-Bayes,Bayes의 5가지로 분류하 다.Zhu& Gigerenzer(2006)가 제

시한 조건부확률 해결 략은 앞에서 로 든 “빨간코 문제”와 같이 2×2

행렬 는 표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형 인 문제에만 사용할 수 있

다는 한계 이 있지만 학생들이 조건부확률 문제를 해결하기 해 사용

한 략을 구체 으로 확인할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Tarr& Jones(1997)의 조건부확률 개념 이해 수 어느 단계에 있는

지,조건부확률 문제를 해결하기 해 어떤 수치 정보에 집 하여

Conservatism(base-rateonly),Evidence-only,Representativethinking,

Pre-Bayes,Bayes 어떤 략을 사용하 는지 분석할 것이다.

학교 3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실시한 사 검사의 각 문항별 검사

결과는 다음의 <표 Ⅳ-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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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Part2

1-1번 1-2번 1-3번 2번 3번 4번 5번 1번 2번 3번

2

(14%)

2

(14%)

14

(100%)

3

(21%)

1

(7%)

6

(42%)

1

(7%)

2

(14%)

2

(14%)

2

(14%)

<표 Ⅳ-2>사 검사에서 각 문항별 정답자 수와 정답률

사 검사에서 part1의 검사 결과를 먼 살펴보면,목 사건과 조건

사건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고자 했던 1-1번,1-2번,1-3번 문항 에

서 1-3번 문항은 100%의 높은 정답률을 보 다.같은 문제 상황에서 주

어진 문제임에도 1-1번,1-2번 문항은 하게 낮은 14%의 정답률을

보 다.많은 학생들이 조건부확률 상황에 있어서 표본공간이 변화한다

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1-1번,1-2번을 곱의 법칙을 이용하여 1-3번

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 고 따라서 부분의 학생들이 제시한

1-1번,1-2번,1-3번 문항의 해결 과정과 답이 모두 같았다([그림 Ⅳ-1]).

직 교사들과 함께 비 검사 결과 분석 과정에서 ‘~일 때,~일 확률’과

같은 조건부확률 문제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표 이,조건부확률 문제

를 해결하는 연습을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조건사건과 목 사건을 구

분하는 데에 있어서 혼동을 가져올 수 있음을 악하여,혼동을 일 수

있는 표 으로 문제를 수정하 음에도 학생들에게 큰 효과를 보이지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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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표본공간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 학생의 답안

2번 문항과 3번 문항은 같은 구조를 가진 문제로 2번 문항은 정보를

빈도로 제시하 고,3번은 정보를 확률로 제시하 다.2번 문항과 3번 문

항의 정답률은 각각 21%와 7%이었고,학생들은 조건사건과 목 사건을

구분하지 못하고 1번 문항과 같이 조건사건의 확률과 목 사건의 확률을

곱하는 경우가 부분이었다.

4번 문항은 비복원 상황에서 시간 순서가 조건사건을 악하는데 향

을 주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학생들의 정답률은 42%로 다른 문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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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다소 높은 편이었다.학생들의 오답으로 많이 나온 것은 조건사건

과 목 사건의 확률을 곱한 결과로 얻은 

과,시간 순서가 확률을 구

하는데 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처음 상황에서 직 구한 


이었다.

5번 문항은 Falk(1989)가 학생들이 조건부확률을 어려워하는 이유를

연구하면서 사용했던 카드 문제를 이용하 다.이 문제는 Falk가 학생들

이 조건부확률 상황에서 어떤 사건이 조건사건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어

려움을 확인하는데 사용했던 문제이다.학생들에게 도 인 문제로 제

시한 것이며 정답률이 매우 낮을 것으로 상하 으며, 상 로 문항의

정답을 맞힌 학생은 1명뿐이었다.표본공간 구성 활동과 사후 검사가 모

두 끝난 후 개별 인터뷰 과정을 통해 이 문항의 정답을 맞힌 학생은 타

지역 과학고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그 비 과정에서 고등학교

분과 통계까지 이미 선행을 마친 상태임을 확인하 다.

part2는 한 가지의 문제 상황을 주고 문제 상황에서 제시한 정보가 변

화함에 따라 구하고자 했던 확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론하도록 한 문

항이다.문항은 암 환자와 건강한 사람이 포함된 검사 상과 암 검사의

정확도를 이용하여 검사 결과가 양성인 사람이 실제로 암 환자일 확률을

구하는 문제 다.문항에서 답의 형태를,확률을 정확히 구해야 한다거나

혹은 직 을 이용해 측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 부분의

학생들은 어떤 정보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

서 다소 부정확하더라도 주어진 수치를 이용해 확률을 구하고자 하 고,

일부 학생들은 자신의 직 에 기 하여 확률이 증가 는 감소할 것이라

고 측하 다.

검사 결과 Tarr& Jones(1997)이 제시한 조건부확률과 독립개념 이해

수 에 따르면 학생들은 부분 환 사고 수 과 비형식 양 사고

수 의 간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학생들은 주어진 수치 정보를

이용하여 확률을 구하고자 노력했지만 그 정보를 하게 사용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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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잘못된 확률을 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 part1의 1번,2번,3번,4

번 문항에 비해 part1의 5번 문항이나 part2의 문항과 같이 문제 상황

이 명확하지 않거나 복잡한 경우에 직 에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 다([그림 Ⅳ-2]).

[그림 Ⅳ-2]직 에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한 학생의 답안

검사 결과 찰된 특징 의 하나는 학생들이 그림이나 표,특히 표를

이용하여 문제에서 문자로 주어진 정보를 정리하여 시각화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았다는 이다.학생들은 주어진 정보를 그림이나 표로 정리

하는 과정을 통해 긴 문장으로 제시된 문제 상황을 한 에 악할 수 있

도록 하 다.즉 언어 정보를 시각 정보로 바꾸는 과정을 통해 문제

상황을 쉽게 이해하고자 하 다.학생들은 문제 상황에서 주어진 수치

정보가 빈도로 제시된 경우에는 비교 정확하게 표로 정리했지만 수치

정보가 확률로 제시된 경우에는 표로 바꾸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림 Ⅳ-3],[그림 Ⅳ-4]).문제에서 사용한 수치 정보가 빈도인 경우

에는 표에 나타난 수치 정보의 합이 체가 된다고 생각하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문제 상황을 악할 수 있지만([그림 Ⅳ-3]),확률로 주어진

경우에는 그 지 못하다.학생들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의 확률을 모두

더했을 때,즉 체 사건의 확률은 1이라는 것을 학교 2학년 확률 단

원에서 이미 학습했다.따라서 빈도로 주어진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확

률을 표로 정리하면 그 합이 1이 되지 않는다.학생들이 알고 있는 확률

지식과 모순되기 때문이었다([그림 Ⅳ-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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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빈도로 정보가 주어졌을 때 표를 사용한 학생의 답안

[그림 Ⅳ-4]확률로 정보가 주어졌을 때 표를 사용한 학생의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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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 찰된 다른 특징은 학생들이 표본공간의 개념을 생각하

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수치 정보의 일부 는 체를 사용하여 확률

을 계산하고자 했다는 것이다.특히 확률의 곱의 법칙을 극 으로 활

용하 는데,문제 상황에서 주어진 정보 필요한 것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는 확률을 모두 구하여 곱하

다.

학생들은 표본공간을 구하지 않고 확률을 이용해서 문제의 답을 구하

려고 하거나 표본공간을 제 로 구하지 못하 다.이는 가능한 모든 경

우의 수를 체계 으로 정리하지 못하거나 가능성이 동등하지 않은 경우

임에도 가능성이 등등하다고 생각하여 잘못된 표본공간 구성을 보여주는

것이다([그림 Ⅳ-5]).

[그림 Ⅳ-5]표본공간을 정확히 하지 못한 학생의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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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항별로 학생들이 어떤 략을 이용하여 확률을 구하고자 했는

지,어떤 수치 정보에 집 하는지 Zhu& Gigerenzer(2006)의 연구를

바탕으로 분석하 다.Zhu& Gigerenzer(2006)가 제시한 조건부확률 해

결 략은 2×2행렬 는 표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형 인 문제에

합한 것이므로 합한 문항에 해서만 학생들이 사용한 략을 확인

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8)

문항
Representative

thinking
Bayes

Part1

1-(1) 12 2

1-(2) 12 2

1-(3) 12 2

2 119) 3

3 5 1

Part2

1 8 2

2 7 2

3 7 2

<표Ⅳ-3> 학생들이조건부확률문제해결을 해사용한 략분류(사 )

8) Zhu & Gigerenzer(2006)가 제시한 조건부확률 문제 해결 략은

Conservatism(base-rate only), Evidence-only, Representative thinking,

Pre-Bayes, Bayes의 5가지이지만 Conservatism(base-rate only),

Evidence-only,Pre-Bayes 략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한 학생이 없어 해

당 략은 쓰지 않았다. 한 사 검사에 참여한 학생은 14명이지만 part2

에서 별다른 과정이나 근거 없이 직 에 의존하여 확률이 커진다 작아진다와

같이 답을 한 학생과 Zhu& Gigerenzer(2006)가 제시한 조건부확률 문제 해

결 략에 포함되지 않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학생은 분류에

포함되지 않아 문항별로 학생 수의 합이 14가 되지 않는 것이 있다.

9)9명은 Representativethinking 략을 사용하여전체

원 남 
을 구하

고,2명은 Representativethinking 략을 사용하 지만 확률로 바꾸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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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학생들이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에 따라 표본공간이 변화한다

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체 조건사건과 목 사건 모두에 해당하

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Representativethinking 략을 사용하 다

(<표 Ⅳ-3>).한 학생은 part2에서 Representativethinking 략을 사

용했다가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느 는지 문제 해결 과정이나 근거를 생

략한 채 직 에 의존하기도 하 다.

5.2.표본공간 구성 활동

5.2.1.표본공간 구성 활동 토론

학생들이 린덴마이어 표 을 이용한 확률 학습 환경에 해 이해하고

각 명령어가 어떻게 화면에 표시되는 것이며 화면에 표시된 결과를 어떻

게 조작하는지 그 과정을 학습한 후에 린덴마이어 표 을 사용하여 표본

공간을 구성하는 활동을 진행하 다.학생들은 여름방학 기간 동안 창의

융합컨테스트에 참여하여,다양한 명령어를 사용하여 자신만의 창의 인

작품을 만드는 활동에 극 으로 참여하 다.창의융합컨테스트에 작품

을 제출하는 것은 학생들이 그 까지 배웠던 JavaMAL마이크로월드에

서 사용하는 다양한 명령어를 복습하고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으며,학생들이 사용한 명령어에는 린덴마이어 표 을 이용한 확률

에서전체

원 사람
×전체

남 
로 원작을 읽은 사람일 확률과 남자일 확률

을 곱하여 그 결과를 잘못 계산하 다.Zhu& Gigerenzer(2006)에서는 좀 더

엄 한 기 을 용하여 계산 결과가 잘못된 경우는 해당 략에서 제외되었

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조건부확률 문제 상황을 어떤 략을 사용하여

정확히 확률을 구하 는가보다는 어떠한 정보에 집 하여 해결하고자 하 는

가에 을 두고 있으므로 계산 결과가 잘못되더라도 학생의 의도가 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략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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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도 포함되어 있었다.

표본공간 구성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학생들에게 제공된 교재에 있

는 조건부확률 문제 상황에 해 조별 토론을 진행하 다.학생들은 각

자 확률을 어떻게 구하는 것이 좋을지에 해 먼 생각한 후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활동지에 기록하고,조별로 토론을 진행하면서 다른 학

생들과 의사소통하는 과정을 거친다.같은 조에 속한 학생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다른 조에서 정리된 내용도 교환할 수 있도록 정리된 내용을 발

표하 다.

학생들이 활동지에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확률을 구하는 과정에서

화를 살펴보자.

S1 나는 암환자 에 80%랑 암환자가 아닌데 암환자로 정받는 20%도

무시할 수 없을 거 같아.그래서 80%랑 20%니까 내 생각에는 25%인

거 같아.

S2 나는 100명 1명이 암환자라고 했으니까 100명 1명이 암환자일

확률을 구한 다음에,그 한 명이 암환자라고 진단받을 확률이 80%라고

했으니까 


×





인거 같아.

S3 어, 랑 같이 했네.

S2 진짜 건강한 사람이라면 암환자가 암에..

S4 그러니까,나도 A처럼 그러니까 진짜 암에 걸렸는데 진단이 암에 걸렸

다고 나올 확률,안걸렸는데 암에 걸렸다고 나올 확률,암에 걸렸는데

안걸렸다고 나올 확률,암에 안걸렸는데 안걸렸다고 나올 확률 이 4가

지를 생각해서 다 구해봤는데,이 문제에서 원하는 확률은 암에 걸릴

확률하고,그걸 정확하게 진단할 확률을 곱하는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런거 같아서 같은 계산 방법으로 했어.

S1 그럼 0.008?

S5 진짜 암환자일 확률이 80%고,암환자가 아닐 때 그 암환자가..아니 그

냥 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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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 략 그냥 16% 한거야?

( 략)

S5 2번 생각했어?

S1 2번에 진짜 암환자일 확률 있잖아,난 좀 의왼데 그 로일거라고 생각

하거든.왜냐면 기계의 정확도만 변했지 자기가 암일 확률은 그 로일

거 같아.

S2 어...나는 그냥 앞에서처럼 그 로 하는데 정확도가 80%니까 


을

곱하는 거 는데,정확도가 90%면 같이 


×


가 돼서 더 높

아질거 같아.

S5 나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해.

S4 세 번째는?100명당 2명 꼴로 암환자가 있으면...

S1 이건 약간 헷갈리는데...

S3 이건,이것도 높아질 거 같은데?

S2 이것도 앞에껄 그 로 하면 


×


이니까 이것도 더 높아질 거

같아.

S1 암,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걸릴 암의 확률에 정확도를 곱해서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검사가 잘못될 확률이 무 작으니까 무시하고 그

게 해도 될 거 같아.

5명으로 구성된 1조의 토론 과정에서 S5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체로 극 으로 참여하 다.S1은 문제에서 암 검사의 정확도가 80%

이기 때문에 양성으로 정되는 경우에도 실제 암환자가 양성으로 정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암환자로 정되는 20%도 고려하

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 지만,자신이 제시한 25%라는 확률에 한

구체 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마찬가지로 S5도 16%라는 확률을 제

시했지만 그 과정이 드러나지 않아 다른 학생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

다.실제로 암 검사 결과가 양성인지 음성인지,실제로 암환자인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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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고려한다면 S4가 제시한 4가지 경우가 모두 가능하다.하지만 이

암환자이고,검사 결과 양성 정을 받은 것에 해당하는 한 가지 경

우의 확률만을 고려하여 확률을 구한 S2의 의견이 가장 하다고

단하여 1조 학생들은 S2가 제시한 0.008로 의견을 모았다.

각각의 문제에서 일 된 해결 략을 제시한 S2와 달리 S1은 확률을

추론하는 과정에서 생각했던 것과 토론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달라진 의견을 이야기하 다.활동지 상으로는 암 검사의 정확도가

변하거나, 체 검사 상 암환자의 비율이 변하더라도 암 검사 결과

양성 정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암 환자일 확률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

라고 기록하 지만 토론 과정에서 S2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의견보다

S2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그 의견을 받아들여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 다. 의 화 마지막 부분을 보면,S1은 검사가 잘못되는 경우,

좀 더 구체 으로 말하자면 암환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도 검사

가 잘못되어 검사 결과가 암환자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언 한

것으로 보아 실제로 확률을 구할 때 분모에 해당하는 부분이 실제 암환

자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 에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그럼에도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설명하기보다는 다른 학생들이

수 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의견을 바꾸었고,그 확률이 매우 작으므로

무시해도 되는 것으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 다. 의 학생들의 화를

통해 학생들은 학교 2학년 확률 단원을 통해 같은 내용을 학습했음에

도 확률 개념 이해 수 ,조건부확률 개념 이해 수 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발단 단계에 있음을 보여주었다.특히 S1과 S2는 서로 상반된 모

습을 보여주었다.S2는 토론 과정 부분에서 일정한 방법을 통해 확률

을 추론하 다.이에 반해 S1은 토론 반 자신이 추론한 확률에 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 직 에 의존하여 낮은 이해

수 의 특징을 보여주다가,학생들과 확률 추론에 해 의사소통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학생들이 생각하지 못한 건강한 사람 한 암환자

로 검사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비록 정확한 확률을 구



- 66 -

하는 것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S2는 토론 과정에서 낮은 수 과 높

은 수 의 특징을 나타내었다.

모든 조가 토론 과정을 통해 의견을 하나로 모았던 것은 아니다.실제

로 4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4조의 경우 토론이 시작하면서 의견을 하나로

모았다.하지만 학생들은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다른 학생들의 추론 과

정에 해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한 추가 인 설명을 요구하고 자

신의 추론 과정과 비교하면서 자유롭게 의사소통하 다.학생들이 자유

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지속 으로 다른 의견이 제시되었고,그

다양한 의견들이 나름의 타당한 근거를 가진 것이어서 처음에 모아졌던

의견에 해 다시 의문을 가지게 되면서 어떤 의견을 4조의 의견으로 발

표하는 것이 좋은지 혼란스러워 하 다.

S14 어려워.

S15 어떻게 나왔어?

S16 진짜 암환자일 때 확률이 


×


 


인거 같아.

S15 근데 


은 왜 곱해?

S16 여기 100명 1명이 암에 걸린다고 했으니까.

S15 암환자일 확률...암환자가 아닐 확률은 


...그래서 


× ?

S16 이게 맞는 거 같다.아니면 다른 수정할 만한 다른 생각?

S14 나나,되게,나는 그냥 암환자니까 


안하고 얘가 암환자일 때만 생

각하고 암환자라고 가정하고 정확도 80%라고 생각해서 이것만 했어.

그런데 이것도 넣어야 될 거 같아.

S17 다르게 나왔어?

S14 그런데 이 게 해야 될 거 같아.

S15 그럼 검사가 양성으로 나올 확률?이 게 쓰면 되는 건가?

S14 에 얘도 그럼 


곱해줘야겠네?숫자가 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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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7 근데 이거 뭐지,오진,그 암환자 아닐 경우에 


명 에 20%가 오

진을 하잖아.그러면 


명이 오진을 받거든.그리고 A가 진짜 암환

자일 경우는 


이 암환자인데 암환자가 아닌 것처럼 오진을 받아.

두 개를 더하면..오진이 20%잖아.그러면 정확도가 80%니까 80% 아

냐?

( 략)

S15 그래서 그냥 


라는거지?

S14 나도 


가 나왔는데 방법이 다른거 같아.

S16 그러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얘가 진짜 암환자면 80%고 암환자가 아니

면 20%인 거 아냐?

S14 응

S16 그런데 100명 에 1명 꼴을 생각하면 아닌 거 같기도 하고. 무 어려

워.

S17 근데 일단 1명이 암에 걸렸잖아.오진 아니고,100명 에 1명이.그러

니까 그냥 


이라고 해야 되는 건 아닐까?

4조의 학생들은 진짜 암환자이고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 H이 제시한 


로 의견이 모아졌다.확률이 80%라고 얘기했던

S14는 S16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자신의 의견보다는 S16이 제시한 의

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 다.하지만 S17이 S14와 같은 80%라는 의견을

제시하자 자신의 의견도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어떤 의견

이 더 타당한지에 한 확신을 할 수 없게 되었다.이러한 상황에서 S17

은 


도 80%도 아닌 다른 의견을 제시하 다.문제에서 주어진 정보

확률을 구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100명 1명 꼴로 암환자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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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뿐이라고 생각하고 


이라는 의견을 새롭게 제시되면서 4조의 학생

들은 토론 과정에서 


,80%,


각각이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다

고 생각되어 어떤 것으로 의견을 모아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고 결국 다

른 조에서 토론 결과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던 것과 달리 하나의 확률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발표하 다.

4조의 토론 과정에서는 Zhu& Gigerenzer(2006)가 제시한 다양한 조

건부확률 추론 략이 등장한다.S14는 체 에서 검사 결과가 양성이

면서 실제로 암환자일 확률을 제시하 고,S16과 S17이 앞서 제시한 의

견은 암환자 에서 검사결과가 양성이 나올 확률이었고,S17이 나 에

제시한 의견은 체 에 암환자일 확률이었다.S14와 S16,S17이 제시

한 의견은 Zhu& Gigerenzer(2006)가 제시한 Representativethinking,

Evidence-only,Conservatism(base-rateonly) 략에 해당한다.세 학생

모두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확률을 구하지는 못하 으나 다양한 의

견을 제시하면서 문제 상황에서 주어진 정보 각각에 해 탐구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 다.

5.2.2린덴마이어 표 을 사용한 표본공간 구성 활동

학생들이 주어진 조건부확률 문제 상황에 해 토론을 진행한 후 린덴

마이어 표 을 포함한 JavaMAL 마이크로월드에서 사용하는 명령어를

복습하 다.학생들이 린덴마이어 표 을 포함하여 지 까지 배운 다양

한 명령어를 보다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

표본공간 구성 활동은 학생들이 주어진 문제 상황을 린덴마이어 표

을 사용해 직 명령어를 만들어보는 과제들로 시작하 다.학생들은 린

덴마이어 표 의 구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X,Y그리고 a,b,c,

d를 사용하여 문제에서 주어진 각각의 정보가 린덴마이어 표 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직 작성하여 활동지에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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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직 작성한 명령어는 본 연구에서 제공하는

학습 환경에 입력할 경우 실행되지는 않지만 학생들이 단순히 확률을 계

산하기 해 주어진 수치 정보를 악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 상황의

수학 구조에 심을 기울이고 그 수학 구조를 악하도록 하기 함

이었다.

학생들은 주어진 문제에서 X,Y와 a,b,c,d에 해당하는 정보에

을 그어 그 에 X,Y,a,b,c,d라고 기록하거나 아래의 빈 칸에 각 문

자에 해당하는 정보를 기록하 다. 한 린덴마이어 표 을 사용하여 명

령어로 나타내기 해서 문제에서 제공하지 않은 정보 한 악하고자

하 다.이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확률을 구하기 한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이 아닌 확률 상황의 구조를 악하는 과정이었다.

[그림 Ⅳ-6]문제 상황을 린덴마이어 표 으로 바꾸는 학생의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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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에서 보는 것처럼 학생들은 곧바로 린덴마이어 표 을 사

용할 때 확률로 명령을 나타내지 않고 먼 빈도로써 50명으로 구성된

표본공간을 이용해 명령을 나타내었다.그 후에 같은 구조를 가지는 확

률로써 린덴마이어 표 을 사용하 다. 한 린덴마이어 표 에서 사용

된 b가 a의 여사건이라는 것을 “나머지”와 같은 일상 인 언어를 사용하

여 기록하 고,Y 한 X의 여사건임을 악하여 (1-0.7)과 같은 방법으

로 표 하 다.학생들이 이 명령을 제공된 학습 환경에 입력하고 실행

시켰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를 측하는 것으로 확률을 생각하 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문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정확한 답을 구하기

해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만을 선택 으로 이용하지 않고,

주어진 정보를 모두 이용하여 확률 상황 체를 이해하기 해 노력하

다.

S6 X를 암환자로 할까요?건강한 사람으로 할까요?

S7 암환자로 하는게 어떨까요?

S6 암환자는 80%의 확률로...

S7 그러면 0.8?

S6 20%의 확률로 X가 암환자로 진단받은 거고,Y가 암환자가 아닌 걸로

진단받은 거야?

S6 다음은 (100명당)1,아니 (확률은)0.01..이 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잘못한 거 같은데..

S7 그러니까 이걸 1로 하고.

S6 뭘?

S6 이걸 1로 하면 암환자가 100명 에 10명이 되는거지.지 은 100명

에 1명이 되는거고.

S7 이건 뭐 지?

S6 a가 암환자 에 검사 결과가 암환자로 진단받은 사람이고,b가 암환자

에 암환자가 아닌 걸로 진단 받은 사람이고,c는 건강한 사람인데 암

환자로 진단받은 사람,d는 건강한 사람이 암환자 아닌 걸로 진단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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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 뒤에 있는 건 뭐야?색깔 뭐 이런건가?

( 략)

S6 건강한 사람이 99명이잖아.그럼 암환자는 1명이지.

S7 응

S6 b를 건강,건강으로 하면 


,이건 


이지.

S6 이건 건강하게 나오니까.틀리게 나오니까.

S7 이게 암인데 건강하게 나온 거?

학생들은 서로 이야기하면서 어떤 것을 X,Y,a,b,c,d로 할지 결정

하 고 문제 상황에 맞게 린덴마이어 표 을 직 입력하 다.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는 없는지 같은 조의 학생들과 검을 하면서 명령어를 입

력하 고 입력하면서도 지 입력하고 있는 것이 주어진 문제에서 어떤

정보와 계가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정리해나갔다.아직 완성되지 않은

린덴마이어 표 을 지칭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부분을 생각하는 것을

피하기 해 손가락으로 스크린에 화 내용과 계된 부분을 가리키면

서 명령어를 완성해나갔다([그림 Ⅳ-7]).

[그림 Ⅳ-7]린덴마이어 표 이 정리되기 학생들의 토론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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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0 p,q,r이 뭐야?

S11 X에서 a가 나올 확률이랑 Y에서 c가 나올 확률,X가 나올 확률

S10 아~아~이제 이해가 되어 간다.아 그럼 a는 암환자가 아니구나.맞

나?

( 략)

S10 선생님,이거 a암환자에요?

T a를 뭐로 두느냐에 따라 다르겠지?

이미 린덴마이어 표 을 입력한 조의 학생들은 표본공간 구성 활동

에 암환자,건강한 사람,검사 결과가 암환자로 나온 사람,그 지 않은

사람이라는 말 신 X,Y,a,b,c,d라는 문자를 이용하여 의사소통하

다.실제로 X,Y,a,b,c,d는 린덴마이어 표 으로 명령어를 나타내는

과정에서 무엇을 각각의 문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따라서 교사는 3조의 활동만을 지켜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말하는 a가 암환자인지 아닌지 혹은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

는지 모른다.하지만 학생들이 처음 린덴마이어 표 을 사용하여 명령어

로 나타낼 때 서로 간의 약속이 되어있는 상태 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다. 한 긴 설명을 간단히 한 문자로 표 할 수 있었기 때

문에 더 경제 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장 이 있었다.

T 계속 실행만 시키지 말고,실험 결과를 한 번 기록해보자.

( 략)

S12 선생님 결과 정리 어떻게 해요?

T 그러니까,실행 시켰을 때 각각의 결과가 나오잖아.그게 어디에 해당

하는지를 생각해 야겠지.여기에 숫자가 4군데 나오자나.이 4가지

에 어떤 게 암환자인지, 어떤 게 양성 결과가 나온건지.

S12 아~

T 그러면 확률을 생각할 수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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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표본공간 구성 활동에서 최소한의 역할을 하 다.학생들이 직

입력한 명령어를 실행시켰을 때 실행이 되지 않는다거나 컴퓨터에 문

제가 있거나 할 때 도움을 주었다.학생들이 입력한 명령을 반복 으로

실행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확률을 구할 수 있도록 결과를 정리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확률을 탐구할 수 있도록 방향만 제시해 주었다.학

생들은 이때부터 극 으로 확률을 탐구하기 시작하 다.학생들은 직

입력한 명령어를 실행시켜 얻은 결과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구하고 있는 확률과 어떤 계가 있는지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토론으

로 이어졌다.

S10 확률이 떨어지는 거 같다.

(S10은 직 실험해보고 결과를 찰)

S10 한 번 더 해볼래.

S12 여기 어볼까? 어도 되나?

S10 어,나온다.

(학생들이 스크린에 나타난 실험결과에 펜으로 으면서 토론하기 시작)

S10 이거 어떻게 나온거야?

S11 어,이게 여기에는 암환자인데 암환자라고 결과가 나온 사람들이 있잖

아.그 사람들하고 나머지는 암환자가 아닌데 암환자라고 나온 사람들

있잖아.

S10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암환자인데 암환자가 아니라고 나온 사람들인거

야?

S11 음...암환자인데 암환자가 아니라고 나온거지.

S10 얘는 양성 정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속하는 건가?

S12 어...진짜 암환자일 확률만 구하면 되니까 실질 으로는 얘만 진짜 암

환자인거야.

학생들은 자신들이 린덴마이어 표 을 사용하여 확률 상황을 명령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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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 것을 제공된 학습 환경에 입력하고 실행시켜 그 결과를 찰하고

탐구하기 시작하 다.실행시킬 때마다 다른 결과를 얻었지만 빈도에 있

어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반복하여 실행을 시켜보기도 하

다.표본공간 구성 활동이 진행된 장소에서 학생들이 컴퓨터로 실습하는

내용을 각 조별로 스크린에 바로 출력할 수 있으며,스크린에 직 펜을

이용해 메모하는 것이 가능했다.학생들은 자신들이 입력한 명령을 실행

시켜 나타나는 화면에 문제 상황에서 주어진 정보 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고 정리하 다.린덴마이어 표 을 사용하여 명

령어로 표 할 때 사용한 확률을 실행 결과 출력된 화면에 나타난 수형

도의 각 가지에 기록하 고 그 확률과 함께 각 가지에 나타난 빈도를 보

면서 암 검사 결과가 양성이 나온 사람이 실제로 암환자일 확률을 탐구

하 다.

[그림 Ⅳ-8]스크린에 기록하며 확률에 해 토론하는 학생들의 모습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표본공간 구성 활동을 시작하기 에 확률에

해 토론했던 내용을 떠올리며 자신들이 측했던 확률과 린덴마이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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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한 명령어의 실행 결과로 얻은 확률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지도 동시에 생각하게 되었다.학생들은

실행가능한 표 (executableexpression)인 린덴마이어 표 을 사용하여

즉각 으로 피드백을 얻을 수 있었다.학생들이 측한 확률이 잘못된

것인지 실험 결과가 잘못된 것인지 확인하고자 계속해서 탐구를 이어나

갔다.

S10 왜지?

S13 왜?

S10 왜왜 암환자일 확률이 더 낮아지냐?검사도가 90%면?

S12 그러게 말이야.

S13 아 이거구나?

S10 이거요.암 검사의 정확도가 90%가 되면 암환자일 확률이 어들어요?

T 음.계산 해 야지?어떻게 될 거 같아?

S10 8%로 했을 때랑 90%로 했을 때 결과를 비교해보니까 80%로 했을 때

보다 90%로 했을 때가 확률이 더 작아서요.

주어진 문제의 확률을 탐구하기 시작한지 30분 정도가 지나자 학생들

은 제시된 문제에서 확률을 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다른 조건들을 변

화시키기 시작했다.활동지에서 제시한 문제는 암환자가 100명당 1명꼴

로 있고 암 검사의 정확도가 80%인 상황에서 검사의 정확도가 90%로

바 었을 때 확률이 어떻게 될지, 암환자가 100명당 2명으로 바 었

을 때 확률이 어떻게 될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학생들이 실험을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반복 횟수는 1000이었다.처음

학생들이 실험을 시작할 때에는 모두 반복 횟수를 1000이었지만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학생들은 반복 횟수를 자유롭게 바꾸어 실험을 하고 있

었다.

학생들은 반복 횟수 이외에도 많은 수치 정보에 변화를 주지 않고

처음 제시한 문제 상황을 린덴마이어 표 을 사용하여 명령어로 바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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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입력하여 실험하고 확률을 탐구하 다. 한 문제에서 제시한 로

암검사의 정확도를 80%에서 90%로 바꾸어서 실험하고, 암환자의 비

율을 100명당 1명에서 100명당 2명꼴로 바꾸어서 실험하여 확률을 탐구

하 다.

S6 살짝 수정을 해보았어요.건강한 사람을 70%,암걸린 사람을 30%라고

수정했을 때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S7 그러니까 100명 에 30명이

S6 암에 걸렸다는 거지

S7 오오~

S8 그럴 경우에는 암 제 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을텐데?

( 략)

S8 선생님,아까 (암환자의 비율을)30%로 바꿔봤거든요?그러니까 이

에가 좀 늘어났어요.

T 그럼 그걸 그냥 해보고 끝내지 말고 구체 으로 정리해서 기록하고

왜 그 게 나왔는지 이야기해보는 게 좋겠지?

학생들은 What-if 략을 사용하여 문제에서 주어진 수치 정보뿐만

아니라 능동 으로 주어진 수치 정보를 변경해가면서 확률이 어떻게

변할지를 측하고 탐구하 다.처음 설명할 때 학생들에게 제공한 명령

어에서 반복 횟수는 1000이었다.10)반복 횟수를 100번으로 여서 실험

하는 조도 있었고 10000번으로 늘려서 실험하는 조도 있었다. 한 의

10) 학생들이 린덴마이어 표 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확률 상황의 수학 구조에

집 할 수 있도록 복잡한 명령을 직 입력하지 않고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

게 하 다.여기에 기본 으로 제공된 반복 횟수는 1000이었다.반복 횟수가

무 작은 경우 실행할 때마다 오차가 크게 나타나고,반복 횟수가 무 큰

경우 실행 시간이 오래 걸렸다.따라서 학생들에게 설명할 때에는 1000이

하다고 단하 고,100이나 10000과 같이 0을 하나 지우거나 하나 더 추

가하여 반복 횟수의 변화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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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서처럼 암에 걸린 사람의 비율을 


에서 


으로 크게 변화시

켜 명령어를 수정하고 실행시키기 에 확률을 측하 다.그 후에 실

제로 실행시켜보고 측한 확률과 실험 결과를 비교하 다.이 과정에서

암에 걸린 사람의 비율이 변화하는 것이 양성 정을 받은 사람이 실제

로 암환자일 확률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 다.

조별로 이루어진 수업도 있지만 학생 개인별로 활동하는 수업도 있었

다.학생들은 수업시간에 배운 다양한 표 을 직 JavaMAL마이크로

월드의 학생 게시 에 입력하여 실행하고 그 결과를 찰하여 탐구를 진

행하 다.거기에는 학생이 린덴마이어 표 등의 명령어로 표 된 것을

실행시켜 실험을 통해 찰한 내용과 그 결과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직

게시 에 기록하고 장하 다.

5.3.사후 검사 결과

린덴마이어 표 을 이용한 표본 공간 구성 활동을 경험한 시흥 재원

수학분과 학생 16명을 상으로 사후 검사를 진행하 다.사후 검사는

사 검사와 유사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학생들이 기억에 의존하여 문

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실시되었

다.

시흥 재원 수학분과 학생 16명11)을 상으로 실시한 사후 검사 결과

는 다음 표과 같다.

11) 학생들의 개인 사정에 따라 사 검사에 참여했지만 사후 검사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도 있었고,사 검사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사후 검사에 참여한 학

생들도 있었다.따라서 사후 검사 분석은 사 검사와 사후 검사에 모두 참

여했고,표본공간 구성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심으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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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Part2

1-1 1-2 1-3 2 3 4 1 2 3 4

14

(88%)

12

(75%)

14

(88%)

14

(88%)

8

(50%)

1

(6%)

12

(75%)

11

(69%)

9

(56%)

10

(63%)

<표 Ⅳ-4>사후 검사에서 각 문항별 정답자 수와 정답률

사 검사와 비교했을 때 정답 여부와 계 없이 Representative

thinking 략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수는 어들고,Bayes 략을 사용

한 학생들의 수는 증가하 다.

문항
Representative

thinking
Bayes

Part1

1-(1) 2 10

1-(2) 2 9

1-(3) 1 11

2 2 3

3 4 7

Part2

1 0 11

2 0 10

3 0 9

4 0 10

<표Ⅳ-5> 학생들이조건부확률문제해결을 해사용한 략분류(사후)

사후 검사 결과 도 인 문제로 제시한 part1의 4번 문항을 제외하

고는 정답률이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part1에 비해 그 폭

이 크지는 않지만 part2의 정답률 한 높아졌다.

사 검사에서 표본공간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의 학생들은

린덴마이어 표 을 사용하여 표본공간 구성 활동 이후에 실시된 사후 검

사에서는 표본공간의 변화를 인식하여 확률을 구하는 과정에 반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Part1의 문제 1-(1),(2),(3)가 “ 체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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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집단”,“기 ”,“범 ”,“조건”과 같은 비형식 이지만 일상 인 언

어를 사용해서 표본공간이 변화하 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 다([그림

Ⅳ-8]).학생 1은 체와 부분은 체가 표본공간이 변화하기 을,부

분은 표본공간이 변화한 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여 문제 상황에서

주는 정보에 따라 표본공간이 변화하 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 다.학

생 2는 뽑는 상은 같지만 뽑는 집단이 다르다고 하 는데,이는 part1

의 문제 1에서 확률을 고 에서전체경우 수

해당하는사건 경우 수
로 생

각했을 때 분자를 뽑는 상,분모를 뽑는 집단으로 본 것이다.결국

part1의 문제 1의 (1),(2),(3)에서 확률을 구할 때 분자에 해당하는 것

은 모두 안경을 쓴 남학생이지만 분모에 해당하는 것은 각각 체 학생,

남학생,안경을 쓴 학생으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했다는 의미이다.이 이

외에도 표본공간이 변화한다는 것을 문제에서 주어진 남학생이나 안경을

쓴 학생이라는 부분을 기 ,범 ,조건 등으로 언 하여 표본공간이 변

화하 다는 것을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 다는 것을 표 하 다.

[그림 Ⅳ-9]표본공간의 변화를 언 한 학생들의 답안

사 검사와 비교했을 때 사후 검사에서는 학생들이 문제에 제시된 정

보를 간략하게 기록하거나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내었다.안경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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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들어보면 사 검사에서 학생들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사용한 정보를

안경을 쓴 학생,안경을 쓴 학생 에 여학생과 같이 길게 었었지만

사후 검사에서 남,여,안○,안×와 같이 짧게 일 수 있는 부분은 짧게

정리하여 기록하 다.특히 한 학생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린덴마이어

표 을 입력하듯이 B,G와 같은 문자를 사용하 다([그림 Ⅳ-10]).

[그림 Ⅳ-10]문자를 사용한 학생의 답안

많은 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해 수형도를 이용하여 문제 상황을

다시 표 하고 그 수형도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 다.수형도는 교사

가 학생들에게 직 으로 조건부확률 문제를 해결하기 한 략으로

달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린덴마이어 표 을 이용해서 조건부확률

상황을 표 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해 도입하 고, 한 린덴마이어 표

을 사용하여 조건부확률 상황을 직 모델링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확률에 한 직 인 느낌을 주기 해 시각 으로 도입한 것이다.학

생들은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해 수형도라는 다이어그램을 이용해 표본

공간을 직 구성하고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악하여 표본공간이 변

화한다는 개념을 이해하고 정확한 확률을 구하고자 노력하 다.

검사 결과 part2의 주어진 수치 정보에 따라 확률이 어떻게 변화할

지를 측하는 문제에서 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S18은 사 검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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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수치 정보,암 검사의 정확도나 암 환자의 비율이 변할 때 구

하고자 하는 조건부확률이 어떻게 변할지 물어보는 검사 문제에서 직

에 의존하여 어떠한 과정이나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증가할 것이

다”,“감소할 것이다”라고 답을 었다.하지만 같은 형태의 사후 검사에

서는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 확률 상황 체를 이해하고자 노력하 고 처

음의 확률과 비교하여 확률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얼마나 증가하거

나 감소하는지를 극 으로 기록하 다([그림 Ⅳ-11]).학생들이 조건부

확률 상황에 해 이해하면서 문제의 정답률도 어느 정도 높아졌지만 그

것보다도 학생들이 문제 해결에 극 으로 참여하게 되었다.실제로 사

검사에서는 학생들이 검사지의 문항 비워둔 문항도 있었고 직 에

의존하여 답만 고 과정은 생략한 경우가 많았으나 사후 검사에서는 비

워둔 문항이 거의 없었으며 정답,오답과 계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

정을 극 으로 기록하 으며 직 을 통해 문제에서 제시된 정보의 일

부에만 집 하여 답하기보다는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악하여 확률

상황 체를 이해하고자 하 다.

[그림Ⅳ-11]part2문항에 한 학생답안의 변화-사 검사(),사후검사(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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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개별 인터뷰 결과

사 검사와 사후 검사 사이에 에 띄는 변화를 보 던 학생과 변화

가 없던 학생들을 상으로 계획했던 인터뷰를 진행하 으며,약간의 변

화를 보인 학생들 일부도 앞선 학생들과 비교를 해 인터뷰를 진행하

다.인터뷰의 내용은 몇 가지 공통 인 질문으로 시작하 고,학생들의

검사 결과를 토 로 개별 인 내용으로 구체화되었다.조건부확률 상황

과 린덴마이어 표 을 이용한 표본공간 구성 활동의 계에 해 이야기

하 다.학생들의 인터뷰 내용을 분석할 때에는 학생들의 확률 문제 해

결 과정에 있어서 표본공간 구성 활동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살펴보았

다.그리고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학생들 사이에 본 연구의 학습 환경에서

제공한 린덴마이어 표 이 처음의 의도에 맞는 역할을 했는지 찰하

다.

학생들에게 우선 공통 으로 표본공간 구성 활동에 해 어떻게 생각

하는지에 해 인터뷰를 진행하 다.학생들을 상으로 수업과 련된

간단한 설문을 진행하 을 때에는 린덴마이어 표 을 이용한 표본공간

구성 활동이 확률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 별다른 향을 주지 않았고,사

검사와 사후 검사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 같다고 응답하 다.표본공간 구성 활동을 하는 수업 이

외에는 확률에 해 생각해본 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있는지 잘 모르

겠다고 하 다.하지만 사후 검사가 끝나고 개별 인터뷰를 진행했을 때

학생들은 표본공간 구성 활동 후로 확률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더 쉬

워졌다고 이야기하 다.

T 린덴마이어 표 을 사용한 확률 수업 후로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

같아?

S18 네

T 어떤 면에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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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8 수형도 배우면서 확률을 좀 쉽게 이해했다고 생각해요.

T 린덴마이어 표 을 사용한 확률 수업 후로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

같아?

S19 그냥 편해졌죠.

T 어떤 면에서?

S19 문제 악이라고 해야 되나?좀 쉽게 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린덴마이어 표 을 사용한 표본공간 구성 활동과 련하여 린덴마이어

표 을 사용하여 직 명령어로 확률 상황을 표 하는 활동에 해 언

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으나, 부분 표본공간 구성 활동 과정에서 나왔

던 수형도를 언 하 다.수형도는 학생들에게 린덴마이어 표 을 통해

표본공간을 구성하는 활동을 할 때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설명하

기 해 도입했던 시각 다이어그램이었다. 한 실제로 입력한 린덴마

이어 표 을 실행시켰을 때 각각의 결과가 몇 번이나 출력되는지를 거북

이의 움직임을 통해 완성된 정 인 이미지가 아닌 과정으로서의 동 인

이미지로 보여주기 해 사용되었다.학습 환경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의

도 으로 수형도를 사용하 다.학생들은 수형도를 표본공간 구성 활동

에서 시각 인 이미지로 기억하고 있었다.Gigerenzer(2013)가 조건부확

률을 구하는 베이즈 공식과 같은 복잡한 계산법은 기억에 오래 남지 않

지만 자연빈도를 사용하는 방법은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했던 것처럼 학

생들은 조건부확률을 표본공간 구성 활동에서 린덴마이어 표 과 연결해

주는 수형도라는 시각 인 이미지로 기억하고 있었다.조건부확률을 구

하는 복잡한 알고리즘이 아닌 학교 2학년 수 의 확률 지식만 가지고

도 복잡해보이는 조건부확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확률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표 하 다.

많은 학생들이 S18과 같이 (조건부)확률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지만 S19는 문제를 하는 상황에서 편해졌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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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S19는 표본공간 구성 활동을 통해 조건부확률에 한 거부감이 어

들고 자신감이 생기는 등의 정의 역에서의 변화를 문제를 편해졌다

고 표 하 다.

학생들이 문제 상황에서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 수형도를 그리는 것은

표본공간을 구성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즉 표본공간은 수형도에

서 나타나는 모든 경로로 도입될 수 있는 것이다.표본공간을 구성하려

면 각 단계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를 찾아야 하는데,학

생들을 수형도를 그리면서 그 안에 내재된 순서 구조를 악할 수 있다.

Fischbein은 10세 아동들도 그 원리를 악하고 일반화할 수 있을 만큼

수형도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 다(Fischbein,

Pampu& Minzat,1970;Fischbein,1987,재인용). 한 표본공간을 구성

하기 해서는 체계 으로 모든 가능한 결과를 빠짐없이 구성하는 인지

인 기술이 필요한데(Horvath& Lehrer,1998),수형도는 나 어진 각

가지 는 경로를 각각의 사건에 응시켜 배반사건으로 만들기 때문에

결과를 빠짐없이 얻을 수 있고 그 결과를 정리해서 나타내는 인지 기

술이 될 수 있다는 강 이 있다.

한 본 연구에서 수형도는 정 인 이미지가 아니라 동 인 이미지로

서 도입되었는데,이는 수형도를 완성된 표본공간을 단순히 이미지로 바

꾸어서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확률 상이 일어나는 과정이

나 차를 강조하여 직 표본공간을 구성하는 경험을 하도록 하기 함

이었다.학생들은 직 모든 경우를 나열할 수 있는 때에는 수형도를 사

용하여 가능한 결과를 빠짐없이 나열할 수 있었다.정보가 확률로 주어

져 직 모든 경우 나열하는 것으로 표본공간을 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형도를 사용하여 가능한 결과를 나열하고,동시에 실험을 통해 경험했

던 것을 바탕으로 가능성이 동등하지 않은 경우의 (조건부)확률에 한

직 인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다.

인터뷰 과정에서 린덴마이어 표 을 사용한 표본공간 구성을 통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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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문제로 제공한 항아리-공 문제에 한 답을 찾아낸 학생도 있었

다. 부분의 학생들은 문제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항아

리와 련된 정보를 무시하고 공의 색깔에만 집 하여 제 로 된 수형도

를 그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항아리를 이용하여 먼 분류하 더라

도 항아리에 남은 공의 색깔이 정해져있다는 사실을 악하지 못하고 잘

못된 확률을 구하는 경우가 부분이었다.따라서 이 학생에게 린덴마이

어 표 을 사용한 표본공간 구성을 유도하여 제 로 된 표본공간을 구한

후 다시 확률을 구할 수 있도록 하 다.

T (문제를 보면서)이 문제에도 수형도를 이용해서 해결하려고 했네.이

수형도는 어떻게 그린거야?

S20 색칠된 공이랑 색칠 안 된 공이요.

T 그러면 이 공을 바로 선택할 수 있어?

S20 항아리를 골라야죠.

T 그러면 항아리를 고르는 건 계가 없을까?

S20 일단 맨 처음에 흰 공이 나왔으니까요.그러면 일단 이게 흰 공이었다

고 주어지니까 이게 상자(항아리)A나 C일 거 아니에요.그러면 그

에 흰색이랑 검은색 하나를 고르면 되요.

T 그러면 맨 처음에 했던 안경 쓴 학생,안쓴 학생,남학생,여학생 문제

기억하지?

[그림Ⅳ-12]항아리-공문제해결과정에서그린수형도(사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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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과정에서 학생에게 검사지 앞의 안경 문제로 돌아가 살펴보게 한

후,다시 항아리-공 문제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이어갔다.학생에게 린덴

마이어 표 을 사용하여 표본공간을 구성한다면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도

록 유도하 다.

T 음,그럼 이걸 명령어로 나타낸다면?

S20 명령어로 나타낸다면요?

T 응.만약 문제의 확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린덴마이어 표 을

사용해서 그래도 실험을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S20 제가 한 이걸요?

T 응,아니,지 이 상황을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안경 문제에서 안경

을 쓴 학생과 안쓴 학생.남학생과 여학생 에 먼 생각했던게 있잖

아.이 문제에서도 그런게 있을까?

S20 항아리요

T 그러면 항아리를 먼 생각하는 걸로 한번 해볼래?

S20 아..A,BC..

(혼자 얼거림.명령어를 생각한 후 수형도를 그린다.)

T (학생이 그린 수형도를 보면서)자 그러면 이 수형도를 가지고 살펴보

자.

S 네

T 흰 공이 하나 나왔어.그 다음 공이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얼마일까?

S 음...이거 둘 에 흰 공이 나올 확률이 

이니까..


요.

T 그래

S20 아!

T 왜?

S20 아 제가 상자를 고려하지 않고 수형도로 그냥...제가 그린 거는요,하

나에 검은 공이 3개,흰 색깔이 3개 이 게 해서 푼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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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13]항아리-공문제해결과정에서그린수형도(인터뷰) 

학생은 인터뷰 과정에서 자신이 사후 검사 때 항아리-공 문제를 해결

할 때에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했는지를 악하고 정확한 확률을 구할

수 있었다.문제 상황을 린덴마이어 표 으로 바꾸어 생각한 것을

JavaMAL마이크로월드의 학습 환경에 직 입력하여 실행하는 과정은

없었다.하지만 린덴마이어 표 을 사용하여 명령어로 나타내는 것은 일

종의 멘탈 모델로써 학생들에게 사고의 도구로 조건부확률 상황을 이해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었다.

S21도 인터뷰 과정에서 표본공간 구성 활동에서 린덴마이어 표 으로

확률 상황을 표 하고 직 실행시켜 보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

다.S21은 표본공간 구성 활동 기에는 직 실행시켜 얻은 실험 결

과를 확률을 상하고, 구하는 과정에서 이용하 다.이러한 활동이

익숙해진 후에는 자신이 상하고 구했던 확률이 맞는지 확인하는

는 확신을 얻는 도구로써 이용하 다.확률이 10%라고 해서 직 실행

시켰을 때 1000번 에 100번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10%에 가까운 실

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반복 횟수가 늘어날수록 실제 수학 확률

에 가까워지는 것 한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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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1 일단 실험을 할 때 로그래 구조를 세우는 건 어떤 게 몇 퍼센트고,

어떤 게 몇 퍼센트고 하는 걸 표 하는 게 구조를 악하는 데 도움이

된거 같아요.

( 략)

음..일단 이런건,확률은 얼마만큼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기 때문에

수학 으로 계산하는 건 이론 으로 가능하다는 얘긴데 실제로는 확률

에 의해서 이 게 결정되는 거라서,실제로 실행을 하면 일일이 그 확

률을 따르는 거잖아요.그래서 이론 인거랑 실제 인 거랑 결과가 다

를 수 있어서 오히려 그게 실질 인 걸 더 빠르게 이해했던 거 같아요.

이게 횟수가 늘어날수록 이론값에 가까워지니까 도움이 되었던거

같아요.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표본공간 구성 활동만으로 조건부확률 이해 수

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니다.한 학생은 사 검사,사후검사

part1의 1번 문항에서 세 가지 경우가 같다고 답변하 다.

T 여기 검사지에 있는 part1의 1번에 있는 세 문제가 같은 문제라고 생각

해?아니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

S22 문제는 같지 않은데,물어보는 건 같은 거 같아요.

T 다시 얘기해 래?

S22 문제는 같지 않은데,결과 으로 요구하는 건 같은 거 같아요.

T 그러면 안경을 썼다는 거랑,남학생이라는 게 모든 문제에 같이 쓰인

거 같아?

S22 네.

S22은 문제가 같지 않다는 것은 문제를 서술하는 방법의 차이일 뿐이

며,결국 문제에서 찾고자 하는 상은 안경을 쓴 남학생이기 때문에 같

다고 하 다.S21은 체 학생 안경을 쓴 남학생의 비를 구하는

Representativethinking 략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 다.문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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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정보 안경을 쓴 남학생이라는 정보에만 집 하여 체 학생

에서 확률을 구하든,안경을 쓴 학생 에서 확률을 구하든,남학생

에서 확률을 구하든 같다고 생각하 다.

T 그러면 좀 더 구체 으로 를 들어 보자.A,B,C,D,E5명이 있어.

A는 안경 쓴 남학생,B는 안경을 쓴 여학생이야.C는 안경을 안 쓴 남

학생,D는 안경을 안 쓴 여학생,E는 안경을 쓴 남학생이야.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같은 질문을 해결해보자.한 학생이 군지는 모르겠지

만 안경을 썼다는 걸 알고 있어.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은 얼마일까?

S22 25분의...(
)

T 확률 계산하지 말고

S22 


?

T 자, 군지는 모르겠지만 안경을 쓴 학생 에서 남학생을 뽑고 싶은

거잖아?

S22 네.

T 그러면 내가 처음에 안경을 썼다는 걸 알고 있잖아.C는 그러면 생각

할 필요가 있는거야?

S22 없어요.

T D는?

S22 없어요.

T A랑 B랑 E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잖아.그 에서 남학생일 확률은?

S22 


이에요.

S22은 학생 A,B,C,D,E을 구체 인 상황에 해서는 이해하 지만,

다시 검사지의 문제로 돌아갔을 때에서는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

다.구체 인 상황에서는 문제에서 안경을 쓴 학생으로 표본공간이 변한

다는 것을 인지하고 Bayes 략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확률을 구하 다.

하지만 학생 A,B,C,D,E를 로 든 것처럼 한 명 한 명이 안경을 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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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안썼는지,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에 한 정보를 주지 않고 검사지

의 문제와 같이 남학생이 몇 명,여학생이 몇 명,그 에 안경을 쓴 학

생이 몇 명,안쓴 학생이 몇 명이라고 정보를 경우에는 어려움을

Bayes 략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Representationthinking 략

을 사용하 다.이는 Tarr& Jones(1997)가 학생의 확률,조건부확률 이

해 수 을 살펴보면 항상 발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 수 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듯이 S21은 어떤 수 에 있다고 말하기 어렵고

문제 상황에 따라 다른 단계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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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요약 결론

1.요약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많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가능성에 한 단을 내린다.정보를 악하여 올바른 확률

단을 내리는 것은 복잡하고 문화되어가는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핵심

역량으로 그 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과정에서 조건부확

률은 고등학교 미 분과 통계 기본, 분과 통계에 들어와서야 처음으로

등장한다.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사건의 부분이 세상과 단

되어 독립 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들과 련되어 조건부

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식 으로 조건부확률을 학습하기 이

에 비형식 으로 조건부확률을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확

률은 그 자체가 가진 애매성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

고,교사의 입장에서는 지도하기 어려운 상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확

률,특히 조건부확률 개념보다는 확률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심으로 지

도되어 오면서 많은 문제 이 지 되었다.

조건부확률의 개념을 학습하기 해서는 조건부확률을 구하는 알고리

즘인 
∩

를 아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확률 상황에서는

표본공간이 변화한다는 개념을 먼 이해하여야 한다.그 후에 표본공간

이 변화한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조건부확률 한 보통의 확률과 같은 방

법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한 이후에 차 형식화하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constructionism 기반의 조건부확률 학습 환경과 표본공간 구성 활동을

설계하 다.그리고 설계된 조건부확률 학습 환경과 표본공간 구성 활동

이 조건부확률을 학습하지 않은 학생들의 문제 해결에서 어떠한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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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를 살펴보기 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 문제 1.Constructionism 기반 조건부확률 학습 환경과 표본공간

구성 활동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가?

연구 문제 2.학습 환경에서의 표본공간 구성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환

경에 내재된 수학 구조를 획득하고 문제 해결에 사용할 수 있는가?

각 연구문제에 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Constructionism 기반 조건부확률 학습 환경을 설계하는 연구 문제 1

에서 Bransford 외(2000)의 학습 환경 설계 원리와 Resnick과

Silverman(2005)의 설계원리,송민호(2010)의 constructionism 기반 학습

환경 설계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학습자 심 설계 원리’,‘지식 심 설

계 원리’,‘평가 심 설계 원리’,‘공동체 심 설계 원리’에 기반한 학습

환경을 설계하 다.

설계된 학습 환경에서는 표본공간을 구성하기 해 린덴마이어 표 을

사용하 다.학생들은 린덴마이어 표 을 주어진 확률 문제의 답을 구하

는 것이 아니라 확률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확률 상황을 만

드는 데에 사용하 다.확률 문제가 주어졌을 때 학생들이 주어진 문제

상황에 한 이해 없이 제한된 수치 정보에만 집 하여 확률을 구하려

고 하거나 직 에만 의존하여 확률 단을 내리기 보다는 주어진 정보

를 린덴마이어 표 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문제 상황을 스스로 정리하고

그 결과를 통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사고의 도

구가 되고 의사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기 한 부분이다.

린덴마이어 표 은 그 안에 순서도로써 설명할 수 있는 확률 상황의

논리 순서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표 자체가 학습 환경에서 즉각 으

로 실행시키고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실행 가능한 표 (executable

expression)이다.학생들은 제공된 학습 환경에서 확률 상황을 직 린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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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어 표 으로 입력하고 실행시켜 실행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 실행

과정과 결과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확률을 생각할 수 있다.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스크린에 나타난 결과를 통해 시각 으로 피드백을 얻을 수 있

다. 한 확률 문제 상황에서 처음에 측했던 확률과 실제로 실행시켜

서 얻은 결과가 다른 경우 학생들은 린덴마이어 표 에 잘못된 것은 없

는지 검하고,잘못된 것이 없다면 어디에서 오류가 발생했는지 등을

생각하는 반성 사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 다.

두 번째 연구 문제는 ·상 권의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는 S 학교

시흥 재원 학교 3학년 학생 33명을 상으로 설계된 학습 환경과 표

본공간 구성 활동을 용하여 확인하 다.사 검사 결과 학생들은 어

떠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 표본공간이 변화한다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

다.학생들은 Zhu& Gigerenzer(2006)가 제시한 조건부확률 문제 해결

략 Representativethinking을 사용하여 어떤 정보가 주어졌을 때

확률의 곱의 법칙을 이용하여 구한 확률을 모두 곱하는 경우가 부분이

었다.표본공간 구성 활동에 시작하기에 앞서 학생들은 주어진 문제 상

황에서의 확률을 각자 측하고 조별 토론을 진행하 다.토론 과정에서

조에서 주도 인 학생의 의견에 동의하여 학생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

지는 경우도 있었지만,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가진 의견이 다양하게 제

시되면서 조별로 학생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부분

의 조에서 Representative thinking 략이 제시되었으며,학생들은

Evidence-only,Conservatism(base-rateonly)등의 다양한 략이 가지

고 있는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측면에 주목하고 있었다.토론 후에 진행

된 린덴마이어 표 을 사용한 표본공간 구성 활동에서 학생들은 직 문

제 상황을 린덴마이어 표 을 사용하여 직 명령어로 입력하고 실행시

켜 활동 토론에서 측했던 확률과 실험 결과를 비교하여 왜 그런 결

과가 나왔는지 탐구하 다.스크린에 나타난 실험 결과에 직 확률을

어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탐구하고,What-if 략을 사용하여 문제

에서 주어진 수치 정보를 바꾸어가며 수치 정보가 변할 때 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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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변하는지를 악하고자 하 다.표본공간 구성 활동 후에 사후

검사를 실시하 다.검사 결과를 분석할 때에는 결과보다는 학생들이 어

떠한 략을 사용하 는지, 표본공간이 변화한다는 개념을 이해하

는지를 분석하는데 을 두었다.그 결과 학생들은 체와 부분,집단,

기 등 일상 인 언어를 사용하여 표본공간이 변화하 다는 것을 설명

하고자 하 다. 한 일차 직 이나 한정된 수치 정보에 집 하여 확

률을 구하기 이 에 주어진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자 노력하 다.문제

상황의 확률 구조에는 어떠한 순서 구조가 있는지 주어진 각각의 수치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악하여 린덴마이어 표 이 실행되는

순서와 같이 수형도를 이용해 문제 상황을 악하려는 모습을 보 다.

개별 인터뷰 과정에서 학생들은 린덴마이어 표 을 사용한 표본공간

구성 활동을 진행한 후 조건부확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 상황

을 이해하고 악하는 것이 쉬워졌다고 이야기하 다. 한 인터뷰 과정

에서 도 인 문제로 제시했던 항아리-공 문제에서 한 학생은 린덴마

이어 표 을 사용한 명령어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검사 과정에서

공의 색깔에 집 해서 악했던 구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새롭게 문제 상황을 악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 다.표본공간 구성

활동을 하기 에는 어떻게든 확률을 구하기 해 노력했지만 활동 후에

는 확률을 구하는 것보다 문제 상황의 구조를 악하고 표본공간이 변화

한다는 개념을 통해 학교 수 의 확률 지식인

전체경우 수

해당하는사건 경우 수
를 가지고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

하고 확률 상황에 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라 해석되었다.

2.결론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에게 조건부확률이 복잡한 계산 알고리즘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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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되는 것이 아니라,표본공간이 변화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하여 직 표

본공간을 구성하는 활동을 하 다.표본공간 구성 활동은 가능한 결과를

하나하나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결과를 모두 생각할 수 있도록

확률 상황의 순서 구조가 내재되어 있는 린덴마이어 표 을 사용하 고

그 과정에서 수형도라는 다이어그램을 사용하 다.활동 결과 학생들은

확률 문제에서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 아닌 직 표본공간을 구성하는 경

험을 하 다.학생들이 확률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확

률을 구하는 방법을 직 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 린덴마이

어 표 을 사용하여 표본공간을 구성하는 활동 과정에서 확률을 측하

고 직 실험하여 그 결과를 통해 피드백을 얻고 처음에 측한 확률과

같은지 다른지,왜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등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학

생 스스로 표본공간이 변화한다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는 에

서 의의가 있으며,따라서 조건부확률을 복잡한 알고리즘이 아닌 표본공

간이 변화한다는 개념을 통해 학생들이 조 더 쉽게 조건부확률에 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로그래 언어를 배우는 데에서 겪

는 인지 부담을 덜어주기 해 복잡하고 어려운 명령어를 최소한으로

하여 제시하고 린덴마이어 표 에 집 하여 확률 상황의 구조를 악할

수 있도록 하 다.하지만 이로 인해 constructionism에서 강조하는 학생

들의 자유로운 구성 활동에 제한이 있었다.

한 연구 참여자의 수가 고,본 연구의 학습 환경에서 사용되는

로그래 언어와 표 에 친숙한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조건부확률 학습 환경과,이를 바탕으로 한 표본공간 구성

활동을 설계하 다.이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

을 하고자 한다.

첫째,학생들이 린덴마이어 표 을 포함한 JavaMAL 마이크로월드에

서 사용되는 다양한 명령어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96 -

Constructionism을 강조한 Papert(1980)은 학생들이 모국어를 배우듯이

자연스럽게 로그래 언어를 학습하여 능숙하게 사용해야 언어를 사용

해 표 하고 실행하여 결과를 얻는 과정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한다

고 하 다.학생들이 표 체계에서의 표 을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표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 그것을 사고의

도구로 사용하여 확률을 포함한 어떠한 주제라 하더라도 탐구하기 어려

울 것이다.실제로 학생들이 표본공간 구성 활동 수업 이 부터 린덴마

이어 표 을 포함한 다양한 명령어를 학습하고 사용했음에도 확률을 탐

구하는 과정에서 익숙하게 사용하지 못하여 활동 과정에서 명령어를 원

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 않은 시간이 사용되었다.

둘째,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제 상황,검사 문항 이외에 다양한 문제

상황과 검사 문항들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여러 측면에서 확률 상황을 탐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본 연구에서는 2×2표 는 행렬로 나타낼

수 있는 상황에 을 두고 문제 상황을 제시하 다.이러한 상황 이외

에도 단순한 상황과 복잡한 상황, 문제 해결에 용이하도록 주어진 인

인 상황뿐만 아니라 일상 인 맥락을 반 한 다양한 문제 상황을 제

공하여 조건부확률 이해에 어려움을 겪은 S21과 같은 학생도 확률 상황

에 내재된 구조를 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한 확률 상황의

수치 정보를 제공하여 실제로 확률을 구하거나 수치 정보가 변할 때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하는 문항 이외에 다른 검사 문항도 필요하

다. 를 들어 암 검사의 정확도와 양성 정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암환

자일 확률을 주고 이러한 결과를 얻기 해서는 암환자가 100명당 혹은

1000명당 몇 명 정도 있어야하는지를 물어볼 수도 있을 것이고 100명당

암환자의 비율과 양성 정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암환자일 확률을 주고

암 검사의 정확도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를 물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문항을 제공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학생들이 확률 상황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학생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을 학생들이 먼

측하고,직 그 값을 입하여 실험하고 그 결과를 통해 시각 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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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백을 얻는 trial-and-error, 는 trial-and-adjustment의 과정을 강화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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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검사지 

Part 1.            학교 :          이름 : 

※답만 쓰지 말고, 답을 구하는 과정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1. 전체 학생 중 남학생 60%, 여학생이 40%인 시흥의 한 중학교

에서 학생들의 안경 착용 여부를 조사하였더니 남학생의 25%가 

안경을 착용하였고, 여학생의 20%는 안경을 착용하였다고 한다.

(1) 안경을 착용한 학생 중 한 명을 뽑았다. 이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은 얼마인가? 

(2) 남학생 중 한 명을 뽑았다. 이 학생이 안경을 착용한 학생일 

확률은 얼마인가? 

(3) 전체 학생 중 한 명을 뽑았다. 이 학생이 안경을 착용한 남학

생일 확률은 얼마인가?

(4) 위의 세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왜 

그런지 이유를 써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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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3년 12월 14일 어느 비행기의 승객을 조사하였더니 전체 승

객의 40%는 남자, 60%는 여자였다. 남자 승객의 30%, 여자 승객

의 20%는 어린이였다. 어린이 승객 중 한 명을 뽑았다. 이 어린이 

승객이 남자 어린이일 확률은 얼마인가?

3. 어느 산악회의 회원 200명 중 120명은 남자 회원, 80명은 여자 

회원이다. 남자 회원 중 60명이 결혼을 하였고, 여자 회원의 32명 

결혼을 하였다. 이 동호회 회원 중 한 명을 뽑아 결혼을 했는지 

물어보았더니 그렇다고 한다. 이 회원이 남자일 확률은 얼마인가?

4. 2개의 공이 들어있는 속이 보이지 않는 항아리가 3개 있다. 한 

항아리에는 검은 공이 2개 들어있고, 또 한 항아리는 흰 공이 2개 

들어있고, 마지막 항아리에는 검은 공이 하나, 흰 공이 하나 들어

있다. 항아리에서 공을 하나 꺼냈더니 흰 공이었다. 방금 공을 꺼

낸 항아리에 남아 있는 공이 흰색일 확률은 얼마인가?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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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1. (1) 새로운 질병 검사 방법이 개발되었다. 일반적으로 이 질병에 

걸렸을 확률은 1%이다. 이 질병에 걸렸을 경우 검사 결과가 양성

으로 나올 확률은 80%이다. 이 질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검사 결

과가 양성이 나올 확률은 10%라고 한다. A라는 사람이 이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실제로 A가 질병에 걸린 사람일 확률은 

얼마인가?

 

 (2) (1)에서 질병에 걸렸을 경우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확률

이 80%에서 90%로 증가한다면 A가 실제로 질병에 걸린 사람일 

확률은 얼마인가?

(3) (1)에서 질병에 걸리지 않았을 경우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

올 확률이 10%에서 5%로 감소한다면 A가 실제로 질병에 걸린 사

람일 확률은 어떻게 바뀔까? 또는 그 차이가 몇 % 정도 증가 또

는 감소할까?

(4) (1)에서 일반적으로 이 질병에 걸렸을 확률이 1%에서 5%로 증

가한다면, A가 실제로 질병에 걸린 사람일 확률은 어떻게 바뀔까? 

또는 그 차이가 몇 % 정도 증가 또는 감소할까? 증가 또는 감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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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공간 구성 활동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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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Conditional

ProbabilityLearningthrough

SampleSpaceConstructActivity

BasedonConstructionism

ParkChanMin

DepartmentofMathematicsEducation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Conditionalprobability is oneofthemostimportantconceptin

probability theory. Unconditional probability (distinguished from

conditionalprobability)alsocanbeconsideredconditionalprobability

whose conditioning event is total event. However, conditional

probabilityinschoolmathematicshastreatedroughlycomparedtothe

importanceoftheconceptitself,andemphasizedonprecisecalculation

bythealgorithm.Thistrendwithambiguitythattheprobabilityitself

has makes students more difficult to understand of conditional

probability.Wetook noticeofconstructing thesamplespaceand

understandingthechangeofsamplespaceinconditionalprobability



- 124 -

learning.

Thus our study designed the constructionism-based learning

environmentandsamplespaceconstruction activities.Thelearning

environmentprovided executable expression system forprobability

exploration and learning, and communications among learners

themselves,co-learners,teachers,and interaction between learners

andcomputer.Andweobservedthatdesignedlearningenvironment

andactivitieswerereflectedpurposeweoriginallyhadintended.

As a result, we developed constructionism-based learning

environmentin which studentscould constructsamplespace.And

throughsamplespaceconstructioninthisenvironment,studentscould

solveprobability problemsusing appropriatestrategy embedded in

this environment.We found thatstudents with basic probability

knowledgeinthecourseofmiddleschoolcanunderstandandlearn

conditionalprobability.

As early study of conditional probability learning based on

constructionism,ourstudy willbe a basefordeveloping better

conditionalprobabilitylearningenvironmentandactivities.

keywords:constructionism,conditionalprobability,sample

spaceconstruction,,

StudentNumber:2012-2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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