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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Computational Thinking 기반 자유학기제 스마트 

융합수학프로그램 연구 

- 다면체와 도형수 중심으로 -  

  미래창조 과학부는 창조경제 시 에 걸맞은‘창의인재’양성을 위해 

시 의 변화와 테크놀로지를 반영한 미래형 교육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 동시에 교육부는 2013년 5월 28일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 계획」을 발표하였다. 자유학기제는 2013년 5월 전국적으로 연구학

교에 시범 적용 후, 2014년, 2015년에 희망학교를 모집·운영에 이어서 

2016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자유학기제 취지에 맞는 프로

그램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수학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과거 수학교

육은 컴퓨터 이하 공학 도구의 도입으로 한 번의 큰 변화에 적응하였고, 

최근에는 스마트(SMART), 융합(STEAM) 학습 환경 구성에 근거하여 프로

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하는 실정이다. 자유학기제에서 수학교육은 학생

들이 문제해결을 해야 함과 동시에 현실에서 수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 융합 학습 환경 아래에서 진로와 연계될 수 

있어야만 한다. 

 한편 오늘날의 테크놀로지 기반환경에서 Computational Thinking(이하 

CT)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CT는 인간의 생각과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법으로 추상화(abstraction)를 통해 문제의 핵심요소

를 추출하고 컴퓨터 기기를 통해 해법을 자동화(automation)하여 처리한다.  

CT를 통해서 21세기 현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역량 중 일부를 

학습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 디자인한 자유학기제 스마트 융합수학프로그램은 21세기 수

학 교육 경향에 맞추려함과 동시에 CT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였다. 프로그



램 참여자는 참여자 수준의 적절한 CT기반 학습 환경에서 수학적 개념(치

환, 변수, 도형수, 입체 부피 측정관련)을 학습한다. 또한 참여자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코딩지식을 가지고 작품 만들기 디자인 활동을 통하여 

최종 작품을 만든 뒤, 토론을 통하여 잘된 작품은 3D프린터로 출력한다. 

그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3D프린터의 원리와 스마트 패드 사용법을 익힌다. 

이를 통해 수학에 한 정의적인 측면을 극복하며 부수적으로 참여자들이 

관련분야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렇지만 본 연구자는 최초 설계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상

치 못한 문제점들에 의해 여러 차례 수정을 하게 되었다. 프로그램은 적

용할 학교 환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수정하며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주된 문제에 한 해답을 SNS(온라인 

게시판, 유투브, 모바일 화방)의 적극적인 활용, 거꾸로 교실을 통한 짧

은 동영상 학습을 통하여 부분 극복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중간에 

프로그램이 바뀌게 된 원인과 이유를 살펴보고 프로그램 운영 중에 발생

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소개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

구가 앞으로 적용할 자유학기제에 비하여 각 학교가 현실적으로 어떻

게 처해야 할지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 된다.   

 주요어: 자유학기제, 스마트(SMART)교육, Computational Thinking, 3D프린

터, 융합(STEAM)교육, SNS(Social Network Service)

 학  번: 2013-2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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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Trilling & Fadel(2009)은 21세기 학습자가 가져야 할 기본 역량으로 기

존의 3R's(Reading, wRiting, and aRithmetic) 뿐만 아니라 학습과 혁신기

술(Learning and Innovation Skills), 삶과 직업기술(Life and Career Skills), 

정보 미디어와 테크놀로지 기술(Information, Media and Technology 

Skills)을 꼽았다. 특히 학습과 혁신 기술은 고차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것으로 4C's(Critical Thinking and Problem, 

Communication, Collaboration, and Creativity and Innovation)를 포함한

다. 이러한 핵심역량이 국제 경쟁사회에서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낀 

선진국 이하 앞서 나가고자 하는 국가들은 관련 교육정책 연구에 시간과 

예산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민국도 예외는 아니다. 미래창조과학부1)는 창조경제 시 에 걸맞

은‘창의인재’양성을 위해 시 의 변화와 테크놀로지를 반영한 미래형 

교육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교육부는 2013년 5월 28일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하였다. 자유학기제는 2013

년 5월 전국적으로 연구학교에 시범 적용 후 2014년, 2015년에 희망학교

를 모집·운영에 이어서 2016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수학

교육도 이러한 교육정책의 큰 틀에서 변해야만 한다. 과거 수학교육은 

컴퓨터 이하 공학 도구의 도입으로 한 번의 큰 변화에 적응하였고, 최근

1) 미래창조과학부(未來創造科學部,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약
칭 : 미래부, MSIP)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
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정보통신·방송·미디어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 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한민국의 중
앙행정기관이다. 2013년 3월 23일 발족하였으며 기관장은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
로 보한다. http://www.msip.go.kr/web/main/main.do 



에는 스마트(SMART), 융합(STEAM) 학습 환경 구성에 근거하여 프로그램

을 개발해 나가야 하는 실정이다. 자유학기제에서 수학교육은 학생들이 

문제해결을 해야 함과 동시에 현실에서 수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 융합 학습 환경 아래에서 진로와 연계될 수 있어야

만 한다.

그렇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예산 문제, 입시제도가 주는 강력함을 일

부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 지역·학군 별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교

육 편차와 학생 학부모의 경제력, 교사의 행정부담과 교사 간 가치관과 역

량차이 등 이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 요인에 의하여 제한을 받아왔다. 주어

진 상황을 극복하고 최적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오늘날의 테크놀로지 기반환경에서 수학에 근거한 Computational 

Thinking(이하 CT)의 중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 Wing(2006)은 CT를‘인간의 

생각과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법으로 추상화

(abstraction)를 통해 문제의 핵심요소를 추출하고 컴퓨터 기기를 통해 해법

을 자동화(automation)하는 능력이다’라고 정의했다. 추상화는 여러 상

에서 공통된 패턴을 발견하여 하나의 상으로 일반화 시키는 능력이다. 

즉, 복잡성을 다루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많은 양의 정보가 쏟아지는 현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 중에 하나이다. 상의 공통점을 기

호로 정의하고 조작하는 추상화능력은 컴퓨터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수학

의 수 분야에서 다뤄오고 있었다. 부분의 컴퓨터 언어는 문제를 효율

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수학의 추상화 개념을 사용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해법을 자동화하여 최소 비용으로 량 생산을 한다거나 창의적인 

상을 창조 해낸다. 반 로 자동화를 통화여 추상화된 개념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2). 

본고에서 디자인한 자유학기제 스마트 융합 수학프로그램은 제도의 변화

2) 수학에서 한 때 난제였던 4색 문제(four color problem : 4가지 색으로 인접
한 나라를 구분해서 색칠하여 세계지도를 완성할 수 있는가?)의 증명은 계산
이 방 하여 사람이 직접 할 수 없었으나 슈퍼컴퓨터를 통해 많은 경우의 수
를 직접 돌려보고 확인(자동화)함으로써 증명할 수 있었고 이 사실을 바탕으
로 더욱 이론이 추상화되며 발전하였다. 



와 21세기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반영하여 실제적으로 학교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 창안되었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참여자 수준의 

적절한 CT기반 환경에서 수학적 개념(치환과 변수, 입체도형의 부피측정)

을 학습한다. 또한 참여자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형성된 표현체계(코딩

지식)를 가지고 작품 만들기 디자인 활동을 통하여 최종 작품을 만들어 본

다. 그리고 잘된 작품을 3D프린터로 출력해보며 출력하는 과정에서 3D프린

터의 원리와 스마트 패드 사용법을 익힌다. 이를 통해 수학에 한 정의적

인 측면을 극복하며 부수적으로 관련분야의 진로 탐색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구문제

  

이상의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JavaMAL 환경아래 스마트 융합수학프로그램이 어떻게 설

계될 수 있을까?

연구 문제 2. 설계된 프로그램을 통하여 CT역량을 강화하고 수학(치환, 

변수, 다면체 부피측정)학습과 동시에 자유학기제 정신을 살렸는가?

연구 문제 3. 현실적인 맥락에서 학교 실정에 맞게 본 프로그램을 구성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Ⅱ.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자유학기제 CT기반 스마트 융합 수학프로그램 설계의 

기반이 되는 이론을 살펴본다. 첫 번째 절에서는 자유학기제, 스마트

(SMART)·융합(STEAM) 교육을 두 번째 절에서는 Constructionism, CT, 

마이크로 월드(JavaMAL)를 세 번째 절에서는 도형수, 분할정복사고를 기

반으로 한 다면체의 부피 측정, 마지막 절에서는 3D프린터와 진로교육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자유학기제와 스마트·융합 교육

  1장에서는 자유학기제, 스마트(SMART)·융합(STEAM)교육에 하여 알

아 본 후 어떻게 적용해야 올바른 방향이 되는지에 하여 알아본다.  

1.1.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

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학생 참

여 형으로 개선하고 진로 탐색 활동 및 다양한 체험활동을 가능하게 하

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 이다(김동일 외, 2013). ‘꿈’

과 ‘끼’를 찾는 다는 것은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하여 탐색·고민·

설계하는 경험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에게 지속적

인 자기 성찰·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한다는 목적아래 학

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목표로 하는 제도라 볼 수 있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부는 각 학교

의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 하고 각 학교는 자유학기제 해당학기에 학

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신중히 결정하고 설계해야 한

다.  이 기간 동안에는 중간·기말 시험은 실시하지 않고 학생들의 기초



적인 성취수준 정도로만 확인한다. 여기에 한 기준은 학교별로 마련하

게 된다. 시행과정과 연구학교 현황은 각각 <표 Ⅱ-1>, <표 Ⅱ-2>와 같

다.    

 

 자유학기제는 크게 공통 과정과 자율과정으로 나뉜다. 공통과정은 기존

의 기본 교과 과정으로써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서 문제해결, 의사소

통, 토론 등의 수업을 진행하고 사회, 과학에서는 실험·실습, 현장 체

험·프로젝트 학습에 중점을 둔다. 보통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수

<표 Ⅱ-1> 자유학기제 시행과정(김동일 외, 2013)

시기 진행 수준 및 내용

자유학기 시범 

운영계획 수립

(2013년 5월)

 연구학교 시범적용 : 1단계 42개교 1학년 2학기 운영, 2단

계 40개교 2학년 1학기 운영

 연구학교 선정 → 교원 연수  → 교육과정 편성 운영 → 우

수사례 발굴·확산

희망 학교 확  

수립

(2013년 말)

 희망학교 운영(모집 규모 제한 없음 : 14~15년 2회 모집, 학

교별 희망, 연구학교 성과 등을 바탕으로 결정)

 희망학교 공모 → 교원 연수 → 교육과정 편성 운영 → 결과 

검토 및 우수사례 발굴 확산

자유학기제 전

면 확  실시계

획 수립

(2015년 상반기)

 연구 희망 학교 운영결과, 우수 사례 등을 분석하여 기본

계획 마련 : 자유학기 상학기, 자유학기 성적 산출 방법 

교육과정 개정 여부, 인프라 확보 방안 등 포함

단위 학교별 준비 

및 전면 실시

(2016년 이후)

자유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교육과정 인프라 확보 

등)준비

<표 Ⅱ-2>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현황(김동일 외, 2013)

지

역

서

울

부

산 구

인

천

광

주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세

종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계

수 5 3 2 2 3 4 3 3 3 3 4 1 2 3 2 2 2 42



업으로 진행이 되며 핵심성취기준을 전제한다. 중간·기말 고사는 실시

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성취수준 및 기준은 교사 재량에 의해 생활기록부

에 반영한다.  

 자율과정은 학생의 흥미·관심사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하는데 주

중 5~7교시 혹은 필요하면 주말 시간을 일부 할애하여 4가지로 형태로 

나누어 진행한다. 

<표 Ⅱ-3> 자유학기제 자율과정(김동일 외, 2013)

종류 활동(예시)

진로탐색 중점 

모형

 진로검사, 초청강연, 포트폴리오 제작활동, 현장체험, 직업

리서치, 모의 창업활동 등

학생 선택프로

그램 중점 모형

 창조적인 글쓰기, 한국의 예술 발견하기, 미디어와 통신, 

학교 잡지 출판하기, 드라마와 문화, 녹색학교 만들기 등

동아리 활동 중

점 모형

 문예토론, 라인댄스, 벽화제작, 과학 실험, 웹툰 제작, 

UCC제작, 천체 관측, 연극, 오케스트라 등

예술·체육활동 

중점 모형

 국악, 무용, 만화, 사진, 디자인, 축구, 농구, 배구, 배드민

턴, 스포츠 리그 등

 

 자율과정은 학생부에 기재하게 되는데 학생의 ‘꿈’과 ‘끼’와 관련

된 활동 내역 중심으로 학교별로 특성에 맞게 방식을 마련하게 된다. 전

체 수업시수에서 공통과정은 학기 중 수업의 60~70%, 자율과정은 

20~30%, 기타활동 10% 이며 보통 시행 한 학기에서 두 학기 전에 기획

이 완료되어야 해당 학기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김동일 외

(2013)는 편의상 자율과정을 4가지로 구분하였지만 크게 보면 진로관련 

활동과 취미·흥미 위주의 편성 2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이를테면 선택

프로그램 중점 모형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동아리 활동에 연장선일 수 있

고 동아리 활동 자체가 예술·체육활동이면 3가지 모형이 한 가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취지가 좋은 자유학기제이지만 운영측면에서 우려되는 점은 분명히 존

재한다. 첫 번째로 자유학기제 내 예술·체육 및 진로 관련 교육을 확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변경해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교과 교사의 

수급과 학년별 학급 수 및 이수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조율하는데 어려

움이 있다. 소수의 학생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하여 외부 교사의 

영입은 비용포함 제반 측면에서 불리할 뿐만 아니라 영입할 수 없을 시 

기존의 교사가 강제적으로 연수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이는 

교사의 과도한 역량 소모로 인해 수업 포함 다른 업무에 악영향으로 작

용할 것이다. 또한 1학년 2학기 자유학기제를 수료한 학생이 부득이한 

이유로 전학을 가게 되었는데 전학한 곳의 교육과정은 2학년 1학기에 자

유학기제를 시행하는 곳일 수도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두 번째로 자유

학기제로의 교육과정의 변경에서 학생들의 학력저하가 없도록 해야 한다

는 것이다. 한 학기 수업의 20%에 해당하는 자유학기제 활동 부분에 

한 기회비용은 분명히 존재한다. 가장 큰 기회비용으로 학력저하현상이

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꿈’과 ‘끼’를 위한 활동으로 인해 즐겁게 

역량을 쌓는다 하더라도 경쟁 구도의 현 입시체제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펼칠 기회가 제한적인 현실을 무시하지는 못한다

(자유학기제 시행기간동안 기득권층은 입시에 비한 사교육을 개인적으

로 받아 학련 편차 현상이 더욱 심해질 우려가 있다). 자유학기제 시행

학기 전후로 자유학기제 시행동안 발생할 수업 결손을 보상할 시간 확보

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모든 학교가 비슷한 기준으로 편차 

없이 자유학기제 내 프로그램이 진행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계층

에 따라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의 프로그램 내용의 양과 질에는 분명히 차

이가 있을 것이다. 학교별, 학생별로 위화감이 조성되어서는 안 될 것이

다. 

 그러므로 자유학기제는 장기적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학생들이 즐겁고도 질적으로 향상된 학습을 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며 교과 간 융합·연계 수업을 통하여 학습의 시너지 효과를 극 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중간·기말 등의 



부담이 되는 평가 방식을 지양(止揚)하는 신 자기 성찰 평가, 형성평가

(서술형 포함), 발표·보고서 평가,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체 평가를 

내실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1.2. 스마트(SMART) 교육

 최근 세계적으로 스마트 기기의 교육적 활용방안에 하여 관심이 급증

하고 있다. 스마트 기기는 컴퓨터에 비해 휴 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인

터넷 자료를 검색하고 사진·동영상을 제작, 타인과 의사소통하는데 효

과적이다. 이를 반영하여 정부는 2011년도에 스마트 기기의 기술적 측면

을 뛰어넘어 교육 전반에 있어서 학습자 중심의 지능형 맞춤학습을 실현

하기 위한 스마트 교육을 제안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2011)는 스마트(SMART) 교육을 21세기 학생들의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지능형 맞춤교수체제로 통신 환경을 기반으로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을 접목한 교육환경,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평가 

등을 스마트세 에 맞게 새롭게 혁신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어 스마트 

교육이 교육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는 교육의 형태라는 정의를 내리면서 

스마트(SMART)의 첫 글자를 따서 학생, 교사, 학교를 아우르는 총 5가지

의 구체적인 개념을 추가로 언급하였다. 

[그림 Ⅱ-1] 스마트 교육 개념도(교육과학 기술부, 2011)  



이외에도 학자들 별로 스마트교육에 한 정의가 다양한데 정리하면 <표 

Ⅱ-4>와 같다. 

 

<표 Ⅱ-4> 스마트 교육의 다양한 정의 (홍훈기 외, 2015 재인용)

연구자 개념 정의

김민환, 권동

택(2013)

스마트 교육 환경아래 교사의 안내 하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스마트 기기 중심의 학습자 주도적 교육으로 교사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피드백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

임병노, 임정

훈, 정은모

(2013)

적절한 스마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식과 정

보, 각종 네트워크에의 상시적 접근을 통하여 협력적 상호 

작용, 지능적 맞춤화, 자기 주도 방식의 지식 구성이 가능한 

교수학습 체제

김현진 외

(2013)

미래교육 비와 21세기 학습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 패러다

임의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지원 체제로서 이를 위해서는 작

게는 수업 방법의 개선에서부터 크게는 교육체제의 종합적

인 변화까지의 교육혁신을 통해 가능하며 특별히 첨단(스마

트) 기술이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

권성호 외

(2012)

교육의 본질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환경적, 제도적 여건 등

으로 인해 종래에는 구현하기 어려웠던 교육의 목표까지 도

달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으로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학습자 역량 개발을 지향하는 교육

강인애, 임병

노, 박정영

(2012)

스마트 기기 및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학습에서의 상호작

용을 극 화한 학습으로서 형식학습과 비형식학습의 융합, 

강화된 실재감, 학습의 외연적 확 , 앱 기반의 다양한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 학습 환경

유인식 외

(2012)

스마트 환경에서 정보기기의 사용과 지능화 기술을 통한 e-

러닝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존 PC기반에서 구현되었던 콘텐

츠, 솔루션, 서비스가 모바일 환경에서 적용되었을 때 생기

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기술 및 환경

조재춘, 임희

석(2012)

학습자 특성, 교육 환경적 특징, 스마트 교육 특징 

CTLA(Creation, Teaching, Learning and Assessment)의 통합



으로 이루어진 교육 개념

김 정 아 외

(2011)

지능형 단말기라는 의미의 스마트 폰과 같이 언제(anytime), 

어디서나(anywhere) 맥락적 상호작용적 학습이 가능한 스마

트한(신선하고 발전적인)학습, 더 나아가 유비쿼터스 환경에

서 가능한 u-러닝을 실현하는 학습 방법

김현철(2011)

기존에 분리되었던 교육적 단위들(교과서, 교육자료, 외부전

문가, 학생, 교사, 학교, 교실 등)이 스마트 인프라(즉, 클라

우드, 무선인터넷, 유비쿼터스, 스마트 기기 등)를 바탕으로 

자동 연결되어 새로운 교육적 가치(참여와 공유, 협업, 창의, 

융합, 문제해결력 등)를 발생시키는 것

노규성, 주성

환, 정진택

(2011)

스마트형 정보통신 기술을 학습활동에 접목하여 학습원천 

정보에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학습자간, 학습자-교수

자간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며, 자기주도적인 학습 

환경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학습자 주도형의 인간중심적인 

학습 방법

임정훈(2011)

지능적, 적응적 스마트 기능을 갖춘 집단 첨단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학습자 개개인이 수준별, 맞

춤형 개별 학습과 소셜네트워크에 기반한  협력학습을 통해 

이론적, 체계적인 형식학습과 실천적, 맥락적인 비형식 학습

을 수행함으로써 학습 성과를 최적화하기 위한 학습체제

임 병 노 외

(2011)

학습자가 스마트 기기와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스스로의 

학습요구를 진단하고 학습과정을 설계하여 최적의 성과를 

내는 과정 속에서 자기 주도식, 창의식 학습 역량을 개발하

는 학습 형태

임희석(2011)

학습자-학습자, 학습자-교수자, 학습자-콘텐츠 간의 소통, 협

력, 참여, 개방, 공유 기능이 기능하도록 하는 ICT기술을 활

용하여 수직적, 일방적, 전통적인 학습 방식을 수평적, 쌍방

향적, 참여적, 지능적, 그리고 상호작용적인 방식으로 전환하

여 학습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총체적인 접근

Allyn 

Radford

(2010)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활용한 독립적이고 지능적인 교육을 

통해 학습자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활동



 스마트 교육 이전의 ICT활용 교육, e-러닝, u-러닝에서는 주로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이 교수-학습의 질 향상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써 정의

된 반면 스마트 교육은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에서 더 나아가 기존 교육

체제의 한계 극복을 목표로 교육체제의 전반적인 변화까지 고려하였다

(권성호 외 2012). [그림 Ⅱ-2]는 ICT 활용 교육, e-러닝, u-러닝, 스마트 

러닝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그림 Ⅱ-2] 스마트 교육으로의 발전 양상(교육과학 기술부, 2011)

 

이수희(2010)

스마트 기술을 학습에 이용하는 차별화된 학습 서비스로 스

마트 폰 및 스마트미디어에 내장된 센서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학습자의 현실감과 몰입감을 증 시키며 놀이와 

학습의 경계를 무의미하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인지능력과 

창조적 사고를 증 시키는 학습 형태

장상현(2010)

학교 교실 안과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을 지원하고 학

습자가 스스로 학습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 등

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능형 맞춤 교수학습체제

곽덕훈(2010)

학습자들의 다양한 학습형태와 능력을 고려하고 사고력, 소

통능력, 문제해결능력을 높이며, 협력학습과 개별학습을 위

한 기회를 창출하며 학습을 보다 즐겁게 만드는 학습으로서 

사람과 콘텐츠에 기반을 둔 ICT기반의 효과적인 학습자 중

심의 지능형 맞춤학습체제 



 천세영 외(2013)는 스마트 교육의 목표는 단순히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교육으로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별 학습자에게 맞춤

화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습효과를 극 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

자의 상상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장비만 스마트하다고 

해서 스마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 

 임걸(2011)은 스마트 러닝에 관한 교수 학습 설계 모형을 3가지 접근 

방식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 번째는 도구적 접근으로 스마트기기(스

마트 폰, 태블릿 PC, 스마트 TV 등)를 교수학습 자원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접근이다. 두 번째는 환경적 접근으로 스마트 기기의 

활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적 환경과 관련된 접근이다. 와이파이, 클

라우드,  RFID 등을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습 환경에 자

유롭게 접근하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는 이론적 

접근으로 기술적 측면만을 활용하는 교육이 아닌 구성주의적 교수학습의 

이론적 기반을 토 로 접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강인애, 임병노, 박정영(2012)은 스마트 교육이 e-러닝을 기반으로 하였

으나 보다 발전된 형태임을 강조하기 위해 e-러닝과 차별되는 특징을 

언급한다. 첫 번째로 스마트 기기 및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학습과정에

서 학습자 간의 상호 작용이 두드러지며 실생활 속에서의 비형식적 학습

이 형식적인 학습으로 들어온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온라인 공간에서 

제공되는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실재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며 세 

번째로 개방적, 참여적 학습 환경으로 인해 전통적인 교육에서의 교사·

학습자뿐만 아니라 외부인의 참여를 허락한다는 것이다. 

 학자별로 다양한 정의를 살펴보았지만 공통적으로 스마트 교육은 정보

통신 기슬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여 기존의 

교육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교육이라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스마트 교육이 효과가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선행연구를 찾아보았다. 

첫 번째 효과로써 학업성취도 향상을 생각할 수 있다. 스마트 교육은 탐

구 능력, 문제해결력 등의 지적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며 더불어 학업성

취도 향상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임정훈, 김상홍, 2013). 학생들은 스



마트 기기의 온라인 협업 도구를 활용하여 인지적 능력을 증진시키는 과

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적능력이 향상되었다(임정훈, 김상홍, 2013). 두 번

째 효과로써 창의적 문제 해결력 및 자기조절학습 능력 향상되었다. 창

의적 문제 해결능력 향상은 변호승 외 (2008), 자기주도식 학습 능력의 

향상은 박수경(2013)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는 기존의 교육방식과

는 달리, 스마트 기기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

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설계 과정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 효과

로써 학생의 수업만족도 개선을 들 수 있다. 박수경(2013)은 학생들이 디

지털교과서의 컨텐츠에 해 비교적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으며 

ICT활용 능력이 높을수록, 사교육 시간이 많을수록 스스로 학습하는 시

간이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고 했다. 특히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스마

트러닝 학습에 한 동기유발에 도움이 되었고 자신의 수준과 적성에 적

합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했다. 네 번째로 학생의 학습흥미, 태도, 동기 

증진을 생각할 수 있는데 계보경 외(2013a)는 스마트 교육이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에 한 관심을 향상시키고 소극적인 학생들에게는 자신감을 

부여하며 다양한 외부 정보를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수업에 한 흥미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더불어 성취도가 높을수록 학습동

기유발 요인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다섯 번째 

효과로써 교수학습지원을 들 수 있다. 스마트 교육은 학생이 학습을, 교

사가 수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 21세기 학생들은 digital 

native 세 로 교사보다 스마트 기기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특

히 도시일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ICT활용 능력이 높을수록, 스스로 학

습시간이 많을수록 사용 편의성이 높을 것이다. 김소미 외(2008)는 디지

털 교과서가 갖고 있는 다양한 학습지원 기능을 활용하면 수업의 질 및 

수업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교

사는 학생에게 학습 내용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으며, 수업 시간을 불필

요한 낭비 없이 교수-학습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계보경(2013b)은 문헌조사 및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국내 여러 학

교의 스마트 교실 환경을 구축,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



였다.

(1) 자연채광·환기 등 쾌적성이 확보된 지속 가능한 친환경 공간

(2) 공간들 간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는 환경

(3) 다양한 학습 환경 제공을 위한 가변형 교실, 커뮤니티 공간 등의 

마련된 환경
(4) 미디어제작, 화상수업, 무선 네트워크 환경구축 등 교실의 경계를 

넘어 세상과의 교류가 가능한 정보화 환경

(5) 학생 및 교사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환경

(6) 스마트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무선 인프라 환경

(7) 다양한 수납공간과 전시 공간 등의 마련된 환경

(8) 스마트 기기 도입 목적, 필요성, 스마트 기기 특징 등을 고려한 

환경

(9) 기존 장비 등을 최 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그렇지만 이러한 스마트 교육도 분명 제한점과 장애 요인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 여전히 스마트 교육은 기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수가 스마트 교육의 올바른 개념 정립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스마

트 교육에 한 공감 가 부족한 상황이다. 두 번째로 전문 인력이 필요

하다. 교육현장에서 스마트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 교사가 전담하는 데

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교사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진다. <표 

Ⅱ-5>는 스마트 교육 우수 학교의 지원체를 일부 재인용 하였다.

<표 Ⅱ-5> 스마트 교육 우수 학교의 지원사례(홍훈기 외, 2015 재인용)

학교 지원 내용

Dallas Brooks 

C o m m u n i t y 

Primary School

(계보경 외, 2013a)

네트워크 유지 보수 방법으로 2명의 전문기술자를 고용

하여 네트워크 유지 보수 업무를 전담하게 하였다. 또 

수업 중 발생하는 기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학생 그

룹을 활용하였다.

Silverton Primary 

School

(계보경 외, 2013a)

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원 담당을 배치하여, 온라

인 프로그램 상에 일(day)단위로 장비의 기술 문제들이 

등록되어 이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장비 구매 시에는 임

 기간 동안의 보증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장비교체 



 세 번째로 교수 학습모형의 부재를 들 수 있다. 국내의 스마트 교육은 

부분 스마트 기기와 같은 도구 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는 교

사들이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모형과 평가방법이 부

족한 측면과 관련이 있다. 네 번째로 구성원 역량에 따라 스마트 교육의 

효과에 제한이 올 수 있다.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스마트 교육에 적합한 

최소한의 스마트 기기 활용 능력을 갖추어야만 한다. 필요하다면 따로 

시간을 두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구성원들의 사전준비가 없으면 스마트 

교육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예산문제를 들 수 있

다. 스마트 환경을 갖추는 데는 고가의 장비를 사용해야 하므로 비용문

제가 발생한다. 그렇다고 저비용의 알려지지 않은 업체의 장비를 구매하

면 기기의 수명보다 회사의 수명이 빠를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에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제한점들을 극복하는 노력을 보일 때 스마트 교육의 본

질을 살려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1.3 융합(STEAM) 교육

 교육과학 기술부(2010)는 2011년 추진 업무보고에서 기존의 STEM교육

에 예술(Arts)을 포함한 STEAM교육을 주요 정책으로 발표하였다. 국가 

경쟁력의 자산인 융합형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초·중등학교 수준에서부

터 STEAM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계획은 3년 주기로 시행되었다.

Forest Ridge 

School

(서울특별시 교육

청, 2014)

학교의 비전과 수업과의 연계를 고민하는 기술지원 팀이 

있으며, 기술적인 역량보다 교육적인 배경을 가지고 교

육 현장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기술지

원팀에서는 학생들이 디바이스와 관련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help desk를 운영하며 새로운 기기 및 소프트웨어

의 도입을 결정하고 도입 시 활용 연수를 진행하였다. 

기술 지원팀의 상주를 통하여 수업은 방해 없이 자연스

럽게 진행되었다.



 STEM은 미국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에서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의 약칭으로 사용

되었던 용어로써 교육 정책이나 교육 관련 연구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면

서 오늘날 전 세계 교육개혁의 핵심키워드로 부각되었다. 흔히 STEM 교

육이라 함은 STEM 항목간의 융합된 형태를 교육하는 것으로 통한다. 

 STEAM교육은 기존의 STEM 교육에 예술(Arts) 항목을 추가하였다. 이

영(2010)은 예술교육에서 활용하는 각종 상상의 도구들은 창의성 교육 

차원에서 유용하며, 예술 교육의 힘은 관찰, 상상, 창의 표현, 구성, 통합

이라고 강조하였으며 동시에 예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예술 교육은 스스로의 감동에서 출발한다. ‘그냥 듣는 것’과 ‘주의 

깊게 듣는 것’ 그리고 ‘내가 느낀 것’과 ‘남이 느낀 것’은 다르다.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다름을 이해·배려하고 조화를 이루려는 마음가짐

은 인성교육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말하기

와 글쓰기(일부)등의 예술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디자인

하고 타인의 경향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예술교육의 핵심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을 예술가들처럼 정형화된 틀이나 규칙에 얽매

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경험하게 하여 창의적 사고와 혁신적 

아이디어를 도출하게 해야 한다. 

 융합교육이 21C 핵심역량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융합을 해야 할 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전에 융합과 

통합사이의 용어 구분이 필요하다. Nesin & Lounsbury(2007)는 통합을 

‘전체와 개별 존재와의 조화’, ‘인간을 둘러싸는 여러 환경과 상황, 

삶의 총체적 문제들 간의 상호 연계적으로 구성되는 지식의 전체성’이

라 정의하였으며 통합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고 도입할 때는 실제적으로 

직면하는 문제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Ingram(1979)은 인식론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통합 교육

과정의 유용성을 강조하였다.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통합 교육과정은 지

식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처할 수 있다고 했다. 여러 교과 영역에서 도

출된 아이디어를 종합한 기본 개념이나 원리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통



합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지식이 그저 지식으로 암기의 상이 아니라 적

용할 지식으로써 힘을 가진다. 이렇게 형성된 지식은 학습자로 하여금 

상황에 따라 매우 유용하고 유동적으로 처할 수 있게 한다. 

 심리적인 측면에서 통합 교육과정은 학습과정에서 학습자와 학습내용 

그리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이는 한 개인 안에서의 인성적인 

조화와 개인을 둘러싼 환경사이의 조화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는 통합 

교육을 통해 학습될 수 있다는 것이다(배선아 2009). 사회 행정학의 기능 

측면에서 Ingram(1979)은 통합교육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사회 문제에 

처 할 수 있고 교수-학습 과정에서 협동성을 기를 수 있으며 학교와 사

회를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Fogarty(1998)는 통합교육과정의 유형을 정리하였다. Fogarty(1998)는 교

육과정 통합방식을 교과 내, 교과 간, 학습자 내부 및 학습자 간 연계에 

따른 통합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체적으로 구분하였다. 

<표 Ⅱ-6> Fogarty 교과 내 통합 유형 (박형주, 2012 재인용)

통합유형 그림 설명

분절형

(f ragmen ted 

model)

하나의 교과에 해 철저하게 초점을 맞추는 유

형으로 전통적인 교과 모형에 가깝다.

연결형

( c o n n e c t e d 

model)

단일 교과의 세부적인 내용들과 그것들 사이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추는 유형이다.

동심원형

(nested model)

하나의 장면, 즉, 하나의 주제 및 단원에 하여 

점진적으로 교과 영역 내에서 사회적 기능, 사고 

기능 등의 여러 기능의 통합을 목표로 삼는다.

<표 Ⅱ-7> Fogarty 교과 간 통합 유형 (박형주, 2012 재인용)

통합유형 그림 설명

병렬형

( s e q u e n c e d 

model)

광범위 하게 관련된 개념들에 의해 교과의 주제 

및 단원들이 재배치된다. 개별적인 교과 영역들

은 그 로 유지되며 유사한 아이디어들은 계열적



 

 Routman(1991)은 교육과정 통합에 한 장애요인으로 이론적 이해(교사

들이 문헌 및 자원에 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통합단원을 개발해야 

으로 가르쳐 진다.

공유형

(shared model)

중복되는 개념과 기능을 공유하는 교과들 간 수

업이 공유된다. 이 때 중복되는 개념과 아이디어

들이 조직 요소가 된다.

거미줄형

( w e b b e d 

model)

다양한 학습 내용들이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재구성됨으로써 전체를 관망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정이 조직된다. 

연계형

( T h r e a d e d 

model)

메타적 접근을 통해 모든 내용을 확 하는 중요

한 아이디어를 다양한 교과를 통해 실로 꿰듯이 

연결시킨다.

통합형

( i n t e g r a t e d 

model)

각 교과의 기본 요소를 활용하는 형태 및 계획이

다. 팀티칭을 통해 중복되는 개념과 소주제들을 

교과 간에 합함으로써 충실한 통합모형을 이룬

다.

<표 Ⅱ-8> Fogarty 학습자 내부 및 학습자간 연계에 따른 통합 유형 

(박형주, 2012 재인용)

통합유형 그림 설명

몰입형

모든 내용이 학습자의 흥미·전문 지식을 통해 

여과되며, 미시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지극히 개

인적인 관점이다. 각 교과는 전문지식을 통해 학

습자의 관점을 형성시켜 줌으로써 학습자는 이 

관점을 통해 모든 내용을 여과하고 자신의 경험

에 집중하게 된다.

네트워크 형

다양한 차원과 방향으로 초점을 만들어내는 관점

이다. 학습자는 전문가의 안목을 가지고 모든 학

습을 여과시키고 관련 영역에서 전문가들을 외적

인 네트워크로 연결시켜 내적인 연관성을 만들어 

낸다.



하는 것), 시간(시간표상의 긴 단위 수업 시간이 만들어 져야 하며 교사

들은 팀을 이루어 함께 계획하고 주제를 연구, 교육과정을 작성하는 등

의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 행정적 지원(교육과정 개발과 자원 및 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을 지원해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행정가가 필요), 자

원(주제의 수집을 넘어 양질의 문헌을 소장하는 학급문고를 갖출 필요가 

있고 학생들은 도서관을 이용할 시간이 필요), 교육과정과 관련한 요구 

사항(교사와 행정가가 프로그램의 목표와 주의 사항으로 인해 제한을 받

는 다는 점) 등 5가지를 언급하였다.

 이영만, 홍영기(2006)는 통합교과 구성에 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통

합교과의 구성이 4-6차 교육과정까지 계속 바뀌고 있어 통합교과에 한 

정확한 의미 규정과 통합의 범주가 필요하다고 했다.

 방담이(2011)는 교육 자료의 부족·평가 방법의 부재 등의 교실 내부 

요인, 타 교과에 관한 이해 부족·교육자료 구성을 위한 시간 부족 및 

협동문제 등 의 교사요인, 내용 습득 상의 효율성 문제와 관련한 학습자 

요인, 학교 수준에서 주어진 시수 문제와 정책적인 문제에서의 행정적 

요인으로 통합교육의 장애 요인을 4가지로 구분 하였다.

 통합은 물리적 결합의 정도라 비유하면 융합은 화학적 결합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데 김성숙(2011)은 Ingram의 정의에 기초하여 융합교육과 통

합교육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통합교육은 체로 두 개 이상의 교

과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합산적, 기여적 통합 방식이었으나, 융합교육은 

교과들을 한데 섞어 포괄적으로 혼합시키는 방법을 지향한다고 하였다. 

융합교육은 교과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성질을 알 수 없는 새로운 창의적 

결과가 도출된다. 이 때 융합 교육은 통합교육의 일부로서 하위개념이

다. 이들은 모두 인지적 지식에서 더 나아가 정의적·신체적인 면에서도 

균형적 발달을 촉진시키고 전인적인 인격발달을 추구하는 점에서 맥을 

같이한다고 하였다.

<표 Ⅱ-9> 통합교육과 융합교육의 관계(김성숙, 2011)

통합 교육 융합교육

과정 & 결과 환원적 비환원적



 이병욱(2011)은 통합과 융합의 유형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관계를 보

다 더 세 하게 규명하였는데 <표 Ⅱ-10>과 같다.

 

 한편 Yakman(2008)은 STEAM을 항목별로 하위영역을 나름의 기준으로 

분류하고자 하였는데 <표 Ⅱ-11>와 같다.

<표 Ⅱ-10> 통합과 융합의 유형 (이병욱, 2011)

구분 명칭 의미

통합
bundle 동일한 상품의 물리적인 묶음
package 서로 다른 상품을 묶어서 판매

융합

hybrid 독립된 기능을 가진 제품의 결합

fusion 상반되는 개념을 가진 상품의 결함

convergence 다른 개념의 상품을 화학적으로 결합

<표 Ⅱ-11> Yakman이 제시한 STEAM의 각 영역의 특성(Yakman, 2008; 한국

과학창의재단, 2011, p.43), (한국과학창의재단 2011, 재인용)

영역 의미 하위영역

과학(S)

"실세계에 존재하는 것과 그것이 어

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탐구하

는 것

(Ruthered & Ahlgren, 1989; 한국과

학 창의재단, 2011, “재인용”)"

생물학, 생화학, 화학, 

지구과학, 물리학, 우주

과학, 생명공학 & 생체

의학 등

기술(T)

“인간이 필요하다고 느낀 것을 충

족시키기 위해 자연 환경을 변용 또

는 만든 것

(ITEA, 한국과학 창의 재단, 2011, 

”재인용“)”

농업, 건축(물), 통신(수

단), 정보, 제조업, 의

학, 힘 & 에너지, 생산

과 수송

공학(E)
"연구, 발전, 발명 또는 일정제한 하

에 이루어지는 디자인

항공우주공학, 농업, 건

축공학, 화학공학, 토목 

통합 방식
기여적, 합산적 통합

(물리적 양적 통합)

융합적 통합

(환원적, 질적 통합)

통합 정도 비교적 약하다 비교적 강하다
목표 전인적 인격 발달 및 자아실현



 이러한 분류는 어디까지나 임의적인 구분에 불과하다. <표 Ⅱ-11>의 구

분은 기술과 공학의 관계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술이라 칭하기

(Wulf, 1989; 한국과학 창의 재단, 

2011, “재인용”)"

공학, 컴퓨터 공학, 전

자공학, 환경공학, 유체

공학(Fluid) 등

예술

(A)

언 어

예술

(langu

a g e 

arts)

“모든 종류의 의사소통이 사용되고 

해석되는 방식에 관한 것

(Paterson, 2007; 한국과학 창의 재

단, 2011, “재인용”)”

교육, 역사, 철학, 정치

학, 심리학, 사회학, 신

학 등을 포함하는 미

술, 언어예술 & 교양, 

체육

체 육

(Physi

cal)

“인체공학적인 움직임을 포함한 규

범 및 행위 예술

(NASPE, 2004; 한국과학 창의 재단, 

2011, “재인용”)”

교양과 

사회과

목

(Libera

l and 

Social)

“교육, 역사, 철학, 정치학, 심리학, 

사회학, 기술학 과학기술사회(STS) 

등을 포함한 것

(Featherstone, 1986; 한국과학 창의 

재단, 2011, “재인용”)”

미 술

(F i n e 

Arts)

“미학 그리고 문명 초기 기록의 가

르침에서 유래하는 가장 오래되고 

지속가능한 문화적인 편린

(Mishook, J. J., & Kornhaber, 2006; 

한국과학 창의 재단, 2011, “재인

용”)”

수학

(M)

“수, 상징적 관계, 정형화된 양식, 

모양, 불확실한 것과 추론에 관한 

연구

(AAAS, 1993 & NCTM, 1989; 한국과

학 창의 재단, 2011, “재인용”)”

수, 해석학, 자료 분

석 & 확률, 기하학, 수

와 연산 문제해결, 추

론 & 증명 등



(예를 들어 언어 포함)에는 너무 넓은 범위를 다루는 측면이 있어 보인

다. 박형주(2012)는 자연과학, 기술공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문화예술을 

수학을 제외하고 재분류하였다. 

 Yakman(2008)은 피라미드 형태로 융합교육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였는데 

[그림 Ⅱ-3]과 같다.

[그림 Ⅱ-3] STEAM  피라미드, 

Yakman(2008) 

<표 Ⅱ-12> STEAM의 재분류 (박형주, 2012)

영역 하위영역 새분류

과학(S)
생물학, 생화학, 화학, 지구과학, 물리학 및 우주

과학, 생명공학 등
자연과학

기술(T)
농업, 건축(물), 통신(수단), 정보, 제조업, 의학, 

에너지, 생산 및 수송 등

기술공학

공학(E)

항공우주공학, 농업, 건축공학, 화학공학, 토목공

학,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환경공학, 유체공학

(Fluid) 등

예

술

언어예술
교육, 역사, 철학, 정치학, 심리학, 사회학, 신학 

등을 포함하는 미술, 언어예술 & 교양, 체육, 음

악

인문과학
체육

교양 및 

사회과목
사회과학

문화예술미술



 스팀 피라미드의 1층은 Content Specific 영역으로 교과 내용이 세부적

으로 학습되는 수준의 교육이다. 이 단계에서는 전문가 수준의 연구 개

발이 이루어지고,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 해 깊이 연구하게 

된다. 연구는 같은 분야 또는 다른 분야 간에 팀을 이루어 수행 될 수 

있다. 이는 고등교육과 그 이상의 수준에 적합한 교육이다. 2층은 

Discipline Specific 영역으로 어느 학문분야를 중점적으로 학습, 이 때 다

른 과목들은 상황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과목이 된다. 이 단계는 한 

교과 영역의 학습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과목을 다루되 중심이 

되는 분야에 해 깊이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중등교육에 가장 

적합하다, 3층은 Multidisciplinary영역으로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특정

학문의 영역에 해 배우고 그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포

괄적으로 알게 된다. 연관성을 가르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현실을 기

반으로 하는 정확한(authentic) 단원을 구성하는 것인데 교사는 수업을 

설계할 때 테마교육(themed education)을 쉽게 활용할 수 있다. 4층은 

Interactive 영역으로써 계획된 스팀교육으로 나타내어진다. 이 수준에서

는 학생들이 의도적으로 계획된 교수에 의해 넓은 영역의 분야와 이들이 

어떻게 상호관계를 맺는지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를 공부하게 된다. 5층

은 Life-long Holistic단계로 평생교육으로서의 전체론적인 관점과 연관된

다. 이는 인간이 의도하지 않고 피할 수도 없는 환경에 끊임없이 적응하

면서 학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환경적인 요소는 인간의 내·외적

인 면에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에 영향을 준다. 평생교육은 개개인마다 

관점이 다르므로 학생들에게 동등하게 전해질 수 없다.

 수학은 융합교육에서 보편적 기초 언어의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Hersh, 1994), NCTM(1989, 2000)에서는 수학을 철저히 현실세계를 바탕

으로 교육을 포함한 사회의 본질적 요소의 실행, 적용, 가치, 시험과 접

근 등을 위한 분석의 도구로서 이용되고 있다고 했다.

 한민국의 7차 계정 교육과정 수학과에서도 수학을 학습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다른 교과 학습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

으로 활용하기 위한 측면에서 통합 교육을 강조했다(교육부, 2002). 동시



에 내용 측면에서는 실생활 소재를 도입하고, 과정 측면에서 구체적 조

작 활동과 사고 과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수학의 필요성까지 인식하도

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STEAM 교육이 발생하게 된 배경이나 

동기, 추구하는 방향과 목표는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만 한다. 미국의 STEAM교육은 국제 과학·수학의 학

업성취도 향상, 과학교사의 전문성 계발, 그리고 여학생과 소수민족의 

이공계진출 장려라는 세 가지 목표로 설계되었다. 반면 우리나라 STEAM 

교육은 학생들이 융합적 사고를 형성하는 것 외에도 낮은 과학·수학에 

한 자기효능감, 자신감, 흥미 등을 증진시킴으로서 과학·수학 학습에 

한 동기 유발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백윤수 외(2011)는 안으로 4C(Convergence, Creativity, 

Communication, and Caring)-STEAM 제안을 하였다. STEAM에 4가지 요

소를 추가한 개선된 STEAM이라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융합적 사고

(convergence)가 필요한 이유는 21세기 융합적 사고를 기반으로 해결해

야 할 문제가 증가(지구 온난화, 자원부족 등)하기 때문이다. 미래 과학 

기술 사회의 국가 경쟁력은 급변하는 과학-기술-공학 영역의 혁신에 스

스로의 독창적인 색깔을 가지며 또한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는가와 관련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창의성(Creativity)을 강조한다. 세 번째로 21세기

는 타인과 소통하고 타인으로부터 정신적 공감 를 이끌어내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 즉, 감성을 지닌 창조 지식인의 사회로 진화해야 하

기 때문에 소통(Communication)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인

정하는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며 공감

하는 능력을 구비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배려(Caring)가 강조된다. STEAM을 우리 방식에 맞게 잘 변형하

여 적용해야만 할 것이다.

2. Constructionism 과 Computational Thinking(CT)



2.1. Constructionism

보통 구성주의라고 하면 Piaget의 Constructivism을 말한다. Constructivism

과 Constructionism은 지식을 구성한다는 측면을 같지만 다른 관점을 가지기

도 한다.  Constructivism은 지식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알고 믿고 있는 것에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내적인 조절을 통하

여 반성함으로써 지식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관점이다. Papert

의  Constructionism은 기존의 Constructivism을 골격으로 교수학적인 전략을 

추가한 개선된 구성주의라 볼 수 있다. 박찬민(2014)는 Constructionism은 

Constructivism에 Bruner의 인지발달 이론과 Vygotsky의 사회적 구성주의적 

접근을 포함하여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발달시킨 것으로 볼 수 있

다고 했다. Ackwermann(2001)은 학습과정에서 Piaget는 동화3)에 Papert는 조

절4)에 주목했다고 했다. Piaget는 내적인 인지의 변화를 강조하고 Papert는 

조절의 과정으로써 지식은 상황화·연결화 되어있어 환경에 민감하다고 보았

다. 또한 김화경(2006)은 Constructivism은 경험을 강조하였고 Constructionism

은 도구를 강조한다고 했다. 학습된 지식을 확인·검증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도구의 소극적 역할에서 도구와 함께하여 학습할 수 있는 도구의 적극적 역

할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도구는 오늘날의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테

크놀로지에 해당된다. 

 Resnick & Silverman(2005)은 20년간 학생들을 위해 Constructionism기

반 공학 프로그램을 디자인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공학 설계의 기본 

원리 10가지 제시하였다.

3) 기존의 어떤 scheme(행동과 조작을 반복가능하게 하고 그것을 일반화 할 수 있게 
하는 것, 즉 행동과 조작의 일반적인 양식, 개념, 증명방법, 법칙, 알고리즘, 정의, 
정리, 구조)을 고수하면서 가능한 한 넓은 범위의 상황을 그에 종속시키고 시도하
는 보수적 기능으로서 기존의 인지 구조에 의한 상의 해석. 출처 수학교육학신
론 서울: 문음사

4)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scheme을 조절·분화하는 적응 기능. 출
처 수학교육학신론 서울: 문음사



(1) 디자이너를 위한 디자인을 해라.

(2) 바닥은 낮게 그러나 벽을 넓게 하라.

(3)‘강력한 아이디어’는 강요하지 말고 감추어라.

(4) 다양한 방법을 제공 하여라.

(5) 최 한 간단하게 만들어라.

(6) 블랙박스를 신중히 설정 하여라.

(7) 약간의 프로그래밍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하여라.

(8)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닌, 진정 원하는 것을 제공 하여라.

(9) 스스로 사용하고 싶은 환경을 개발 하여라.

(10) 수정하고, 수정하고, 또 수정 하여라.

 항목(2)의 '바닥은 낮게'는 최소한의 효율적인 기호로 진입장벽이 낮은 상태

에서 ‘벽은 넓게’ 즉, 복잡하고 다양한 양질의 디자인을 완성하라는 의도

이다. 항목(6)의 ‘블랙박스를 신중히 설정하라’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것을 

이해하는데 시간과 역량 소모를 줄이라는 뜻이다.   

 송민호(2010)는 Resnick이 제시한 설계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수학교육공

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학 장치를 이용한 수학 학습 환경 설계에 한 

8가지 지침을 마련하였다. 

(1) 수학적 구조를 중심으로 쌍방향 기호 번역기를 개발하라. 학습자

가 사용하는 기호 체계를 수학적 상으로 번역해주는 역할과 함께 

학습자의 조작활동을 기호 체계로 구조화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

다.

(2) 수학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학적 표현 체계를 개발하라. 공학적 

장치의 도움을 통해서 수학적 상을 의미 변화 없이 다른 사람에

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라.

(3) 수학적 상을 어디서든 표현할 수 있도록 개발하라. 이메일이나 

웹 게시판 등의 환경에서 제공할 때 수학적 상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라.

(4) 공학적 장치 사이의 의사사통을 숨겨라. 공학적 장치 사이의 복

잡한 상호작용을 숨겨 학생이 수학적 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

라.



(5) 학습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하라. 사용자가 어려운 프로

그래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쉽게 공학적 장치를 이용하고 의미 있

는 조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

(6) 즉각적이고 다양한 피드백이 가능하게 개발하라. 다양한 피드백을 

통해 학습자에 한 정확한 평가를 가능하게 하라.

(7) 학습자가 수학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하라. 학

습자 내면에서 수학적 구조를 구성하기 위해 능동적인 조작활동을 

강조하라.

(8) 학습자의 수학 활동을 기록할 수 있게 개발하라. 학습자가 공학적 

장치와 상호작용하는 기록을 통해 조작 활동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라.

 송민호의 수학학습 설계는 항목(8)에 제시하였듯이 보다 더 수학적인 측면을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활동기록을 통하여 과정을 보다 더 세 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 테크놀로지를 사용한 학습자 중

심의 교육은 Constructivism이 아닌 Constructionism의 관점으로 다가가야 할 

것이다.

2.2. 코딩을 기반으로 한 Computational Thinking(CT)

 영국에서는 2012년 ICT활용 역량이 뒤떨어져 있다고 판단, 이에 한 

개혁으로 창의적인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려 2014년도 9월부터 세계 

최초로 의무화된 컴퓨팅 교육을 시행하였다. 교육선진국 핀란드 역시 코

딩 열풍으로 인해 2016년부터 정규 통합과정에 포함시켰으며 인터넷 검

색, 클라우드 컴퓨팅, 인터넷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미국 기

업 구글 역시 학생들에게 코딩 프로젝트를 준비, 미래의 본사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려 하고 있다. 한민국의 미래 창조 과학부도 2015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화하였다. 컴퓨터를 주축으로 한 테크놀로지의 

활용 능력이 21세기 핵심역량 증진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반영한 정책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



까?’가 정책결정의 핵심이라고 보았을 때 그 한 가지 답은 코딩을 통한 

Computational Thinking(이하 CT) 역량 증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1980년  미국의 많은 학교에서 프로그래밍을 교육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지만 1990년  중반 CD-ROM의 등장으로 프로그래밍 교육에 한 수

요가 줄어들게 되었다. 그렇지만 최근 몇 년간 스마트 폰의 보급으로 어

플리케이션 개발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코딩교육이 강조되

고 있다. 미국에서는 code.org5)와 같은 비영리 조직을 통해 온라인에서 

무료로 coding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code.org 후원아래 행해지고 

있는 ‘아워오브코드(Hour of Code)6)’와 같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코딩 

교육 캠페인은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빌게이츠와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주커버그 등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프로그래밍이란 언어보다 ‘코딩’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

용하고 있다. 기존에 강조되던 프로그래밍 교육은 컴퓨터 과학자들이나 

프로그래밍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Java/Java Script, 

Python, C/C++, HTML과 같은 전문적인 컴퓨터 언어였다. 그러나 코딩 

교육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적인 구조는 유지하되 어린 학습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언어를 이야기한다. 예를 들면 MIT 미디어랩에서 

개발된 스크래치7)를 사용하면 레고 블록과 같은 조각을 마우스 드래그

와 변수조작을 통해 자신에게 의미 있는 상을 쉽게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CT는 이제까지 많은 관심을 받아왔지만, 그 개념에 관

해서는 거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Wing(2006)은 CT를 인간의 생각과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법으로 추상화를 통해 문제

의 핵심요소를 추출하고 컴퓨터 기기를 통해 해법을 자동화 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했다. 동시에 CT를 3R's와 더불어 현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모든 사

람이 필수로 가져야 하는 기술이라고 강조하였다. 추상화는 여러 상에서 

5) http://studio.code.org/
6) http://hourofcode.com/kr
7) http://scratch.mit.edu/



공통된 패턴을 발견하여 하나의 상으로 일반화시키는 능력이다. 즉, 복잡

성을 다루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많은 양의 정보가 쏟아지는 현 사회에

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 중에 하나이다. 상의 공통점을 기호로 정

의하고 조작하는 추상화능력은 컴퓨터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수학의 수 

분야에서 다뤄오고 있었다. 부분의 컴퓨터 언어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

리하기 위해 수학의 추상화 개념을 사용한다. 특히나 오늘날의 컴퓨터 프

로그램 언어는 수학의 추상화 내용을 바탕으로 코딩지식의 일련의 결합이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해법을 자동화하여 최

소 비용으로 량 생산을 한다거나 창의적인 상을 창조 해낸다. 즉, CT

는 추상화 그리고 자동화시키는 과정 속에 강력한 아이디어가 내제된 코

딩 언어체계를 강조하는 사고력이라 할 수 있다. 

 Cuny, Snyder & Wing(2010)은 CT를 문제와 그 해법을 형식화 하는데 

관련된 사고 과정으로써 문제의 해법이 정보처리 에이전트(agent)에 의

해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형태로 표현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

였다. 이는 코딩을 하는 주체를 프로그램 내부의 화자를 변한 에이전

트가 문제 상황에 직면하였다는 설정으로 학습하는데 몰입을 주기위해 

재정의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세운 가설을 

확인하며 정 한 구조를 향해 갈 수 있다고 했다. Wing(2006)은 CT의 특

징을 6가지 로 정리하였다.

(1) 프로그래밍이 아닌 개념화하기이다.

(2) 기계적인 암기 기술이 아닌 기초적인 것이다.

(3) 컴퓨터 하는 것이 아닌 인간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4) 수학적 사고와 엔지니어링 사고를 보충하고 결합하는 것이다. 

(5) 인공물이 아닌 아이디어이다.

(6) 모두에게 어디에서나 사고할 수 있는 것이다.

 정진환(2015)는 Wing이 제시한 CT의 6가지 특징으로 CT 게임을 구성하

여 패턴일반화에 한 유의미한 학습결과를 이끌어 내었는데 CT와 관련

된 교육은 컴퓨터와 그에 한 명령어를 넘어서는 일상적인 사고 과정으

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했다. 즉, Wing이 제시한 CT의 특징은 단순

히 테크놀로지활용에만 중점을 두는 것은 아니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CT기반 학습 환경을 발전시켜 학교 현장에 도입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

시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CT와 수학을 연관하는 것 자체가 

창의적인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Stephenson & Barr(2011)은 K-12 

교육과정에서 CT를 통합하려는 6가지  조작적 정의를 제시하고  수학교

과의 각 활동에 어떻게 내재 될 수 있는지 제시하였다.

(1) 자료를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조직하기

(2) 모델링, 시뮬레이션과 같은 추상화를 통해 자료 표현하기

(3)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문제를 고안하기

(4) 가능한 해법들의 확인, 시험 및 구현하기

(5) 알고리즘적 사고를 통해 해법들을 자동화하기

(6) 이러한 문제 해결 과정을 다른 문제들에 일반화하고 적용하기

 최인용(2014) Stephenson & Barr이 CT와 수학교과에서의 활동을 제시

한 것을 정리하였다.

 

 CT를 정의하고 수학학습과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면 마지막으로 CT를 

<표 Ⅱ-13> CT와 수학교과에서의 활동 (최인용, 2011)

CT 개념, 역량 수학 교과에서의 활동

자료 수집
확률 실험 문제에 한 자료 수집, 예를 들어 동전 던지

기, 주사위 던지기

자료 분석 동전, 주사위 던지기 실험의 결과를 분석하는 것

자료 표현
히스토그램, 막 그래프 등을 사용하여 자료를 나타내기, 

집합, 목록, 그래프 등을 사용하여 자료를 묶기

추상화
수에서의 변수 사용, 문장제 문제의 핵심구조를 파악

하기

분석과 모델 확인 곡선 근사(curve fitting)

자동화 GSP, StarLogo, Python과 같은 컴퓨터 도구 사용하기

시험과 확인 추측하고 확인하기

알고리즘과 절차 긴 나눗셈(long division)을 이용한 인수분해

문제분석 표현 안에서 연산의 순서를 적용하기

구조조작
프로그래밍에서의 함수와 수에서의 함수를 비교하여 

공부하기 , 반복을 사용하여 문장제 문제 풀기

병렬화 선형 시스템 풀기, 행렬의 곱셈하기

시뮬레이션 좌표평면에서 그래프 그리고 변수의 값 바꿔보기



구성하는 하위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CT역량을 

증진한다는 것은 CT의 하위요소를 학습에 실제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평가방식을 설계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Brennam과 Resnick(2012)는 CT를 computational concept, computational 

practices, computational perspectives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각각의 하위요소

는 <표 Ⅱ-14>와 같다.

<표 Ⅱ-14> CT하위 요소 (Brennam과 Resnick, 2012)

주요 항목 하위 항목

개념(Concept)

순차성(Sequences) :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순서를 나누는 과정이다.

반복성(Loops) : 반복과 같은 과정을 여러 번 실행하기 

위한 수단이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프로그램이 길어지

지 않게 하는 요소라 볼 수 있다.

조건부(Conditional) : 특정 상황에 따라 다른 결정을 내

리는 개념이다. 프로그램의 작업 흐름을 제어하고 다양

한 결과를 표현할 수 있다.

데이터(Data) : 값의 저장, 호출, 갱신과 관련 있다. 제

한된 용량의 데이터는 프로그램 개발자로 하여금 효율

적인 코딩을 가능하게 하기위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Practices)

추상화(Abstraction) : 문제 상황을 코딩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압축해서 표현하는 과정이다.

점검과 디버깅(Testing and Debugging) : 프로그래밍 중

간에 오류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과정이다. 즉각적인 피

드백의 과정이라 볼 수 있다.

관점(Perspectives)

표현하기(Expressing) : 코딩언어를 통해 문제 상황이나 

디자인한 결과물을 드러내게 하는 과정이다.

탐구하기(Questing) : 표현된 결과물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상호간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이다. 



2.3. CT기반 마이크로월드 : LOGO와 JavaMAL

지금까지 Constructionism을 기반으로 한 CT를 알아보았다. 이제 CT역

량을 실제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마이크로월드에 하여 확인하고 마

이크로월드를 전제로 한 본 프로그램에 사용할 JavaMAL 하여 알아보

도록 하자.

Noss & Holes(1996)는 마이크로 월드를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상들에  

하여 가상적으로 컴퓨터 세계에 묘사하여 만든 것으로 정의했다. 마이

크로 월드는 인공지능으로 연구자들이 컴퓨터 환경에서의 관찰과 탐구를 

통하여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마이크로월드는 1972년 영국에서 열린 Second ICME(International 

Congress on Mathematics Education)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여기에서 

Papert는 학교에서 수학 수업을 돕는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공학 도구

가 아닌 수학학습이 좀 더 쉽게 일어나도록 돕는 것으로 소개하였다. 

Papert(1980)는 마이크로월드의 개념을 학습자가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수학을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컴퓨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조작 가능한 것과 형식

적이고 추상적인 것 사이에 있는 중간 단계의 상이 필요하다고 하였

다. 그 중간 단계에 마이크로월드가 일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Diseaa(2000)는 마이크로월드란 학습자가 현실을 탐구할 수 있는 형태 안

에서 중요한 아이디어를 끼워 넣을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컴퓨터

의 문서 형태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마이크로월드는 학습

자들에게 유의미한 학습을 하며 그 기저에 놓여있는 강력한 원리를 이해

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작 세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Edwards(1998)는 마이크로월드 내에 학생들이 탐구하고 조작할 

수학적인 모델이 제시되어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 모델의 수정을 통하

여 즉각적이고 적절한 피드백을 받는다고 했다. 동시에 학생들이 수학을 

더 많이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그들이 그 모델을 통해 학습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진다고 했다.



마이크로월드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그중에 

가장 표적인 것이 LOGO이다. LOGO란 이름은 원래 라틴어 logos에 유

래된 것으로 ‘word’와 ‘thought’를 뜻하므로 인간의 언어 및 사고와 

관련됨을 알 수 있다. LOGO의 개발자인 Papert 교수는 '학습자가 디자

인함으로써 학습한다(learning by design)는 것을 강조한다. 그는 이미 알

고 있는 것을 조절하는 방법의 획득이 학습에서 중요하며, 이러한 ‘조

절하는 방법의 획득’은 스스로 무언가를 ‘만드는 활동’과 그 구성활

동에 한 ‘반성’ 중에 일어난다고 하였다. LOGO는 기하도형을 구성

하는 사고의 도구로 1980년 부터 미국에서 수학교육분야에 널리 활용되

어왔으며, 한국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LOGO 프로

그램 내에서는 거북이가 등장한다. 그리고 거북이에게 두 가지 신체동조

적8)인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바로 직진운동 명령의‘가자’와 회전운동 

명령의‘돌자’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블랙박스로 학습

자가 알 필요는 없다. 또한 2가지 진입장벽이 낮은 단순명령으로 특정 

상을 추상화하며 설계까지 할 수 있게 하는 ‘바닥은 좁게 벽은 넓

게’ 철학과도 일치한다. 거북은유를 사용한 행동 명령으로 자유롭게 기

하도형을 구성할 수 있다. 

[그림 Ⅱ-4] LOGO 환경에서의 정사각형과 원(신동조, 2013)

 우안성(2012)은 Papert가 LOGO에서의 학습을 통하여 얻고자 했던 교육

8) 신체동조적(body syntonicity) : 물리적인 신체와 심리적 자아를 포함하는 말로써 자신
의 직접 에이젼트의 감정을 가지고 행동을 상상하며 학습하는 행위를 뜻한다. 



학적인 목표는 전통적인 수나 기하와 같은 학교 수학의 지식을 습득하

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동시에 Constructionism에서 학습은 추후 학교 

수학, 형식 수학을 쉽고 용이하게 배울 수 있게 하는 사고의 방법, 사고

의 도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Noss & Holes(1996) 또한  

LOGO에서의 구성활동의 결과로써 학생들이 얻게 되는 것이 꼭 수학적

인 내용과 응될 필요도 없다고 했다. Papert는 어린 시절에 조작했던 

경험이 수학적으로 비형식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지윤(2010)은 Papert의 어린 시절 기어를 가지고 놀았던 일화를 본인

의 논문에 아래와 같이 소개하였다.  

Papert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놀던 자동차 기어에 한 어린 시

절의 기억이 이후의 추상적 수학 사고에 도움이 되었던 경험을 다

음과 같이 언급한다. “나는 수학적 진보를 위해서는 초등학교에

서 배운 무엇보다도 차동장치를 가지고 논 것이 훨씬 중요했다고 

믿고 있다. 모델로서 역할을 한 기어는 나의 머릿속에 추상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져다주었다. 나는 학교에서 배운 수학에서 두 가

지 예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구구단을 기어로 이해하였고, 두 

변수를 가진 방정식은 즉각적으로 차동장치를 연상시켰다. 각 기

어가 몇 개의 톱니를 필요로 하는 가를 규명하면서 x와 y사이의 

관계에 한 정신적 기어모델을 만들었을 때 그 방정식은 아주 익

숙하고 편한 친구가 되었다.(Papert, 1980)”

 Papert의 기어에 한 조작 경험은 Freudenthal(1983)이 언급한 ‘수학

화9)’의 전형적인 예가된다. 즉, Papert는 친근감을 가지고 기어와 접촉

하였던 경험(object to doing with)이 나중에는 함께 사고할 수 있는 

(object to think with) 사고도구가 되어 강력한 수학적 아이디어를 유도

했던 것이다. 

 한편 Constructionism에서 상호작용에 사용되는 문자 언어는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 Constructionism에서는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학습 환경이 

9) 비형식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현상이 그것을 정리하는 수단인 본질로 조직되
고, 그 본질은 다시 현상이 되어 새로운 본질로 조직되는 끊임없는 재조직화
의 과정으로 수학을 설명하면서 현상을 본질로 조직하는 과정이다.



그들이 발견하고 사고하는 수학적인 아이디어를 표현 할 수 있는 도구를 

주지 못하면 수학 학습 과정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Papert(1980)는 

주장한다. 그리고 그러한 문자언어는 모국어처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고 했다. 조한혁(1989)은 LOGO언어를 기반으로 학습자가 조작·관찰하

여 탐구 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학습자가 상을 스스로 만들고, 자신

의 언어로 표현하며, 분석하고, 반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 마이크로월드 환경의 일부로써 ‘JavaMAL’을 창안하였다. 그렇지

만 조한혁(2001)은 기존의 LOGO가 프로그래밍 언어이기에 많은 학생들

이 어려워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거북표

현체계’를 디자인하였다. 거북이가 쌓기나무를 쌓으며 명령에 따라 진

행하는데 이는 장난감 블록인 LEGO의 은유로 문자 한 개에 쌓기나무 

하나가 응하는 3차원 행동문자를 이용한다(2010, 이지윤). 거북표현체

계는 앞 또는 뒤로 이동하는 행동문자 s, t,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

하는 행동문자 r, l, 위 또는 아래로 이동하는 행동문자 u, d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그림 Ⅱ-5]는 거북이를 앞으로 두 칸, 오른쪽으로 한 칸, 앞

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이동하면서 행동문자로 구성한 3차원 입체를 보

여준다.

처음 상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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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rsch(1996)는 LEGO같이 단순하게 블록 쌓기와 같은 쉬운 조작으로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고 상상력을 자극하며 구성한 것을 효과적으로 조

직할 수 있는 놀이를 통하여 아이는 유의미한 학습을 함과 동시에 삶에 

있어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LOGO는 LEGO와는 달리 언어(코드)를 기반으로 한다. LOGO 

기반 활동의 인지적 과정은 상징적 문자(코드)를 통하여 드러난다. 아동



은 LOGO를 이용하여 코딩을 하는 동안 LEGO 등에서 얻을 수 있는 구

체적인 형태에 한 직관적인 스키마를 추상적인 수학적 개념으로 전이

시켜 다룰 수 있게 된다(Clements & Sarama, 1997).

 본 연구자는 LOGO의 단점을 극복한 거북수학 마이크로월드가 CT를 반

영한 코딩교육의 최적화된 프로그램이라 판단하였다. 거북수학 마이크로 

월드를 본 프로그램 전반에 주된 도구로 사용하였다. 

3. 도형수와 다면체

3.1. 도형수를 통한 변수의 패턴인식·일반화

 NCTM(2000)은 학교 수학의 10개 영역에 있어서 요구되는 규준을 제시

하였는데 그 중 수 영역의 첫 번째 규준으로 패턴, 관계 함수에 한 

이해를 강조하였다. 패턴은 상에 내제된 규칙을 파악하고 이를 설명하

는 과정에서 수적 사고를 드러내고 발달시키는데 효과적인 도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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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하였다. 동시에 전통적인 수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인

지적 갈등과 불균형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것의 안으로 학생들이 자연

스럽게 규칙을 찾고 자신의 언어로 서술함으로써 기호로 일반화하는 과

정에까지 이르는 ‘패턴의 일반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

지만 주어진 패턴을 바로 문자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내는 것은 많은 어

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학생들이 패턴 과제를 좀 더 이른 시기에 

문자 기호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관계를 표현 했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이 

사용한 문자 기호에 한 오개념을 가지고 있거나 아무 의미 없이 문자

를 사용 할 수 있다(신동조, 2013). Booth(1984)는 학생들이 수 학습에

서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표현하는 것과 그것을 문자를 사용하여 나타내

는 것은 서로 독립적일 수 있다고 했다. 이경화(2008)는 패턴에 기초한 

수 문제 해결에서 학생들이 일반화된 전략을 표현하는데 있어 기호 표

현을 바로 도입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수적 사고를 경험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기호 표현을 재발명하도록 하는가의 문제는 중요하다고 하였

다. 특히 미숙한 학습자일수록 문자 기호에 하여 단계적으로 의미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시간과 환경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부분 교육현장에서는 패턴을 발견하고 규칙을 서술하는 함수

적인 관계까지 설명하고 문자기호로 표현하는데 그쳤다. 안적인 표현

체계를 가지는 환경의 필요하다.

 패턴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학교 수학에서 사용하는 패턴은 

주로 수, 도형, 무늬 등을 일정한 규칙으로 늘어놓은 배열을 의미한다. 

(김동현, 2009) Chua(2009)는 특징별로 패턴을 구분하고 각 특징 내에서 

수 패턴과 시각적 패턴을 구분하였다.

 시각적 패턴은 학생들이 수를 탐구하도록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패턴을 분해하고 재구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활동은 일반화 능력의 향

상을 촉진한다(Warren & Cooper, 2008). 강현영(2007)은 초등학교에서 

비형식적으로 다루어진 시각적 패턴 탐구활동을 중학교 과정에 다시 도

입하여 일반화하고 기호화하는 교수자료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장혜원(1997)은 표현의 측면에서 상징적 표현을 지나치게 강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시각적 표현을 언어적 표현과 등하게 

다룰 것을 제안했다. 학령이나 인지적인 부분에서 발달이 늦은 학생들에

게 수학습에 있어 수 패턴보다는 시각적 패턴을 도입하기에 적절할 것

이다. 

 일반적으로 패턴은 배열하는 방법에 따라 반복패턴과 증가패턴으로 나

눌 수 있는데 반복패턴은 저학년 학생들에게 반복되는 상을 인지하기 

위한 과제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신동조, 2013).

<표 Ⅱ-15> 패턴 과제의 중요한 특징과 분류(Chua, 2009, p23)

특징 수 패턴 시각적 패턴

패턴 배열의 형태 수, 항등식 등 그림 등

함수의 유형 수 함수 위주이나 일부는 초월 함수까지 가능

연관된 변수의 개수 교육용으로 1 ~ 2개가 좋지만 그 이상도 가능

시각적 표현 수식에 의존 그림에 의존



 반복패턴은 수학에서 치환을 통해 간결한 코딩으로 표현이 가능하며 증

가패턴 역시 변수를 사용하여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 치환·변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관찰해야하며 동시에 일반화 시킬 수 있는 능

력이 필요하다. 일반화는 수학에서 매우 중요한 사고과정이다. Harel & 

Tall(1991)은 일반화는 주어진 논거를 더 넓은 맥락에 적용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학에서 핵심적인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p.38). 

Radford(2010)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것에만 사로잡혀있

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다른 무언가 즉, 일반적이고 개념적인 그 무언

가에 주목하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특정한 영역을 초월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p.55). 동시에 패턴을 수적으로 일반화하는 

것을 통하여 일반화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교과과정에서는 패턴의 일반화는 중요하게 다루어보이지 않는 

듯하다. 초등교육과정에서는 규칙성과 함수영역에서 일부 다루다가 중학

교로의 연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등학교 수열 단원에서 수 

패턴에만 집중되어 지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외국에서는 패턴의 일반화

에 관하여 중요성을 인지하고 교육과정에서 다루길 권장하고 있다. 

Lanmin(2005)은 미국의 NCTM(2000), 영국의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2001), 호주의 Australian Education Council(1994)의 교육과정에 

있는 패턴의 일반화 과제에 해 언급하고 이는 형식적인 수 교육과정 

도입에 앞서 패턴의 일반화를 통해 저학년에게도 수를 도입할 수 있다

는 이른바 ‘early algebra’가 필요하다고 했다. Friedlander & 

반복패턴 증가패턴

[그림 Ⅱ-6] 반복패턴과 증가패턴



Tabach(2001)는 패턴이 주어졌을 때 일반화 하는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

였다.

<표 Ⅱ-16> 패턴일반화의 4가지 단계(Friedlander & Tabach, 2001)

단계 내용

시작하는 단계(Launch)
특별한 예가 학생들에게 주어지거나 또는 그들 

스스로 이러한 예들을 만든다.
일반화를 형성하는 단계

(Toward a working 

generalization)

주어진 것 외에 또 다른 예를 생각하고 해결한

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일반화를 생각하게 된다.

일반화를 명확히 하는 

단계(Toward a explicit 

generalization)

관찰된 패턴을 언어 또는 기호로 기술한다.

정당화 단계(Toward a 

justification)

일반화된 식에 구체적인 패턴을 적용하고 확인

한다.

 김성준(2004)은 패턴을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 어려움은 인지 수준, 언어화 수준, 기호화 

수준 등 세 가지로 구분 된다고 하였다. 인지 수준에서 패턴은 의도하고 

있는 내용을 파악하느냐 못하느냐와 관련된 것으로 설명하고 언어화 수

준에서 패턴을 명확히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으로 설명하며 기호화 수준

은 언어화된 패턴을 기호 등을 이용한 수적 표현 조작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설명했다. 

 또한 사용되는 변수에 비례하여 패턴에 차수를 부여할 수 있다. 그전에 

변수에 한 정의를 확인해야만 할 것이다.  지영명(2015)은 

Küchemann(1981)가 수 학습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세 가지 문자기호인 

미지수, 일반화된 수, 변수에 한 해석을 정리하였다. <표 Ⅱ-17>과 같

다. 



<표 Ⅱ-17> 문자기호의 세 가지 범주(Küchemann, 1981 재인용)

문자기호 문자기호에 한 해석

미지수
문자를 특정하지만 아직 모르는 수로 간주하며, 직접 그 문

자를 조작할 수 있다.

일반화된 수
문자는 단지 하나보다는 여러 개의 값들을 나타내거나 입

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변수
문자는 수많은 불특정한 값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되며, 

두 문자 사이에 체계적인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일차패턴은 변수가 한 개 있는 패턴이다. 예를 들어 계단을 생각해보

자. 한 번에 한 계단을 오른다면 걸음 수에 비례하여 계단이 증가한다. 

이를테면 첫 걸음을 내딛었을 때 계단의 개수가 한 개였다면 10걸음을 

걷는다면 굳이 계단을 오르지 않고도 마지막 위치에서 계단의 높이는 처

음의 10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차패턴은 한 계단을 오를 때마다 떡

을 계단 수의 두 배보다 한 개 적게 먹는다고 가정하자. 즉, 첫 번째 계

단에서 1개, 두 번째 계단에서 3개, 10번째 계단에서는 19개가 될 것이

다. 결국 10번째 계단을 올랐을 때는 100개의 떡(홀수의 합은 개수의 제

곱이다)을 먹게 되는 것이다. 즉, 걸음 수에 따라 먹게 되는 떡의 총 개

수가 일정한 규칙에 의해 변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차패턴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차 패턴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게 시각적으로 용이하게 학습하게 할 수 있다면 어려운 수식

을 주지 않더라도 ‘early algebra’가 가능해진다. Carraher & 

Schliemann(2007)은 전통적인 수 표기법이 수적 아이디어와 관계들

을 표현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아니고, 언어, 표, 수치적 표현, 그림 

등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Radford, Bardini & 

Sabena(2007) 역시 수적 상징체계는 학생들에게 일반화에 관한 표현을 

간결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학생들이 굳이 한 체계

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Samson(2011)은 패턴 중 특히 시각적 패

턴(figural pattern)으로 점 패턴, 성냥개비 패턴, 타일 패턴, 2, 3차원의 



쌓기나무 패턴 등을 언급하면서 이와 같은 시각적 패턴으로 표현되는 수

열은 잠재적으로 패턴의 근본적인 구조에 한 더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그 패턴의 해석에 있어서 더 큰 깊이와 폭을 허용한다고 주장하였

다. 그렇다면 시각적 패턴에서 어떤 소재를 택하느냐와 이를 어떻게 접

근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Samson(2011)은 교실에서 

시각적 패턴을 이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첫 번째로 주어진 시각적 패턴이 학생들로 하여금 적절한 일반화 전략을 

사용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주어진 시

각적 패턴이 어떤 학생들에게는 해결 전략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잠재

성을 갖는 동시에 다른 학생들에게는 추가적인 문제를 창조 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형수가 시각적 패턴으로 적

합한 소재라 볼 수 있다.

 도형수(figurate number)의 사전적 의미는 r-차원 공이나 점들의 이산적

인 r-차원의 규칙적인 기하 패턴으로 표현되는 수로써 보통 형상수라고

도 한다(박교식, 2004). 특히 r=2이면 다각수(polygona number)라 정의한

다. 다각수에는 삼각수, 사각수, 오각수, 육각수 등이 있으며 다각수의 

누적된 합을 가지고 각뿔수(pyramidal number)를 정의할 수 있다. 

삼각수 : 1, 3, 6, 10, 15, ... 

(계차는 공차가 1인 등차수열)

사각수 : 1, 4, 9, 16, 25, ... 

(계차는 공차가 2인 등차수열)

[그림 Ⅱ-7] 삼각수와 사각수



삼각뿔수 : 1, 4, 10, 20, 25

(삼각수 합의 누적수열)

사각뿔수 :  1, 5, 14, 30, 55

(사각수 합의 누적수열)

[그림 Ⅱ-8] 삼각뿔수와 사각뿔수

 도형수 중 다각수는 고  그리스 시  때부터 여러 수학자들이 자신의 

이론을 창조하기 위해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Betancourt & Park, 

2009). 그 표적인 수학자가 피타고라스인데 다각수 중 사각수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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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으로 정의한 수학자는 그리스의 수학자 Hypeicles(약 BC 170)이다. 

이후 Theon, Nicomachus 등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들은 더 낮은 차수

의 다른 다각수의 결합으로부터 또 다른 다각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내었다. 이후 다각수에 관한 현 적인 이용은 파스칼의 삼각형, 

페르마의 다각수 정리 등으로 이어졌다. 도형수는 그 자체가 수의 패턴

인 동시에 시각적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김철호, 2012).

 또한 도형수는 재귀적 전략과 관련이 깊다. 이전 도형에서 이와 닮아 

있으면서 더 큰 도형을 만들어내는 재귀적 전략에 사용되는 두 항 사이

의 차이에 규칙이 있는데 패턴을 일반화 시키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사용

될 수 있다. 

  김철호(2012)는 도형수를 시각적 패턴의 소재로 활용한 패턴의 일반화

에 관한 연구는 세가지 의의를 갖는다고 했다. 1. 도형수를 통한 패턴 

활동은 수학사에 근거한 개념으로서 교수학습 측면에서는 Freudental의 

역사 발생적 원리10)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 2. 도형수에 한 탐구에는 

10) 수학의 역사적 발달과정은 통찰에 의해서 획득되어 간 과정이며, 수학교육
학의 주요 문제의 하나는 그러한 점진적인 형식화 과정을 수학교육에 이용하



다양한 일반화의 전략이 들어있다. 도형수는 그 자체가 수의 패턴인 동

시에 시각적 패턴이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하기 위한 여러 전략이 숨어져 

있다. 이는 곧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과정, 식의 수적 조작, 증명과 관

련된 지식을 연결한다. 3. 패턴의 일반화의 영역을 다른 분야로 확장할 

수 있다.

3.2. 분할정복 알고리즘을 적용한 다면체 부피 측정

 우리는 3차원 공간에서 살고 있으면서 생활 주변에 있는 많은 입체도형

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입체 도형을 관찰하고 성질을 이해하며 학습한 

것을 생활 속에서 창의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고와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Freudental(1973)은 학생들이 풍요롭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기하교육은 필수이며 특히 교사에게 공간에 하여 올바르게 지도하길 

강조하였다. 문제는 3차원 입체도형을 2차원 지필위에 옮겼을 때 공간능

력이 부족한 학습자에게는 학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Thutstone(1944)은 공간능력을 공간시각화, 공간적 관계, 공간적 방향으

로 구분해서 설명한다. 공간시각화(Spatial Visualization)는 상이 되는 

도형이나 입체를 상황에 맞게 마음속에 조작하는 능력을 뜻한다. 공간적 

관계(Spatial Relation)는 상과 부분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을 뜻

하며 공간적 방향(Spatial Orientation)은 주어진 상을 여러 가지 각도에

서 다양한 방법으로 인식하는 능력을 뜻한다. 본 연구자는 

Thutstone(1944)이 정의한 공간능력을 전제로 측정영역에서의 공간능력

에 집중하고자한다. 수학에서 기하학을 뜻하는 영어의 ‘geometry’는 

땅을 의미하는 geo와 측량을 의미하는 metry가 합성된 것이다. 기하학은 

본래 측량하기 위하여 필요했던 학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

서 평면이나 공간에서의 도형에 관한 넓이나 부피를 측정하는 것은 중요

하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실 수업은 측정에 한 

형식적 내용들의 암기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측정에 

는 연구이다. 우정호(1998), 학교수학의 교육적 기초 p.58



관하여 스스로 추론하고 탐구하는 활동이 배제되어있다. 부분의 학생

들은 도형의 넓이나 부피를 구할 때 그 모양에 한 분석이나 탐구 활동

을 하지 않고 바로 암기된 공식을 이용한다. 

 교과과정이 꾸준히 바뀌어 오고 있지만 기하 영역을 기준으로 볼 때 초

등학교에서는 평면도형과 입체 도형의 개념과 성질, 길이, 시간, 무게, 

각도, 넓이, 부피의 개념과 활용을 다룬다. 중학교에서는 기본 도형의 성

질에 한 이해와 증명, 피타고라스정리, 삼각비에 한 활용을, 고등학

교에서는 평면좌표, 공간좌표에서 파생되는 직선, 평면, 원이나 구의 방

정식을 다룬다. 특히 중학교 과정에서 입체의 부피와 겉넓이는 거의 구

체물을 통한 실험적 방법위주로 지도되고 있다. 중학생이 생각하기에 보

다 많은 추론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이다. 이러한 방법의 

맹점은 수학적 사고 과정 없이 결과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결과만을 

단순히 암기하게 된다. 구체물을 통한 실험에 의한 학습지도와 고등학교

에서 배우게 되는 미적분학을 전제한 엄 한 수학 논증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직관적인 수학적 추론방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지도할 수 

있다면 학생들은 풍요롭게 사고할 수 있을 것이며 갑자기 어려워지는 지

식의 간극을 효과적으로 매울 수 있을 것이다. 직관적인 수학적 추론방

법 중 하나로 분할정복 알고리즘을 들 수 있다. 

 알고리즘은 간단하게는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유한회의 절차로 

정의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입력을 받아 

원하는 출력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기술한 것’으로 주로 문제해결을 위

한 정보 처리 이론에 많이 사용된다. 분할정복알고리즘(Divede and 

Conquer)은 수많은 알고리즘 방식 중 하나로 원래의 문제를 둘 이상의 

작은 문제로 분할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분할된 

각각의 문제의 총합이 원래의 문제의 성격이 같을 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분할된 문제(subproblem)의 개수는 증가하더라도 처리하는 알고

리즘은 동일(즉, 재귀적)하다. 이름에 정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이유

는 문제해결 방식이 나폴레옹이 활용했던 Divide and Rule전략과 흡사했

기 때문이다. 분할정복 알고리즘은 2가지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문제를 더 작은 부분문제로 분할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는 

각 부분문제에서 구한 답을 분할하기 전의 원래 문제에 한 답이 되도

록 합병하는 과정이다. 분할정복 알고리즘 학습은 문제해결력 향상에 효

과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백선련 외, 2008). 특히 수관련 이산수학에서 

관련되어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컴퓨터 공학에서 코딩을 효과적으로 작

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크기가 인 재귀적으로 정의된 해결해야 할 문제

가 있다고 가정하자. 크기 이 해결 가능한 범위를 초과할 때 해결 가능

한 범위인 인 개의 작은 문제들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단순화를 

위해 을 의 배수라고 가정하면 실제로 작은 문제들의 수는 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크거나 같은 가장 가까운 정수와 같은 크기를 갖는

다). 또한 작은 문제들의 해를 원래 문제의 해로 결합하는 알고리즘의 

정복 단계에서 요구되는 부가적인 연산의 수가 총 이라고 가정하자. 

이 크기 인 문제를 풀기 위하여 요구되는 연산의 수를 나타낸다면,

   을 만족하게 된다. 수열의 최 와 최소 구하기를 예

로 들 수 있는데 수열 의 최 와 최소 원소를 찾기 위한 다음 분할정

복 알고리즘을 생각해 보자.   이면 이 최 이며 동시에 최소이다. 

이 1보다 크면 전체 수열을 2개의 원소의 수가 같거나 또는 둘 중의 

하나가 다른 것보다 원소가 하나 더 많은 두 개의 수열로 나눈다. 그러

면 문제는 두 개의 수열 각각에 해 최 와 최소를 찾는 것으로 축소된

다. 결국 보다 작은 두 개의 수열 각각에서 최댓값들과 최솟값들을 찾은 

뒤 비교함으로써 원래 문제인 전체의 최 와 최소를 얻을 수 있다. 그리

고 이러한 작업은 처음 수열에서 최 ·최소를 찾는 과정보다는 효율적

이다. 을 개의 원소를 가지는 수열의 최 와 최소 원소를 찾는데 

필요한 전체 비교 수라고 하자. 크기 인 문제는 이 짝수 일 때 두 번

의 비교에 의해 크기 인 두 문제로 축소될 수 있다. 두 번의 비교 중 

한 번은 두 수열의 최댓값들을 비교하고 다른 한 번은 두 수열의 최솟값

들을 비교한다. 따라서 이 짝수일 때 점화 관계    가 주

어진다.  이러한 알고리즘이 수에서 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기하에서도 

적용하고 있었다. 아르키메데스가 구의 부피를 구한 것도 나누어서 문제



를 해결하려 했었는데 이 역시 분할 정복 알고리즘의 일부로 해석 가능

하다. 아르키메데스의 연구는 극한에 한 엄 한 논의를 제외하면 중학

수학 수준의 지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 지식들을 절묘하게 

조합하여 구의 부피 측정에 이르는 방법을 보여준다. 즉, 새로운 입체의 

부피는 그 입체에 포함되는, 그러나 부피를 손쉽게 측정할 수 있는 다른 

입체들의 부피의 총합을 통해 곧바로 구해지므로 그 원리를 통해 부피 

계산에 필요한 극한 과정을 숨길 수 있다는 것이다(Edward, 1979;105). 

본 프로그램에서는 분할정복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특정입체의 부피를 측

정하는 과제설계를 하였다. 

4. 진로교육과 3D프린터

4.1. 진로교육의 필요성

 입시교육 위주의 학제(學制)와 진로 탐색기회의 부재는 학생 본인의 적

성과 원하는 진로에 해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못하고 진로정체감 혼란

을 겪게 된다. 적절한 진로 교육이 학교 현장에 도입되어야 한다. 문제

는 시기이다. 기초 학습 능력 함양에 초점을 맞추는 초등학교 교육, 

학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교육을 제외하면 중학교학교 교육에 적합할 

것 같다. 진로가 중학교 과정에서 확립이 되면 입시준비도 거기에 맞춰

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강재태(2005)는 진로교육을 직업적성교육으로 재정의 함으로써 개인이 

자신의 직업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돕는 교육이라고 했다. 유낙주

(2007)는 학교는 학생의 가능성, 흥미, 적성, 인성, 처한 환경 등을 고려

하여 진로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201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자주인의 관점에서 진로교육

에 하여 제시되었던 적이 있다.

  송현규(2012)는 심리적 구조, 가치관, 자아개념, 직업관 등을 포함하는 

의식 체계를 형성 하는 것은 개인의 진로발달과정에서 중요한데도 불구



하고 많은 학생들이 교육현장에서 구체적인 진로에 해서 고민하거나 

방향성을 찾지는 못하고 있다고 했다. 유낙주(2007)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간으로서 조화롭게 성장·발달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학교는 각 교과별

로 지식뿐만 아니라 교과와 생활지도, 특별활동, 인성개발, 진로지도 등

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한 미래 교육에서의 학습 결과는 단순히 졸업장을 받는데 있지 않고 실

제적인 직무 능력에 의하여 인정받게 될 것이라 했다.

 Ginzberg(1971)는 직업선택은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나

중에 이루어지는 결정은 그 이전의 결정의 영향을 받게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직업선택의 과정을 환상기(6-10세), 시험적 직업선택기(11-17세), 

현실적 직업선택기(18-22세)로 나누고 그 중 중학생 시기는 시험적 직업

선택기로 이 시기에 자신의 흥미, 능력, 가치가 고려되기 시작한다고 했

다. 이 시기에 다양한 직업과 보수수준, 해당 직업을 얻기 위한 여러 가

지 교육과 훈련의 유형 등에 해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며 직업선호를 

자신의 가치관 및 생애 목표에 비추어 평가해보는 과정을 겪게 된다고 

했다.

 Super(1957)는 진로를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자아 적응과정

으로 보았다. 그리고 성장기(0-14세), 탐색기(15-24세), 확립기(25-44세), 

유지기(45-65세), 쇠퇴기(65세 이후)로 구분하고 진로발달을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고 변화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중학교 

시기의 청소년들은 학교생활, 여가활동, 이외의 일을 통해 자신의 욕구, 

흥미, 능력, 가치, 직업적 기회 등을 고려하기 시작하며 잠정적인 진로를 

선택하고 거기에 맞추어 행동 한다고 한다.

 Tuckman(1974)는 자아인식, 진로인식, 진로의사결정이라는 세 가지 요

소를 중심으로 하는 8단계의 진로발달 이론을 제시하였는데, 중학교 시

기의 청소년들은 8단계 중 특히 6단계(자기 결정의 단계)를 경험한다고 

한다. 이 시기에 개인은 자신의 규칙과 규범을 설정하고 자아인식을 위

해 노력하며 직업군을 탐색, 관련된 현실적인 직업관을 갖기 시작하며 

거기에 맞게 행동한다고 한다.



 이상의 학자들의 견해와 내용을 참고로 했을 때 중학교 시절 현실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분명 학생들

이 자신의 꿈과 끼를 키워야 한다는 자유학기제의 목표와 일치하는 측면

이 있다.

4.2. 3D프린터 산업의 실제와 교육현장 도입 가능성

 3D 프린터의 등장은 21세기 혁명11)이라 할 정도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됨과 동시에 제조업의 판도를 바꿀 정도로 강력하

게 영향을 주고 있다. 본 절에서는 3D프린터 산업의 실제를 알아보고 교

육적 활용에 가능성에 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3D프린터란 3차원으로 특

정 물건을 찍어내는 프린터로, 입체적으로 만들어진 설계도만 있으면 종이에 

인쇄하듯 3차원 공간 안에 실제 사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기이다. 3D프린

터는 Scott Crump가 출원한 FDM 제조방식의 원천 특허권이 2000년  후반 

만료가 되면서 국제적으로 크게 부상하였다. 2011년 한 해만 2만  이상의 

개인용 3D프린터가 보급되었으며 Carl Deckard가 보유한 SLS 기술특허권

이 2014년 만료된 이후 더 폭 넓게 개인용 3D프린터의 보급이 확산되었

다. 현재 독일, 미국, 스웨덴에서는 장비 제조 R&D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후발 국가의 장비개발에 따른 특허권 소송이 급증할 전망이다(최

윤찬, 2014). 한민국의 미래 창조과학부 역시 프린터 활용 기술을 기

술영향평가 상으로 선정해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IT 기술발달로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것이다. 이미 3D프린터 

기술은 산업적 응용을 넘어 저가 3D프린터의 개발과 보급이 이뤄진 상태

이며 수요가 점차 늘고 있다12). 3D프린터로 인해 소량 다품종 생산을 촉

11) 3D 프린팅 기술은 인터넷보다 더 파괴력이 있는 3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장
이 제기된다.  1. 1800년  중반 증기기관의 출현으로 영국에서 1차 산업혁명
이 발생, 2. 1900년  초반 미국 핸리포드에 의한 이동조립식 자동차 생산에 
따른 새로운 량생산체제는 2차 산업혁명으로 간주됨, 3. 21세기는 3D프린
터로 제 3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 (최윤찬, 2014)

12) 크기와 성능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며 산업용은 1만-100만 달러 수준으로 



진하여 제조업 관련 일자리 판도가 바뀔 전망이다. 

[그림 Ⅱ-9] 3D 프린터와 출력

  3D프린터의 시장규모는 성장 정체기에 있는 일반프린터 시장에 비해 미

미한 수준(일반프린터 시장의 1백분의 1규모)이나 두 자릿수의 높은 성장

을 기록하고 있다. Wohlers Associate 컨설팅회사에 따르면 3D프린터 시장 

규모는 2009년 11억 달러에서 2011년 17억 달러로 증가했고, 2019년에는 

65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최윤찬, 2014). 

 처음에는 부품을 만드는 제조업 분야에서 출발했지만 최근 응용범위가 

크게 확 고 있다. 동시에 출력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표 Ⅱ-18> 3D 프린터 응용 분야 (최윤찬, 2014)

산업 사례

자동차 시보드, 바디패널 등의 시제품

의료 인공치아, 인공뼈, 인공관절 등 보형물

식품업 개인 맞춤 음식

패션 구두 등의 시제품 견본

항공/우주 알루미늄 동체 등 주요 부품

건축 건축 모형

앤터테인먼트 영화용 캐릭터

소비자가전 휴 폰 케이스, GPS 디바이스 등 각종 소비자 가전의 시제품 

 

고가지만 최근 일반 소비자를 상으로 한 1,000달러 이하의 저가 모델이 출
시되고 있다(2014년 물가기준)



<표 Ⅱ-19> 3D 프린터 출력방식 (정혁비, 2014)

3D프린터 출력의 

종류
출력 방식별 특징

융합증착 모델링(수

지 압출법)(fused 

deposition modeling) 

: FDM 

 부드러운 원료를 프린트 헤드를 통해 짜내는 방식이

다. 집, 학교, 사무실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프린트 

헤드를 통해 압출할 수 있는 원료로만 프린트 된다(플

라스틱, 금속, 유리 등).

폴리젯 프린터

(polyjet)

3D프린트 노즐을 통해 액체 형 원료를 분사하는 방식

이다. 방울을 분사하는 것이 16미크론의 얇은 층으로 

빠르고 정확한 방법 가능하며, 고해상도의 산업과 의

료 응용 프로그램에 이상적이다. 그러나 인쇄 원료의 

한계(플라스틱 감광성 수지와 같은 특수하고 비싼 원

료)가 있다.
그믈망 성형기법

(laser engineered net 

shaping) : LENS

레이저 광선에 원료를 불어내는 방식이다.

티타늄, 스테인레스 등 딱딱한 재료로 물건을 만들 수 

있다(조율된 비율로 합금이 가능).
박층 객체 제조프린

터 ( 시 트 적 층

법)(laminated object 

manufacturing) : 

LOM

층을 형성하는데 프린트 헤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얇

은 막의 재료를 박층하여 하나의 단단한 3차원 물체

를  형성한다.

SL(광조형법)

UV레이저가 연속해서 감광성 수지 표면에 단면 층의 

윤곽을 그림, 고체화된 부분이 천천히 탱크 안으로 들

어가는 방식이다. 레이저가 빠르고 정확, 10미크론 두

께로 모델과 부품 제조 가능하지만 독성가스를 분출

하고 내구성이 약하다. 한 번에 하나밖에 인쇄할 수 

없다.

SLS(레이져(분말) 소

결법)

붕괴될 가능성이 적고 분말재료를 재활용가능하다. 나

일론, 강철, 티타늄 등을 포함한 다른 원료들도 분말

로 만들어 프린트 출력가능하다. 부드럽지 않고 다공

성(porous)이지만 여러 종류를 한 번에 프린트 불가능

하여 집이나 사무실 환경에서 사용하기 부적합하다.



 3D프린터로 디자인한 상을 출력하는 과정은 3가지 순서를 따른다.  

첫 번째 과정은 소프트웨어나 3D스캐너를 통해 3D프린터가 이해할 수 

있는 공통 파일을 제작하는 단계로 주로 STL 또는 OBJ형식의 파일을 만

들어 낸다. 두 번째 과정은 첫 번째 단계에서 만들어진 STL 또는 OBJ 

파일을  종류별 3D프린터가 출력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결과 파일을 

특정한 3D프린터와 연동하여 원하는 재료를 가지고 직접 출력하는 단계

이다. 세 번째 과정은 서포터(공중에 떠있는 부분을 출력하기 위해 3D프

린터 출력 시 지지  역할을 함)를 제거, 연마, 염색, 표면재료 증착 등

과 같은 최종 상품화를 위한 마무리 가공 단계이다. 그러므로 3D프린터

를 사용하기 위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자 수준에 적절한 모

델링 소프트웨어의 선택이라 볼 수 있다. 3D모델링 소프트웨어는 유료 

소프트웨어에서 프리웨이로 수준별로 다양하게 보급되고 있다. 따라서 

교수자는 학습자 수준에 맞는 적절한 소프트웨어를 선택해야 한다.

 3D프린터는 한 개인이 관련 프로그램의 사용만으로 무슨 제품이든 어

디서나 설계가 가능하고 복잡한 제조·유통 과정 없이 저렴하게 납품이 

가능해진다. 사용재료도 프린팅 기술에 따라 다양해질 전망13)이다. 3D프

린터 산업이 활성화 되면 기존의 공급망 관리체계가 무너지는 상황이 올 

수 도 있을 것으로 관측 돼 유통시장에 일  혼란이 야기될 수 도 있다. 

또한 공장 노무직의 소멸하는 신 사무직의 디자이너, 엔지니어, IT전문

가, 물류·마케팅 전문가 등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직 사회로 급격히 진

화 할 것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3D프린터 교육이 포함되고 관련 분야 지

도의 불가피함으로써 정책변화가 예상된다. 지역사회는 3D프린터와 같은 

실험 생산 장비를 구비해 예비 창업자, 중소기업가들이 기술적 아이디어

13) 산업 분야는 티타늄 등 고가 소재로, 생활 분야는 종이, 소금, 설탕, 모래 
등 다양한 저가형 소재의 등장으로 제품 출시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3차원 프린팅(three 

dimensional printing, 

3DP)

에너지 효율성이 있고 컬러 프린팅이 가능하다. 찰흙, 

유리 가루, 고무가루, 뼛가루, 톱밥 등 다양한 재료 사

용가능하지만 표면이 커진다.



를 실험하고 구현해 보는 공간이 만들어질 것이며 이를 통해 관련 일자

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최윤찬, 2014). 

 3D프린터를 학교현장에 도입 할 때 언제부터 도입해야 할지 그리고 어

떤 교육적 효과가 있을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다. 영국은 국가 단위로 

하는 교과 과정 개편에 만 5세-16세 학생들에게 필수 교육으로 3D프린

팅을 지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한민국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와 산

업통상자원부 합동으로 3D프린터 산업 발전 전략을 연계하여 초중등 학

교에 실습 내용을 포함한 시범교육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까지 초중고 5885개 학교에 각 1 의 3D프린터를 보급할 계획이

라고 한다(최형신, 유미리, 2015). 

 그렇지만 교육 현장에 3D 프린터가 도입되는 변화에 응하기 위한 관

련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3D프린터 사용을 통해 창조 과정을 경

험하고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교과과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최형신, 유미리(2015)는 3D프린터가 가진 교육적 의미와 잠재력을 3가

지로 제시하였다.  첫 째 추상적 지식을 물리적으로 표현한 기회를 제공

함으로써 지식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정의적인 측면까

지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둘 째, 3D모델링 과정과 3D프린터의 출력원

리를 지도함으로써 알고리즘 기반의 디자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창의적으로 디자인한 상을 모델링 소프트웨어로 표현하면서 수

학·공학·예술을 포함한 융합적 사고를 신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 

째, 3D프린팅으로 학습자가 직접 제작한 하드웨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두이노, 라즈베리를 동력 장치로 하고 3D프린터를 통해 외부 

모형을 만들어 연결시키면 학습자 자신이 외주 정보에 반응하는 물체를 

직접 제작할 수 있다.



Ⅲ. 자유학기제 스마트 융합수학프로그램 구성

1. 프로그램 구성 방향

 본 프로그램은 21세기 수학 교육의 경향에 맞추려함과 동시에 CT역량 강

화를 달성하고자 고안되었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참여자 수준의 적절한 CT

기반 환경에서 수학적 개념을 학습한다. 또한 참여자는 학습한 내용을 바

탕으로 형성된 표현체계(코딩지식)를 가지고 작품 만들기 디자인 활동을 통

하여 최종 작품을 만들어본다. 최종작품을 가지고 참여자 상호간의 토론을 

하고 잘된 작품을 3D프린터로 출력하면서 3D프린터와 스마트 패드 사용법

을 동시에 익힌다. 이를 통해 수학에 한 정의적인 측면을 극복하며 부수

적으로 관련분야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본 프로그램은 Bransford, Brown, & Cocking(2000)가 제시한 학습 환경

설계 원리를 바탕으로 설계하였는데 첫 번째 특징으로 관련 지식 중심으

로 공학 도구를 사용하는 환경 중심의 학습 환경을 들 수 있다. 학습 보

조수단으로써의 공학적 장치는 학습자가 지식의 구조에 효과적으로 접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결과 학습자가 새로운 정보를 해석하고 배

운 지식을 사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특징으로 평

가 중심 학습 환경을 들 수 있다. 평가를 지양하는 자유학기제이지만 학

습한 결과를 측정하지 않거나 결과물이 없으면 학습한 것을 쉽게 잊어버

리고 동시에 한 것을 이력으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배운 내용을 현실에 적용시킬 수 없을 것이다. 단, 평가는 경쟁구도에서 

비교하는 관점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중간에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특징으로 공동

체 중심 학습 환경을 들 수 있다. 학습자는 독립된 개인인 동시에 가정, 

학교, 국가와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써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

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영향을 받는다. 기존의 교실환경은 교수자가 지식



을 전달하고 학습자는 배운 것을 연습하고 준비하여 지필위주의 시험으

로써 결과물을 확인해왔다. 교수일변도의 방식의 수업은 교수자 비 학

생 수가 많을 때 효과적인 방식이다. 하지만 내용이 지나치게 어렵거나 

실습위주의 수업에서는 학습자간 역량차이에 의해 학습자가 지식을 수용

하는 정도에 있어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실습위주의 환경에서는 비슷한 

지평을 가진 학생 간의 토론·조언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하는 것

이 효과적일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은 토론 활동을 주어 학습할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함과 동시에 학습자 간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인성·사회성 함양에도 암묵적으로 영향을 주기를 기 했다.   

2. 프로그램 내용 및 평가방법

 프로그램은 1묶음 당 2차시(1차시는 45분)로써 6묶음(12차시)으로 구성

하였다. 차시별 내용 소개(일부)와 함께 평가 기준과 방식을 확인해보자. 

평가는 차시별 과제와 온라인 게시판, SNS기록을 기초로 하였다.

2.1. 프로그램 내용

2.1.1. 1~2차시 : 3D 프린터, 스마트 패드 소개, 기본 명령어 코딩

 1차시 프로그램의 시작은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흥미를 일

으키고 동기부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어려운 수학적 내용이나 

복잡한 코딩에 관한 얘기는 하지 않고  학생들이 기기에 친해질 수 있도

록 3D프린터에 하여 읽을거리(3D프린터 전망, 최신기사, 출력영상 등)

와 사전에 유익한 동영상14)을 확인하고 소감문을 적어오는 것으로 시작

했다. 그리고 프로그램 내내 사용할 JavaMAL·게시판 아이디 생성과 글

14) http://www.youtube.com/watch?v=swjGNPXRhtY  

    http://www.youtube.com/watch?v=cL9b0hLufx0 : 2014년 실제 수업에 사용한 영상 



을 올릴 수 있는 법 등을 지도하였다. 아래 글은 읽을거리 중 일부이다.

 동영상과 기사를 접한 학생들은 활동지를 작성한다. 활동지의 질문은 

<표Ⅲ-1>과 같다.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한다. 발표 후 스마트 패

드 기본 조작법과 JavaMAL회원가입을 일괄적으로 한다. 기기를 다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건을 그 자리에서 만들어 받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사진이나 악보를 구입해 프린터로 인쇄하듯이 자전거나 그릇, 신발, 장

난감, 의자 같은 상품의 설계도를 내려 받아 3차원으로 인쇄하는 것이다. 바

로 3D프린터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린터란 모니터에 나타난 글자와 그림을 종이

에 그리는 기계였다. 글이나 사진 파일을 펴놓고 ‘인쇄’ 버튼을 누르면 종

이에 똑같이 그려내듯이 3차원 프린터는 특정 소프트웨어로 그린 3차원 설계

도를 보고 입체적인 물건을 인쇄한다. 놀랍게도 이 진기한 기계는 이미 서른 

살이 훨씬 넘었다. 1980년  초반, 미국 3D시스템즈사는 플라스틱 액체를 굳

혀 물건을 만드는 프린터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일반 기계는 동일한 물건을 여러 번 ‘찍어내지만’ 3D프린터는 매번 색다

른 디자인의 물건을 인쇄한다. 버튼 한 번 누를 때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물건이 태어난다. 영국 워릭 에서 3차원 프린터를 연구하고 있는 크리스 라

이얼 교수는 3차원 프린터는 한 마디로 ‘산타클로스 머신’이라며 지금의 

프린터처럼 집집마다 1 씩 갖게 되는 날이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중략)

<표 Ⅲ-1> 3D프린터 시청 후기(1-2차시 활동지 문항)

문항 관련 질문

집에서의 변화 우리들의 집에서 3D 프린터는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

교실에서의 변화 3D 프린터는 학교 수업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

직업에서의 변화 미래의 직업은 3D프린터에 의해 어떻게 바뀔까?

탐구활동
인터넷에서 3D프린터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찾아서 

기록해보자.

수학과의 관련성  3D프린터와 수학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능력은 학습자별로 편차가 심하므로 교사는 천천히 짚어가며 엄격한 통

제아래 한 명도 낙오됨 없이 진행하도록 한다. 진행과정에서 미리 다한 

학생은 따라오지 못한 학생에게 도와주라고 시킨다. 그리고 가입한 아이

디와 비 번호는 교사가 일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학생들이 본인의 아

이디와 비 번호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과 장비

에 능숙하면 3차원 입체도형을 3D프린터로 출력 할 수 있고 직접 체험 

활동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알려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유도한다. 

[그림 Ⅲ-1] 게시판 온라인 가입인사 실제(확인 절차)

 1차시(45분)를 여기까지 진행한 후 2차시에는 거북 기본명령어(s, t, l, r, 

u, d)를 지도하고 간단한 과제를 내어준다.  [그림Ⅲ-2], [그림Ⅲ-3]은 거

북 마이크로월드 메인 화면이며, [그림Ⅲ-4]는 기본명령어 지도과정에서 

사용한 활동지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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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2] 거북수학 마이크로월드 메인화면

[그림Ⅲ-3] 활성화된 

거북마이크로월드

[가] - 메뉴. 거북명령에 한 설명 

및 만들어져 있는 거북명

령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

다.

[나] - 실행창. 거북명령을 통한 거

북 프로그램이 실행되며, 

실행결과가 화면에 나타납

니다.

[다] - 명령입력창. 자바말 명령어

가 표시되며 명령어를 수

정하여 실행해 볼 수 있습

니다.  



(1)

   

(2)

(3)                         (4)

(1) do  sss ( do 3s ) (3)  do sss uuu sss ( do 3s 3u 3s )

(2) do sss uuu ( do 3s 3u ) (4)  do sss uuu sss ddd ( do 3s 3u 3s 3d )

[그림Ⅲ-4] 기본명령 설명관련 활동지 일부

 학생들이 6가지 기본 명령어에 익숙해지면 초등학교 때 배운 소마큐

브15)를 코딩으로 만들어보기 활동을 시킨다. 

[그림Ⅲ-5] 소마큐브로 구현된 쌓기나무
 

 소마큐브로 작품을 만들고 관련된 유제로 연습을 한 후 수업 마지막에 

온라인 게시판에 [그림Ⅲ-6]과 같이 성벽만들기 과제를 다음시간까지 학

생이 작성한 코드를 게시판에 관리자만 볼 수 있도록 업로드하게 만든

15) 총 27개의 정육면체를  3개 또는 4개를 붙여 만든 7조각의 블록이다.



다. 쌓기나무를 전후좌우위아래로 이동하는 코드만 알려준 상태이기에 

코드가 장황하고 복잡할 것이다. 이는 다음 차시에 배울 심화코딩의 편

리함과 추상화 과정을 알려주기 복선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림Ⅲ-6] 성벽만들기 1차 과제

2.1.2. 3~6차시 : 심화코딩(치환, 변수)

 학생들이 기본 코딩에 익숙해지면 심화코딩을 통해 수학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변수와 치환 개념을 학습한다. 

 수학에서 치환은 수식에서 복잡한 부분을 간단한 문자로 신하여 식

을 간단히 하거나 효율적인 셈을 가능하게 하는 수학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개념이다. 코딩에서도 치환을 사용해야 하는데 명령어가 복잡할 때

는 반복되는 부분을 하나의 문자로 체하여 필요할 때 마다 사용해야 

프로그램이 무거워지지 않고 구조를 쉽게 읽을 수 있다. [그림Ⅲ-7]는 심

화코딩에서 치환을 설명하는 활동지의 일부이다.  

   



[그림Ⅲ-7] 치환 설명관련 활동지 일부

 1-2차시 홈 과제에서 학생들이 성벽을 만들면서 불편함을 느낀 체 3-4

차시에 치환을 학습하게 하여 코드를 짧게 표현하게 하면 기호가 주는 

의미를 진심으로 파악하면서 성취감과 즐거움까지 느끼게 된다. 

 한편, 수학에서 일차함수    같은 경우 에 값을 변화시킬 때마다 

다른 값이 나오게 된다. 이처럼 와 는 함수의 관계나 범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값으로 변할 수 있다. 수학에서는 이를 ‘변수’라 하고 부

분 문자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코딩에서도 수학에서 사용되는 변수의 개

념을 적용한다면 특정한 패턴을 파악하여 확장하거나 작품을 만들 때 효

과적으로 코딩길이를 줄이면서 구조가 명확히 드러나게 구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에게 수학에서도 어려운 코딩의 개념을 4층 계단을 

만드는 코딩을 통하여 6단계로 나누어 지도 하였다.   



①단계 : 변화하는 부분을 포착한 후 간단히 하기

쌓기나무 모양 코딩

쌓기나무준비
ㄱ
do s[0u] s[1u] s[2u] s[3u]
ㄴ

[그림Ⅲ-8] 변수를 사용하기 전 코딩 

 순수하게 기본 명령어들로 구성된 일련의 나열이다. ‘s s[1u] s[2u] 

s[3u] s[4u]’ 는 똑같은 명령어가 반복되지는 않지만 일정한 규칙으로 

만들어짐을 볼 수 있다. 여기서 s를 s[0u]로 바꾸면 정확히 0∼4까지의 

숫자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②단계 : 개별 변수 지정하기 

do s(n=0)[(n)u] s(n=1)[(n)u] s(n=2)[(n)u] s(n=3)[(n)u]

 학생들에게 숫자의 변화가 계단이 높이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설명을 해

주고 그 높이가 0부터 4까지 임을 숙지시키면서 올라가는 쌓기 나무에 

개별 변수를 지정한다. 숫자에서 변수로 넘어가는 순간인 것이다.  

③단계 : 치환 사용하기

 2단계에서 변형된 코딩은 s[(n)u] 가 반복되므로 학생들에게 치환을 사

용하여 표현해보라는 식으로 수업을 이끌어 간다. 치환을 사용하여 바꾸

면



X='s[(n)u]'

do (n=0)X (n=1)X (n=2)X (n=3)X 

이다. 처음보다 코딩의 길이가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 변하는 부분을 정

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④단계 : n=n+1

n=0

X='s[(n)u]’

do X (n=n+1)X (n=n+1)X (n=n+1)X

 위 표현은 X를 똑같이 4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X안에 있는 문자 변

수 n이 1씩 규칙적으로 증가하게 나타낸다는 뜻이다. ‘(n=n+1)’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기존의 n에 1을 더한 수를 새로운 n으로 사용

하라는 뜻이다. 여기서 등호(=)는 양쪽이 똑같다는 표현이아니라 오른쪽

의 값을 왼쪽에 입해서 새롭게 지정하라는 뜻이다. 

⑤단계 : 치환 X를 다시 정의하기 

 4단계 코딩에서 반복되는 부분을 다시 X로 치환하면

n=0
X='s[(n)u](n=n+1)'

do 4X

완벽하게 하나의 변수를 지정함으로써 코딩 길이가 짧으면서 계단의 높

이를 순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⑥단계 : 2변수(2차 패턴) 지정하기



n=0
k=4

X='s[(n)u](n=n+1)'
do (k)X

 

 계단의 길이까지 하나 더 변수를 지정하면 마지막 6단계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n은 최초 계단의 높이이며 k는 계단의 높이와 길이를 늘려가는 

변수가 되는 것이다. 변수지정을 해놓으면 계단이 길이와 높이가 엄청나

게 커진다 해도 n과 k에 넣어주는 숫자만 달라질 뿐 코딩의 길이는 변

하지 않는다. 학생들 스스로 추상화와 자동화 과정을 통하여 표현체계의 

강력함을 몸소 느끼게 될 것이다. 기존의 학교환경에서 변수를 지도할 

때는 선생님이 교과서에 나온 예제를 판서를 통하여 수식이나 관련 삽화

로 강의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은 패드 상에서 

학생들이 직접 실습해가며 명령어로써 여러 가지 숫자를 변수에 넣어보

며 실행·수정함으로써 자발적으로 변수 개념을 숙지하는 것이다. 이 때 

즈음 창의 융합컨테스트 공지를 하고 3주간의 작품을 구상하고 만들 기

회를 준다.

2.1.3. 7~8차시 : 분할정복 알고리즘을 통한 입체의 부피 측정

 7~8차시에는 학생들에게 입체도형에 관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자유학

기제가 아니었다면 1학년 2학기 수학교과서에 입체도형 단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유학기제에서 발생한 수업 결손을 최 한 보상하였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텍스트나 교구를 통한 모형 중심의 학습 방법에서 이해

가 어려웠던 3차원 공간에서의 입체도형의 부피 측정을 웹상에서 학습자 

스스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덜 받으며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

적을 두었다. 현재의 교과서는 입체도형을 2차원 평면으로써 나타내어 지도

함에 따른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Gutiérrez(1996)은 ‘역동적인 소프트웨어

를 사용해 3차원의 입체도형을 기하학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지도해야 한다



고 했으며 이는 매우 유용한 일이다’라고 했다. 특히 본 프로그램은 비교적 

해석하기 쉽고 유용한 정다면체 부피를 스마트 패드를 사용하며 비교·측정

하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먼저 입체의 닮음비가 넓이 단위에서 제곱의 비

로 부피단위에서는 세제곱비가 된다는 것을 지도하고 특히 뿔의 부피는 

기둥의 삼분의 일이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지도하였다. 기존의 종이접기 

교구 신 [그림Ⅲ-9] 3D프린터로 제작한 교구로 같은 직각삼각뿔 3개가 

정육면체를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시간이 되면 3D프린터 속에 내재

된 수학적 원리를 설명해준다.

obj파일은 공간좌표 형성하는 3D프린터의 핵

심이 되는 파일이랍니다.

왼쪽 코드는 직각사각뿔을 나타내는 obj파일

입니다.

여기서 v는 점을 뜻하고 f는 면을 뜻한답니

다. 공간상의 5개의 점은 각각 길이가 30인 

삼각뿔의 꼭짓점을 만들어요. 동시에 꼭짓점

의 번호가 1부터 5까지 자동 부여됩니다. 이

렇게 부여된 꼭짓점 번호 5개를 가지고 면을 

만들어냅니다. f이하 숫자는 바로 이렇게 번

호가 부여된 꼭짓점을 연결하라는 뜻이에요. 

[그림Ⅲ-9] 3D프린터로 제작한 수학교구 : 뿔의 부피 1/3

  

 이후에 학생들이 스마트패드를 돌려가며 정사면체와 정팔면체의 부피비를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식을 사용하지 않고 생각하였으며 이외에도 복잡하게 

생긴 입체의 부피는 분할 정복 알고리즘에 의해 더 작고 친숙한 입체로 분할



해가며 부피의 총합으로 구해 나가는 방식의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하였다. 

[그림Ⅲ-10] 실제 수업에서 패드 상에 구현한 화면을 캡쳐한 것이다. 

 

[그림Ⅲ-10] 닮음비로 확인하는 정사면체와 정팔면체의 부피

 특히, 피라미드나 정사면체의 부피를 측정하려면 현 중1과정에 없는 피

타고라스 정리를 알아야 하고 관련 수식이 많이 등장하므로 수적인 지

도가 불가능하다. 온라인 과제로는 목제 주령구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를 

제시하였다. 주령구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그것의 역사와 예술적인 얘기

를 함으로써 스토리텔링 융합교육의 일부로 내용을 풍부하게 확장할 수 

있었다. 

[그림Ⅲ-11] 입체도형 부피 측정관련 활동지 일부



[그림Ⅲ-12] 육팔면체(주령구) 3종

류의 뿔(정사면체, 피라미드, 직각

사면체)로 분해하기

2.1.4. 9~10차시 : 도형수 탐구(패턴일반화)

 9~10차시 수업은 그리스 시  때부터 연구되어 온 도형수를 패턴의 소

재로 택하고 이 도형수의 패턴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쌓기나무 

맥락을 이용하였다. 쌓기나무는 유아기에 LEGO블록으로 많은 아이들이 

유희의 소재로 접할 뿐 아니라 초등학교에서 함수와 규칙성 단원에서 쌓

기 나무를 소재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지윤(2010)

은 LEGO는 수학적 속성을 갖는다고 하면서 수학은 가장 기본이 되는 

조각으로부터 논리와 관계에 의하여 그 범위를 확장시켜나간다고 했다. 

LEGO 철학에 기인한 LOGO, LOGO에 기인한 쌓기나무 JavaMAL을 통하

여 도형수를 탐구하면서 패턴 일반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 했

다.

  [그림Ⅲ-13]와 같이 피라미드가 쌓기나무와 같다는 일화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림Ⅲ-14]같이 육안으로 세기 힘든 피라미드 모양을 수업 시작 

시 제시하고 사용된 정육면체의 개수를 어떻게 세면 좋을지에 관한 토의

를 함으로써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림Ⅲ-14] 2차 패턴으로 

쌓아올려진 피라미드

 결국 [그림Ⅲ-14]의 피라미드에 사용된 정육면체의 개수를 셈하려면 아

래와 같이

 

     ⋯    

 

     ⋯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하기 힘든 수식을 알아야만 한다. 그렇지만 

[그림Ⅲ-13] 입체도형 부피 측정관련 활동지 일부



쌓기나무 활동과 도형수를 패드로 돌려가며 그림으로 배움으로써 학생들

은 자연수의 순차적인 합, 제곱수의 순차적인 합에 해서 추측하고 패

턴을 발견해 나간다. 실제 프로그램을 수행한바 학생들은 <표Ⅲ-2>에서 

나타낸 개념을 익힐 수 있었다. 

 [그림Ⅲ-15]부터 [그림Ⅲ-17]까지는 도형수를 그림으로 해결하는 활동지

의 일부를 캡쳐했다. [그림Ⅲ-15]과 같이 삼각뿔수를 L, R type으로 변형

시켜 수식을 일반화 시키면서 변수를 사용한 코딩으로도 표현해보는 

활동까지 추가로 넣어 CT를 역량을 증진시킨다.

[그림Ⅲ-15] 코딩으로 표현한 도형수
 

<표 Ⅲ-2> 도형수의 순차적인 확장

도형수 수적인 식

번째 삼각수, 

사각수 
 

 
,            

삼각수와 사각수의 

관계
      

번째 삼·사각뿔수

(삼·사각수의 

누적합)

 

   
,  

   

삼각뿔수와 

사각뿔수의 관계
      

변형된 피라미드 수            

  



[그림 Ⅲ-16] 삼각뿔수 3개의 합으로 시각적으로 공식유도

 

[그림Ⅲ-17] 삼각뿔수와 사각뿔수의 관계

2.1.4. 11~12차시 : 스마트 창의 융합 컨테스트

 배운 코딩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작품 만들기 

디자인 활동을 2인 1조로 하게 됨으로써 프로그램을 마무리 짓는다. 작

품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수학을 이용하면서 흥미도

는 올라간다. 또한 의도한 작품을 만들기 위한 기능을 알기 위해 학생들 

상호간 토론활동이 일어나고 코딩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하려는 활동, 그

리고 수업시간에 배우지 않은 고급 기능까지 스스로 탐구하며 찾아낸다. 

작품은 치환과 변수 기능을 익히는 4차시 직후 바로 소개하며 3주 뒤인 

11-12차시에 공개함으로써 교사와 동료 평가가 이루어진다. 본 프로그램



은 학생들이 스마트 폰에 관심 있어 하는 것을 바탕으로 스마트 폰 거치

 만들기로 했다. 프로그램 운영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발명 아

이디어 및 발상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었다. [그림Ⅲ-18]은 교사가 

코딩으로 만든 스마트 폰 거치 이며 코딩이 아닌 측면에서 발명한 예들

이다. 

테이프 케이스 

이용
담배 곽 이용 클립 이용

휴지 곽, 압핀 

이용

[그림Ⅲ-18] 스마트폰 거치 (예시)와 3D프린터 출력

 시상내역은 3가지로 구분해서 이루어졌다. 

<표 Ⅲ-3> 스마트 창의 융합 컨테스트 시상내역

시상 내용   

작품상
가장 창의적으로 작품을 제출 한 팀, 독창성, 유창성, 심미성, 적

절성 등의 요소가 반영된다.

코딩상 가장 짧으면서 효과적인 코딩으로 작품을 제출 한 팀, 수학적 개



  

 컨테스트 후 학생들에게 조금 더 여유기간을 주어 컨테스트 당일에 받

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자신의 작품을 수정하는 시간을 가진다. 수정한 

최종 작품을 제출하면 그것을 수합하여 시상 받은 팀에게 직접 3D프린

터로 작품을 출력해주는 것으로 프로그램은 종료된다.

2.2. 프로그램 평가방법

2.2.1. 자유학기제 스마트 융합수학프로그램 평가의 필요성

 교육에서 평가(評價)란 성과를 판단하는 척도로써 다목적으로 사용된다. 

자유학기제 취지에 시험이 없다하더라도 학생의 성취수준을 나타내는 지

표는 필요하다. 이는 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학생 스스로 

가치 부여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됨과 동시에 진로설계의 참고자료로 사

용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본 프로그램은 지필 시험처럼 답이 

있어서 양적인 변화에 성과가 있다는 것을 강조 한다든지 입시에 도움이 

되는 경쟁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보조 자료로써 사용되는 것은 원칙

적으로 지양한다. 본 프로그램은 학생 내부적으로 수학에 한 막연한 

거부감을 줄여주고 수학의 유용성을 인지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를 바

라는 목적에서 설계 되었다. 평가는 공식적으로 교사소견, 학생이 수업

을 통하여 작성한 기록, 설문을 통하여 문서화하고 개인적으로 포트폴리

오와 일기형식의 소감문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2.2.2. 정의적 영역 평가의 준거·실제·평가틀

념 사용(치환, 변수), 구조적인 코딩으로 평가한다.

우정상

가장 협력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한 팀, 게시판에 드러나는 토론활

동, 컨테스트 기간 내 성실하고 상호 간 조언 많이 해준 학생에

게 좋은 평가 점수를 준다.



 학생들의 정의적 측면을 고려한 학교 수학교육의 필요성은 3차 교육과

정 때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때부터 학교 수학교육은 학생에게 수학적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이상으로 수학에 한 긍정적 태도를 기르는 

것을 학교 수학교육의 중요한 목표로서 추구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우리나라 학교 수학교육에서 정의적 측면에 한 교육은 인지적 측

면에 비해 소홀히 취급되었다. 입시에 집중한 변별력 있는 과목으로써 

학생들은 수학을 좋게 인식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학

공부를 했다. 그 결과 각종 국제평가에서 인지적 측면은 매우 우수하지

만, 정의적 측면은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

기 위하여 2007년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수학에 한 가치 인식

과 흥미를 가지고 수학에 한 긍정적 태도를 기른다."라는 교육목표로

써 정의적 측면을 평가에 반영하기를 강조하였다(교육인적 자원부, 

2007). 

 정의적 특성에 한 교육은 학생들의 인지적 수학 능력 향상에 다른 어

떤 요인보다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기 한다. 박정(2007)은 우

리나라 학생들의 경우 수학 성취도와 자신감, 즐거움, 가치 인식 등과 

같은 정의적 특성 사이의 양의 상관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정의적 영역에 한 개선은 단편적인 변화를 가지고 큰 

결과를 기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수학에 한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고 수학의 유용성과 가치인식을 할 수 있는 교재의 개발, 학생 수

준에 맞는 맞춤형 지도, 일방적인 설명 방식보다는 탐구형, 토론형, 협력

학습형으로의 수업 방식 개선, 관련 교구 및 수학교과교실 개선, 입시제

도·교사연수 등의 교육정책 변화 등 복합적·점진적으로 바꿔가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제한점을 전제하고서라도 본 프로그램은 수학에 

한 정의적 영역에 하여 전반적인 향상을 목표로 하였지만 그렇지 않

더라도 프로그램 설계에 충분한 의의를 두었으며 종합적인 변화보다는 

한 개인의 관점변화에 더 큰 의미를 두었다. 몇 년 동안 수학에 한 부



정적인 인식이 12시간이라는 짧은 수업시간으로 크게 바뀌는 것을 기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좋은 프로그램이 반드시 정의적 영역의 전반적

인 향상을 꾀하는 프로그램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적 영역에 하여 박선화(2010)의 정리결과를 참고해 후속 연구에 

한 기 를 바탕으로 통계처리를 하였다. 정의적 영역에 한 평가는 

리커트 5점 척도를 4점 척도16)로 변환하여 프로그램 전후 직후에 각각 1

회씩 동일한 문항으로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 1, 그렇지 않다 : 2, 그렇다 : 3, 매우 그렇다 : 4로 숫자를 부여하였다. 

부설중학교는 학업 성적이 우수한 그룹을 A(전반기, 44명) 그렇지 못한 

그룹을 B(후반기, 37명)로 두고 전체 통계를 산출하였으며 부여중학교는 

성적순으로 구분하지 않는 학교 시스템을 고려해 전체 40명을 한 그룹으

로 통합해서 산출하였다. 객관식 답안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후 

검사 시 프로그램에 한 서술형 질문을 덧 붙였다. 객관식 설문은 수학

에 한 흥미 4문항, 가치인식 4문항, 자기효능감 4문항, 불안감 3문항, 

자기조절력 2문항으로 정의적 부분에 한 총 1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Ⅲ-4>에 세부적으로 정리하였다.

16) 애매한 답을 없애기 위해 중간에 ‘보통이다’ 항목을 제외하였으며 부정
형 질문에 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를 4점으로 역코딩 하였다.  

<표 Ⅲ-4> 정의적 영역 객관식 사전·사후 설문 문항

영역
문항

번호  
문항내용

흥미 1
나는 다른 과목 수업 시간보다 수학 수업 시간이 더 좋

다.

흥미 2 나는 학교에서 수학 수업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가치인식 3 원하는 직업을 얻는데 수학이 도움이 된다.

자기효능감 4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수학을 공부할 수 있다. 

불안감
5(역

코딩)
수학문제를 풀 때 긴장 된다.

자기효능감 6 나는 어려움 없이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다.



 객관식 설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프로그램의 효용성에 부합하는 

서술형 질문들을 학생들에게 사후검사 시 같이 작성하도록 하였다. 부중

의 경우는 전반기에 수업결손에 의한 시행착오를 반영하여 후반기에는 

모바일과 게시판 운영을 활성화 시켰다. 그리고 부여중은 스케치업이라

는 코딩지식이 필요 없는 디자인 프로그램을 조적으로 실습하며 학생

들이 학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았다.

가치인식 7 수학은 일상생활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자기조절력 8
나는 쉽게 풀리지 않는 수학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도전한다.

흥미 9 나는 다른 과제보다 수학 과제를 먼저 하고 싶다. 

불안감
10(역

코딩)
나는 수학 시험을 보는 것이 두렵다.

가치인식 11 수학은 창의적으로 생각하는데 도움이 된다.

불안감
12(역

코딩)
나는 수학 성적이 나쁠까봐 걱정된다.

자기효능감 13 나는 수학을 빨리 배운다.

자기효능감
14(역

코딩)
수학은 내가 잘 하는 과목이 아니다.

흥미 15 수학은 공부를 할수록 재미있다.

자기조절력 16
나는 수학시간에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 있으면, 수업 시

간이 끝난 후에도 그것에 해 계속 생각한다.

가치인식
17(역

코딩)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수학을 공부한다.

<표 Ⅲ-5> 정의적 영역 서술형 사후 설문 문항

분류 내용   

부중A, B 

부여중
1. 수업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부중A, B 2. 이 수업을 통해서 가장 큰 깨달음이 있다면? 그리고 어떤 점



2.2.3. 창의성 영역 평가의 준거·실제 평가틀

 21세기 다양한 분야의 발전·문제해결에 비한 핵심역량으로써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창의성에 해 많은 교육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

만 창의성에 한 정의는 매우 광범위하며 각각의 교과에서 창의성에 

한 접근은 상이하다. 이지윤(2010)은 창의성 관련 교육 연구가 제한적인 

원인 중 하나는 창의성이 과학이나 예술 분야에서만 개발 될 수 있다는 

좁은 시각에서 기인한다고 했다. 이지윤(2010)은 수학창의력 프로그램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론적 배경에서 창의성의 정의를 재인용하

부여중 이 가장 도움이 되었나요?

부중A, B 

부여중

3. 본 수업과 관련하여 수학에 한 자신의 생각이 달라진 부분

이 있으면 작성해 주세요.

부중A, B 

부여중

4. 코딩 및 디자인분야와 수학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자신의 

생각의 작성해주세요.

부중A, B 

부여중

5. 앞으로 수학이 자신의 장래희망이나 향후 인생에서 어떤 관

계를 가질 수 있을지 자신의 생각을 작성해 주세요.

부중A, B 

부여중

6. 자신이 생각하는 스마트 패드와 3D프린터를 활용한 수업의 

장점과 단점을 작성해 주세요.

부중B, 

부여중

7. 변수와 치환 그리고 꺾쇠기능을 익히는데 무리는 없었나요? 

그리고 코딩에서 변수, 치환 그리고 꺾쇠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에 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작성해 주세요.

부중B
8. 수업에 실시간으로 게시판과 모바일 앱과 화방을 이용하였

는데 이러한 방식의 수업이 본인에게 어떻게 느껴졌나요? 

부중B
9. 게시판에 짤막한 복습용 동영상을 시청하였나요? 시청하였다

면 본인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작성해주세요.

부여중
10. 스케치업과 거북수학을 비교해보고 자신이 생각하는 장단점

에 하여 작성해 주세요. 

부중A, B 

부여중

11. 수업에 하여 미진한 점이 있거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작성

해 주세요.



여 정리하였다. 중복되는 부분이나 중요해보이지 않는 부분은 반영하지 

않았다. 

<표 Ⅲ-6> 창의성의 정의(전미란, 2008; 송상헌, 1998; 김홍원 외, 1996, 재

인용) 

년도 학자 창의성의 정의 키워드

1952 Thurstone

창의성은 새로움이 포함된 개념으로, 발명이나 

천재적 사고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

활에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자기 특유의 표현

과정을 의미한다.

새로움, 

문 제 해

결

1956 Guilford

창의성을 적성특성으로 간주하고 이 적성 특성

은 사고의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문제에 

한 민감성, 재정의의 정교화 등의 확산적인 사

고 능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이것들이 

창의적인 분야에서 가장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확 산 적 

사고

1962 Mendick

창의성은 특별한 요구상황이나 유용한 방법들

에 있어서 연합적인 요소들의 구성과정이며 결

합하는 요소들의 거리가 멀수록 문제해결의 과

정은 더욱 창의적이 된다.

연 합 , 

문 제 해

결

1968 Maslow
창의성은 우리의 감정 표현이고 이기심 없는 

자유감정의 도출이다.

자 유 감

정

1970 De Bono

창의성은 수평적 사고로서 창의적인 사고를 길

러주며 새로운 사고를 습득하여 기발한 아이디

어를 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한다.

수 평 적 

사고

1987 Perkuns
창의적 사고란 창의적 산출물을 낳는 방식으로

서 궁극적인 준거는 산출물에 있다.
산출물

1993 Osborn

인간 모두가 갖고 있는 보편적 능력이며 특성

으로 일상생활에서 당면하는 제반 사태나 문제

를 개인 나름의 새롭고 특유한 방법으로 해결

해 나가는 것이다.

보 편 적 

능 력 , 

문 제 해

결, 새

로움



     

 오랜 기간 학자마다 다양하게 창의성이 재정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창

의성을 평가한다고 하면 구체적인 지침을 가지고 명확하게 측정하기 쉽

지 않을 것이다. 창의성의 광의적 속성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규교과과정 내 수행평가나 체험활동에 한 평가에서 교사의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많은 부분 측정되어 졌을 것이다. 실제 측정영역에서는 측

정이 용이하도록 창의성을 세분화 시킬 필요가 있는데 전미란(2008)은 

창의적 사고의 요인을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이를 창의성을 측정하는 지

표로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1986
교육학 용

어 사전

창의성이란 새로운 관계를 지각하거나, 비범한 

아이디어를 산출하거나 또는 전통적 사고 유형

에서 벗어나 새로운 유형으로 사고하는 능력

새로움, 

관계

1995 Urban

주어진 문제나 감지된 문제로부터 통찰력을 동

원하여 새롭고, 신기하고 독창적인 산출물을 

내는 능력

문 제 , 

통찰력, 

독창성, 

산출물

<표 Ⅲ-7> 일반 창의성의 하위영역(전미란, 2008)

분류 내용   

유창성
특정한 문제 상황에서 가능한 한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

융통성
특정한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 따라 다른 범주에서 아이디어를 도

출해내거나 여러 관점에서 하나의 상황을 볼 수 있는 능력

독창성
기존의 것에서 탈피하여 참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

력

정교성
다듬어지지 않은 기존의 아이디어를 보다 치 한 것으로 발전시키

는 능력

시각화
마음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이미지와 아이디어를 정신적으로 조작

할 수 있는 능력

유추 하나의 맥락에서 도출한 아이디어를 전이시켜 다른 맥락에서 사용



 수학은 잘 정돈된 사고와 명확한 해답이 존재한다는 학문적 특성 때문

에 이제까지 창의성과 거리가 먼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최영기와 도종훈

(2001)은 수학적 창의성을 온전하게 일반 창의성에 맞추어 제한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여기서 말하는 수

학적 창의성은 수학이라는 교과의 특별한 성격을 고려하여 그 구조 속에

서 사고를 개발하고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이라고 송상헌(1998)이 제시하

였었다. 이는 바로 다음 절에서 제시할 CT역량의 평가틀에서 하위 항목

과 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본 프로그램의 작품 디자인 활동은 치환과 

변수 등을 사용하여 문제 해결을 하는 관점에서는 송상헌(1998)이 제시

한 수학적 창의성의 관점을 따랐으며 디자인한 최종 결과물에서는 일반

적 창의성에 하위요소를 반영하려 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평가틀을 구

성 하였다. 

2.2.4. CT역량 평가의 준거·실제·평가틀

하는 능력

직관 정보가 불충분해도 관련성을 잘 파악해내며 ‘행간을 읽는’ 능력

평가 주어진 목적이나 의도에 비추어 가치를 판단하는 일

분석
자료를 구성성분으로 나누고, 그 부분들 간의 관계와 부분과 전체 

구조의 관계를 보는 능력

종합 전체를 이루기 위해 요소나 부분들을 함께 조합하는 것

변형

어떤 것을 새로운 것에 적용하고 새로운 의미와 시사점을 발견, 

혹은 하나의 상이나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다르게 변화시키는 

능력

경계선의 

확장

보통의 생각을 초월하여 어떤 상을 새로운 방법으로 사용하는 

능력

통찰 주의 깊게 상을 바라보고 그 성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



 <표Ⅱ-14>에서 제시한 CT의 하위요소를 본 프로그램의 인지적 영역에

서의 평가항목을 구성하는데 적용하고자 한다. 코딩하는 과정에서 CT의 

하위요소를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으면 CT역량이 증진되었다고 봐도 될 

것이다. CT역량 증진에 한 평가기준을 만들어 적용한 사례는 국내에

서 정진환(2015)이 유일하다. 정진환(2015)은 CT 게임을 구성하고 설계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였는데 <표 Ⅲ-8>과 같다.

 본 프로그램의 CT평가틀을 <표Ⅱ-14>와 <표Ⅲ-8>을 상황에 맞게 구성

하기로 했다. 핵심은 수학의 변수·치환의 개념을 코드를 통하여 반영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CT의 하위요소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느냐가 

될 것이다. 평가틀을 구성하려면 우선 이 두 가지요소를 병합하는 일부

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수학에서의 ‘치환’은 CT 하위요소 중 ‘반복

성’, ‘데이터’, ‘추상화’와 관련이 있다. 길이가 긴 코드를 하나의 

<표 Ⅲ-8> CT  평가틀(정진환, 2015)

평가항목 하위요소 내용 평가법

Process

가외성

(redundancy)

코드에서 불필요한 부분이 없

는가?
코드 분석

모듈화

(modularizing)

구조물에서 패턴을 발견하고 

조직하여 사용하였는가?
코드분석

디버깅

(debugging)

작품 또는 코드의 오류를 발견

하고 수정하였는가?
코드분석

Product

품질

(quality)

양질의 구조물을 구성하였는

가?

결과물 분석 및 

설문조사
적절성

(appropriacy)

주어진 주제에 적합한 구조물

을 만들었는가?

결과물 분석 및 

설문조사

Interaction

협업

(co-creating)

타인과의 협력이 적절히 이루

어졌는가?

결과물, 계획서, 

보고서 분석
비평

(critiquing)

타인의 과제에 적합한 피드백

을 주었는가?

결과물, 계획서, 

보고서 분석
재구성

(remixing)

타인의 과제를 적절히 자신의 

작품에 이용하였는가?

결과물, 계획서, 

보고서 분석



표문자로 압축하는 행위 자체는 ‘추상화’이며 묶은 것을 필요할 때

마다 꺼내어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반복성’이며 전체 용량을 감안해 

절약하는 수단으로써 ‘데이터’의 요소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

한 수학에서의 ‘변수’는 CT하위요소 중 ‘순차성’, ‘조건부’, ‘추

상화’와 관련이 있다. 변하는 순서에 따라 최종결과가 다르므로 ‘순차

성’의 요소를 가지고 있고 특정상황에 따라 코드가 변해야 할 것을 조

건으로 주기 때문에 ‘조건부’와 관련이 있으며 표현되는 코드자체가 

압축적인‘추상화’의 과정이다. 변수는 코드 작성 시 ‘(n)X’ 형식으

로 표현되고 의 숫자면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데이터 요소는 큰 영향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점검과 디버깅’, ‘표현하기’, ‘탐

구하기’의 요소는 수학능력과는 별개의 문제로 게시판을 통하거나 교사

의 관찰을 통한 태도의 영역으로 분리시켰다. 

 <표Ⅱ-14>는 이론적인 부분에서 CT의 하위요소를 구분하였지만 실제 

평가영역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서 분류한 기

준 로 <표Ⅲ-8>을 참고하여 평가틀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가외성’과 ‘모듈화’ 영역모두 ‘치환·변수’ 사용에 한 결과를 

반영하는 척도로 사용될 수 있지만(치환은 변수보다 가외성 측정에 더 

용이하고 변수는 치환보다 모듈화 측정에 유리하다) 불필요한 부분을 제

거하는 것 이상으로 패턴을 조직하는 행위도 능률적(efficiency)으로 이루

어져야 하므로‘능률성’을 추가하였다. 설계한 최종 결과물을 통하여 

‘품질’과 ‘적절성’에 한 평가가 가능할 것인데 이는 앞서 제시한 

일반적 창의성의 요소인 ‘융통성’, ‘독창성’에서 확인 할 수 없었던 

제품 자체의 주제와의 긴 성을 설명해주고 있다. ‘품질’을 포함한 

‘적절성’을 추가로 하였다. 동시에 제품의 외관의 미적인 측면을 고려

하여 심미성 항목을 추가하였다. 협업, 비평, 재구성의 영역은 CT하위요

소의 ‘디버깅’, ‘표현하기’, ‘탐구하기’같이 게시판을 통하거나 

교사의 관찰을 통한 태도의 영역으로 분리시켰다. 



2.2.5 스마트 3D 융합 수학프로그램 최종 평가틀

 이지윤(2010)은 수학 창의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틀을 적용하였는

데 특히 쌓기나무를 통한 디자인 활동은 1. 사진을 주고 디자인하기(막

연한 디자인 활동 전에 권장) 2. 주제를 주고 디자인하기, 3. 조건을 주

고 디자인하기, 4. 자유롭게 디자인하기 순서로 하기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이상적인 활동이라 보았다. 그렇지만 본 프로그램은 12차시의 짧은 

시간이었기에 사진을 주고 디자인하기, 자유롭게 디자인하기는 생략하였

다. 주제는 스마트폰 거치 로 한정하고 조건은 치환과 변수를 사용하면

서 CT역량을 증진하는 것을 인지적인 영역에서의 학습 목표로 하였다.  

 정의적인 부분에서는 수학에 한 태도변화와 동료들 간의 소통을 통한 

학습, 관련 분야의 한 지식과 관심의 증 를 목표로 하였다. 이는 교

사의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고 학생마다 느끼는 감정과 관

심의 변화를 수량화해서 측정하는데 제한점이 있을 것이지만 최 한 많

은 진술들을 확보해 평가에 차별 없이 반영하려 노력하였다. 2.2.1 ~ 

2.2.4를 바탕으로 본 프로그램에서 사용될 최종 평가틀에 구성에 한 

발전 과정은 <표Ⅲ-9>와 같다.

<표Ⅲ-9>  최종 평가틀 확립 과정

시

상

내

역

반영 근거

창의성 

하위요

소

(이지윤, 

2010)

CT 하위요소

(Brennam & 

Resnick, 2012)

CT 평가틀

(정진환, 2015)

보

완

된 

상

황
작

품

상

일반적 창

의성 

독창성,

유창성
품질, 적절성

심

미

성

코 수학 치환 반복성, 데이터, 추상 가외성 > 모듈화 능



<표Ⅲ-10>은 <표Ⅲ-9>를 반영하여 만든 본 프로그램의 최종 평가틀이다. 

딩

상

적 

창의

성

화
률

성변수
순차성, 조건부, 추상

화
가외성 < 모듈화

우

정

상

인성 (수업 

태도, 토론 

학습 포함)

점검과 디버깅, 표현

하기, 탐구하기

디버깅, 협업, 토

론, 비평, 재구성

<표 Ⅲ-10> CT기반 자유학기제 스마트 융합수학 프로그램 최종 평가틀

분류 하위항목 내용 평가법

작품기준

(작품상 근

거)

독창성

기존의 것에서 탈피하여 참신

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산출

하였는가?

결과물 분석 및 교

사·동료 평가

유창성

특정한 문제 상황에서 가능한 

한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산

출하였는가?

결과물 분석 및 교

사·동료 평가

심미성
색상이나 디자인 등 외관의 

미적기능이 우수한가?

결과물 분석 및 교

사·동료 평가

적절성
주어진 주제에 양질의 품질의 

적합한 구조물을 만들었는가?

결과물 분석 및 교

사·동료 평가

코딩기준

(코딩상 근

거)

가외성
code에서 불필요한 부분이 없

는가?
code 분석

모듈화
code에서 패턴의 일반화를 한 

흔적을 찾을 수 있는가?
code 분석

능률성
효율적이고 구조적인 code로 

구조물을 완성하였는가?
code 분석

인성·태도

기준

(우정상 근

거)

협업

작품을 설계하고 code를 구성

하는 과정에서 협력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프로그램 기간 내 

교사의 관찰, 동료

진술

토론·비평
타인의 작품과 code에 하여 

적절한 비평과 안을 제시하

프로그램 기간 내 

교사의 관찰, 동료



하위항목 11가지 각각에 하여 평점을 A(탁월 : excellent, 4), B(우수 : 

good, 3), C(유망 : promising, 2), D(보통 : so so, 1), F(노력요망, 낙제 : 

try, 0)를 주고 작품기준, 인성·태도기준 하위항목에는 가중치를 2로 주

고 코딩기준 하위 항목에는 가중치를 3으로 주어 25단위수로 맞추고 급

간 내 0.3의 오차로 (+), (-) 보정을 해준다. 학생 개인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을 기타 사항에 넣고 안내해 준다.  

3. 프로그램 수행과정의 실제

 시 의 흐름을 반영한 교육정책 아래 우수한 연구자의 이론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한다고 해서 교육현장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모

두 처하면서 학습 효과를 기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본 프로그램 

역시 시 의 흐름을 반영한 자유학기제, 스마트교육, 융합교육, 

Constructionism, 3D프린터 사용을 전제하며 CT역량 증진을 목표로 관련

된 수학 개념까지 익히고자 설계되었으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프로

그램을 기획하면서 한 번의 자유학기제를 거치기까지의 문제 상황을 살

펴보도록 하자.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는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3.1. 프로그램 기획단계에서의 실제

였는가? 진술

재구성
토론 후 개선점을 작품과 

code에 적절히 반영하였는가?

프로그램 기간 내 

교사의 관찰, 동료

진술

태도·인성

변화

프로그램 기간 동안 성실하고 

과제에 충실하였으며 긍정적

인 태도로 변하였는가?

프로그램 기간 내 

교사의 관찰, 동료

진술



 3.1.1. 프로그램 시수·수요의 확보, 프로그램 설계, 선택문제

 

 시작은 각 학교에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실행할 시수를 얼마나·어

떻게 확보하느냐이다. 학교마다 학기별로 할당된 과목마다 시수가 다르

다. 학교 정책상 특정과목을 A학교는 1학년 1학기에, B학교는 1학년 2학

기에 하게 되면서 학교에 속한 교사가 프로그램을 맡아서 해야 하는 경

우의 수가 복잡하게 돌아간다. 더군다나 입시가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상

태에서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동안 발생할 수업 결손에 한 기회비용

을 무시할 수 없다. 본 프로그램을 적용한 S  부설중학교 수학과 같은 

경우 정규교과과정에서 중요하고 어려운 개념을 자유학기제 이후로 바꾸

어 지도하는 유연함을 보였다. 자유학기제 전에 지도가 되었다면 자유학

기제 기간 동안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교과과정을 자유학기제 전

후로 타과목간 연계하여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미리 

자유학기제 수업결손에 하여 비책을 계획해야한다. 

 시수가 확보되었다면 프로그램의 선택문제에 부딪힌다. 좋은 프로그램

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면 교사는 연수기간 내 준비하면 될 것이다. 필요

하다면 외부 강사를 영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자유학기제에 적

합한 프로그램을 찾느냐는 것인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동아리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그칠 가능성이 크다. 나는 테니스 선수가 되고 싶

은데 자유학기제에서 테니스 강습 프로그램이 열린다고 해서 문제 될 것

은 전혀 없다. 그렇지만 기존의 사교육으로 테니스 학원을 다니는 것과 

자유학기제가 같은 역할을 해버리게 된다면 자유학기제의 의미에 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진행과정에서의 즐거움, 진로설계의 기

회의 확보, 직무역량을 쌓는 것은 기본으로 한 상태에서 참여하는 과정 

중에 학생의 내·외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본 프로그램은  

Trilling & Fadel(2009)가 제시한 21세기 학습자가 가져야 할 기본 역량과 

현재 관심의 상이 되는 교육정책을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프로그램 선



정·설계에 관해서 교사는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이다. 본 프로그

램을 설계하는데도 4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본 연구자가 속한 

S 학교와 S 학교 부설중학교, 부설여자중학교 교사와는 학기 중 임에

도 불구하고 적어도 3주에 한 번은 주말에 시간을 내어서 회의를 하였고

(교수와 연구원, 2명의 교사가 시간, 거리, 개인적인 이유로  일정을 맞

추기가 쉽지 않았다) 평소에는 메일과 SNS로 교재작업을 하며 소통을 하

였다. 코딩교육을 통해서 21C 핵심이 되는 CT역량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수학을 공부하자는 큰 뜻으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자는 담합

된 의지가 없었다면 불가능 했을 것이다. 혹시나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기 전에 자유학기제 수학 관련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았

다. 구체적으로 밝히기에는 민감한 측면이 있어 제시하지 않았지만 다

수가 수학 관련 직업군 찾기 탐색활동이었으며 검증되지 않은 체 수학역

량이 증진된다고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관련 개념이 다른 의도로 사용된 

프로그램이 많았음은 두말 할 것도 없다. 

 한편 기간 내 진행할 프로그램이 확보되었다하더라도 학교에서 프로그

램 별  분배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분명 특정프로그램에 

학생이 몰릴 것이다. 학생들이 적게 선택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도 문

제가 있을 것이며 가르치는 교사의 사기문제도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완성시키기 전에 학생들에게 사전 수요 조사를 해서 중간점검

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선택프로그램에 하여 제한을 주어서

도 안 될 것이다. 이를테면 선택프로그램이 A, B, C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별로 2개 프로그램이상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인원분배를 학

교 임의 로 하여 학생의 선택의 폭을 제한해서도 안 될 것이다.  

3.1.2 스마트 교육에 한 비전 및 교사와 학생의 역량문제

  스마트 교육에 한 정의를 앞서 확인해 보았지만 기존의 교수자 중심

의 방식과는 접근 방법이 다르고 새롭게 갖춰야 할 요소들이 존재한다. 



특히 테크놀로지를 다루어야 할 상황에서 이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교

사들도 있을 것이다. 기계치이거나 연로한 교사일수록 거부감을 가질 가

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자신의 전통적인 수업방식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것이 더 나은 방식인지에 한 고민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스마트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교사와 필요성을 절감하는 교사 간의 간극이 크기 때문에 심지어는 스마

트 교육에 한 관심을 가진 교사들을 한 학년으로 묶어 도입학년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될 정도이다. 더군다나 학생들이 스마트 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수업 말고 다른 것을 하느라 집중하지 못할 것을 크

게 우려하고 시력저하 등 건강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학

부모의 시선이 더 스마트 교육의 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학생 

내부에서도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데 멀티미디어 자료 활용 능력, 탐구 

능력, 타자 능력, 컴퓨터에 한 배경지식·조작능력 등의 역량차이가 

있을 것이다. 스마트 기기는 가정환경에 따라 사용하는 데이터양에 한 

편차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스마트 교육을 받아들인다 합의를 하

더라도 교사가 장비를 사용하는데 능숙해야 하며 수업시간에 통제할 수 

없으면 수업이 중구난방이 되기 쉽다. 교사가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연구에 임할 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학습과 무관한 

활동에 한 규제 필요성, 스마트 기기활용에 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

다. 스마트 교육에 한 비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3.1.3 프로그램 개발자, 교수자 간 소통문제

 질 높은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은 상당한 시간, 노력, 투자가 필요

하다. 현재 자유학기제를 겨냥한 체계적인 개발모델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기업 주도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교육현장의 호응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기업은 원천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라 교육현장

에 한 진정성이 다소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옳은 교육철학을 가진 교육 연구자와 학교교사들이 협력하여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하고 교육현장에 적용하는 것이겠지만 이러한 환경이 역시 

마련되기가 힘이 들 것이다. 더군다나 연구자 내부에서도 학교현장을 제

로 파악하고 있는 연구자도 많지 않다. 즉, 동시다발적이고 즉흥적이

며 행사가 많은 학교환경을 연구자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의도한

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 프로그램

을 개발하는데 S 학교와 S  부설학교 간에 다소 협력적으로 작업이 이

루어졌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그렇지만 S  부설학교와 S  사이의 거

리가 멀어서 회의를 하거나 교수와 연구원이 오고가며 컨설팅하기가 힘

들었다.  S 와 S  부설여자 중학교 간 거리는 략 17km, S 와 S  

부설중학교간 거리는 26km이다. 한편  프로그램을 구성함에 있어 타과

목간의 회의도 생산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팀(수학교육)

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구상하면서 과학교육, 영어교육, 교육학과와 

교류를 하였는데 구상·운영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 

  

3.2. 전반기 프로그램 시행착오

 프로그램을 개발할 당시에는 S  부설중학교와 S  부설여자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시스템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본 프로그

램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일괄적으로 진행시키지 못하였다. S  부설중학

교는 20명 내외의 4반을 일주일에 2시간씩 전반기, 후반기 각각 2반씩 

반 학기 과정으로, S 학교 부설여자중학교는 20명 내외의 2반을 한 학

기 과정으로 1시간으로 확정된 것은 프로그램 교재 개발이 어느 정도 이

루어진 상태였다.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았을 때는 S  부설중학교에 본 

프로그램을 적용시키기 좋았다. 본 프로그램은 1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충분한 실습시간이 필요하다. S  부설여자중학교 같은 경우 1시간 단위

로 했기 때문에 배운 내용을 잊은 상태에서 수업을 하고 다음시간에 떠

올리는 과정에서 수업 지연이 발생, 전후 준비시간까지 포함해서 교사의 



의도 로 100% 몰고 가지 못했다. 또한 집에 컴퓨터가 없는 학생, 부모

의 맞벌이, 과도한 학원 일정 등 경제적·온정적·시간적 환경에서 알게 

모르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학생들도 있었다. 무

엇보다도 처음 실시하게 된 자유학기제에 하여 교사와 연구자가 운영

하는 측면에서도 적응하느라 힘이 들었고 식곤증이 오는 6·7 교시에 5

교시 체육시간 직후에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있었던 터라 학생들이 늘어

지고 열의가 부족했던 측면도 발생하였다.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에 학

습자 환경에 하여 분석이 필요하다. 

3.3 최소한의 스마트 환경 구축 & 수업 방식 고찰    

 본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스마트 교실을 어떻게 구

축할 것인가에 하여 S 학교 부설학교 진흥본부와 S  부설학교 사이

에 협의가 이루어졌다. 스마트 교실에 필요한 최소 테크놀로지 자원은 

스마트폰, 테블릿PC 와 같은 스마트기기, 무선 인터넷 장비, 무선화면 

전송을 위한 미러링 및 형 디스플레이 장치로 합의하였다. 스마트 기

기는 운영체계에 따라 안드로이드 계열(google), ios계열(apple), 원도우 

계열(microsft)이 있는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에 적합한 계열로 선택하여

야 할 것이다. 또한 스마트 교육은 기본적으로 무선 인터넷 망을 이용하

여, 학생과 교사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교실 환경을 벗어나지 않고서도 

인터넷 환경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학습 공간과 내용을 확 시킬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수용 단말기 화면을 학생용 단말기에 공유하

기 위한 상황이 필요하다. 단말기의 모든 화면을 그 로 보여주는 방식

을  미러링17)이라고 한다. 교수용 단말기 화면을 전체 학생에게 보여주

며 수업을 진행하거나 학생의 수업 결과물을 전체 학생과 공유할 경우에

는 형 디스플레이 장비와 무선 혹은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17) 미러링은 콘텐츠의 전송과 파일을 스트리밍 하여 보여주는 방식까지 포함한
다.



여기서 말하는 형 디스플레이는 TV(화면이 선명함, 교실 보급형 TV일 

경우 화면이 타 장비에 비해 크기가 작음), 빔 프로젝터(화면이 큼, 상

적으로 설치비용은 저렴하나 램프 교체에 따른 유지비용 발생, 주변이 

밝을 경우 선명도가 낮음), 전자칠판(판서 저장 및 터치스크린 기능을 갖

추고 있음, 비용이 비싸고 전력 소비가 큼) 등을 포함한다. 미러링은 와

이파이와 동일한 종류의 연결방식은 아니지만 화면 전송할 기기를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설정이 적용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미러

링 장치는 수업 전부터 지정된 하나의 스마트 기기만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교사의 스마트 기기가 가장 적합하다. 때때로 화면 전송과

정에서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러링이 잘되는지 검사하는 것

은 필수과정이며 수업 중에 능숙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비효율적

인 수업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기술의 발전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마트 교육에 적합한 새로운 장

비는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아무리 좋은 장비라 할지라도 사용하는 

사람이 의욕이 없거나 장비를 다루는 역량이 떨어진다면 오히려 전통적 

방식의 수업보다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스마트 교육의 성공을 위해서

는 수업을 진행할 교사에 한 지속적인 교육과 다양한 수업방법의 제시

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3.4 학내 인터넷 보안문제

 본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선 네트워크 환경이 필수

적이다. 무선 네트워크는 보완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유선 네트워크와는 

달리 사용 단말기 수와 사용 컨텐츠에 따라 네트워크 속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건물구조, 교실유형, 실시간 사용되는 단말기 수 등에 민감

하므로 무선접속장치(AP)의 수량을 적절히 산정해야 한다. 그렇지만 학

내 무선망 구축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학내 무선망이 갖추어지지 않

았을 경우에는 보완책으로 무선 공유기를 활용하여 학내 유선망을 활용



하거나 Wibro18)(Wireless Broadband Internet)·LTE19)(Long Term 

Evolution)등의 외부 망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 무선 공유기는 가격이 비

싸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유기마다 성능에 있어 큰 차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그 로 구입하여 학내 유선망에 

연결하여 사용하면 된다. 이때에도 학생 수에 따라 무선 공유기의 수량

을 정해야 하는데 2015년 기술로 시판되는 공유기 성능 정도면  10-15명 

당 1 가 적당할 것이다. 하지만 공유기도 결국 학내 유선망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보완에 한 책이 필요할 것이다. Wibro나 LTE 망은 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넓은 영역에서의 인터넷 접근성은 용이하나 

위치, 지형에 따라 무선 속도와 거리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 Wibro나 

LTE 무선 공유기를 이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무선 공유기 1 당 최  

7-8명까지 동시 접속이 가능하다. 학내 유선망을 피해 보완 문제에서 이

점이 있지만 비용은 약간 비싼 편이다.

 설비적인 문제보다는 학내 인터넷망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앞서 말한 

‘보안’이다. 현실의 학교는 여러 학내 보안 문제와 통제로 인해서 자

유롭게 무선 인터넷을 활용할 수 없는 환경이며 학생들이 비록 스마트 

폰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환경이지만 이용하는데 접속 제약을 받는다. S

학교 부설중학교와 부설여자중학교의 경우 무선 인터넷은 SenWifi로써 

18) 와이브로(Wibro)는 ‘Wireless Broadband Internet’의 줄임말로 ‘무선 광 역 인터

넷 서비스’, ‘무선 광 역 인터넷’ 등으로 풀이된다. 와이브로의 특징은 휴 폰, 
스마트폰의 3G, 4G 이동통신처럼 언제 어디서나 이동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
다는 점이다. 이론적으로 최  다운로드 속도는 10Mbps, 최  전송 거리는 1km이며, 
시속 120km로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 와이브로의 평균적인 속도는 100Mbps급 
초고속 인터넷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3G 이동통신망보다는 빠르다. 과거 인기를 끌었
던 넷북이나 노트북 등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 있어 큰 지장은 없을 정도다(단, 
이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19) 4G 이동통신 기술을 말한다. G는 세 를 의미하는 Generation의 약자다. Long Term 

Evolution을 문자 그 로 해석하면 ‘오랫동안 진화한 것’인데, 장기간에 걸쳐 기존 
시스템을 발전시킨 기술이라는 뜻이다. LTE가 3세  이동통신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속도에 있다. LTE는 정지 상태에서 1Gbps(1000Mbps), 60킬로미터 이상 고속 
이동시에는 100Mbps 이상의 속도를 제공하는데, 이는 시속 120킬로미터로 달리는 자
동차에서 700메가바이트짜리 영화를 3분 만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속도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LTE [Long Term Evolution] (트렌드 지식사전 2, 2014. 5. 23., 인물과
사상사)



서울 교육청이 설치한 정부 3.0 실행계획 정책에 따라 설비된 것으로 확

인되었다. 동시에 인터넷 망의 보안유지를 위해 교사망(업무망)과 학생망

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교사망은 주로 NEIS와 같이 업무목적으로 접속하

는데 이용되며 학생망은 수업 관련해서 허가가 된 외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역할 구분이 명확했다.

[그림Ⅲ-19] 2014년 S 학교 부설중학교 스마트 교실환경

 

 그렇다 하더라도 사이트 제한 정책은 실제 현장에서는 때때로 접속제한

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정책적으로 상용메일 

및 메신저, 클라우드 그리고 기타 사이트 선정기준을 확립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온라인 자원에 한 제약은 스마트 교수학습을 

계획하는 교사의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 무분별한 규제보다는 교사와 

학생의 인터넷 윤리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더 바람

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유기의 해킹 사고에 비하여 일례로 서울시 교육청은 무선 보

안의 일환으로 SenWifi의 접속인증방식을 복잡하게 구성했다. 이 같은 



보안 방식은 실제적으로 교육 현장에 유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

존에 통용되고 있는 무선인터넷 인증방식은 브로드캐스팅 된 

SSID(Service Set Identifier, 무선랜의 고유 식별자) 선택과 암호를 통해 

접속하는 방식이다. 반면에 SenWifi 접속방식은 소 문자로 구성된 복잡

한 SSID를 직접 여러 번 입력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무선인터넷을 접속

하고자 하는 교사나 학생은 많은 시간을 빼앗긴다. 수업 준비 과정에서 

테크놀로지가 빼앗는 시간은 교사가 스마트 기기를 더욱 멀리하게 만든

다. SSID의 브로딩 캐스팅을 차단하고 인증절차를 까다롭게 구성하는 것

은 해킹을 차단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실제 무선 인터넷 접속 가

능범위가 약 20m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해커가 학교로 침입하여 해킹

하고자 하지 않는 이상 불필요한 방식으로 보인다. 교육현장에 외부인사

의 엄격한 출입통제, 주기적인 보안 검사, 구성원 윤리교육 등으로 극복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보안 문제와는 별도로 현장 교사는 빠르고 끊어짐 없는 인터넷 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학생 수에 따라 스마트 기기가 활용된다면 수십 의 기

기가 동시에 무선 인터넷 망에 원활하게 접속 될 수 있어야 한다. S  

부설중학교, 부설여자중학교에 설치된 SenWifi는 10  이상의 스마트 기

기를 제 로 수요하지 못했으며 속도저하로 인한 끊어짐 현상이 발생했

다. 기존의 교육청에서 설비한 SenWifi는 일반 랜선을 통해 서버실의 학

생망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역폭을 확보할 수 없었다. 사

전에 광케이블을 미리 설비하여 역폭을 확보했어야 했다. 또한 무선 

공유기는 교실 당 1개보다는 2개 이상 설치했어야만 했다. 

3.5. SNS 역할, 동영상 교육 강화 : 온라인 학습생태계 형성

 학교 안과 밖, 시간을 넘어 현실과 가상세계를 넘나드는 교수학습 활동

을 연결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본 프로그램의 처음단계에서의 시행착

오는 바로 위 질문과 거기에 합당한 답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프로



그램을 진행하는데 매끄럽지 못했다. 또한 일주일에 단 하루·2시간의 

수업, 지나치게 수학내용의 강조, 집에서 컴퓨터가 없거나 할 수 없는 

학생, 자유학기제에 한 초반 열의 부족 문제는 프로그램을 올곧게 진

행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다. 부설학교 선생님과 교수, 연구자는 SNS

(특히 스마트 폰)에서 답을 찾았고 이를 통하여 학습결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본 수업 시간에 완벽하게 다루지 못한 개념에 한 연습을 실시

간으로 JavaMAL 모바일 버전을 통하여 해결하였고 과제 제출을 카카오 

톡으로 하였다. 또한 수업 집중력이 떨어진 학생은 추가로 게시판과 모

바일 상에 유투브로 링크가 된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여 공부할 수 있도

록 했다. 결과적으로 학교를 벗어난 가상의 학습 생태계를 형성하게 되

었다.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스마트 폰을 컴퓨터보다 더 잘 다루는 것으

로 관찰되었다. [그림Ⅲ-20]는 한 학생이 수업시간에 하지 못했던 부분을 

속초에서 모바일로 작성하고 과제를 카카오 톡으로 제출한 화이다. 

[그림Ⅲ-20] 모바일 JavaMAL에서 작성한 과제 제출 



 

[그림Ⅲ-21] 온라인 동영상 강의와 게시판 토론 활동

 매시간 수업 후 온라인 홈 과제를 홈페이지 상에서 한다. 이 때 수업내

용은 5분 내외의 짤막한 동영상으로 학생들의 수업결손을 만회하고 동시

에 복습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동영상이 길어지면 학생들의 

집중력이 떨어지므로 짧을수록 좋을 것이다). 올려 진 과제와 작품을 프

로그램 과정상 공개로 설정하면 학생들 상호간 익명으로 의견제시를 하

며 수정·보완해 나갈 수 있으며 반별과제를 제시했을 때는 협업이 이루

어진다. [그림Ⅲ-21]은 관리자 모드로 들어갔기 때문에 학생들 이름을 볼 

수 있었다. 

 전반기 수업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수로 하여 후반기에는 스마트 폰을 통

하여 조금 더 착된 학습을 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프로그램 

모바일 운영을 3단계로 정리하였다.

<표 Ⅲ-11> 본 프로그램 모바일 교육운영 3단계 과정

단계 내용

1단계 (기초개념 

학습)

 모바일 환경 접속법, 기본적인 거북 명령 사용법 등을 담은 동

영상 보기

2단계 (교실 코딩  기본 명령어를 익히고 실제 접속해서 쌓기나무 모형을 만



3.6 지원체계 확립  및 인수인계 등 사후 관리문제

 테크놀로지 활용 수업이 효과적이기는 하나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분명 

존재한다. 장비를 사용하는 수업이다 보니 수업 중에 돌발변수가 발생할 

확률이 크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30명이상 학생을 모두 스마트 기기로 

수업하기 위해서는 고가용성 무선인터넷 망 구축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1

인의 교사가 통제하려면 학생 수가 더 적어야 한다. 본 프로그램의 적정 

수강인원은 20명 내외로 산정되었고 당시 인터넷이 원활하지 않아 2인 1

패드 체제로 하였다. 환경이 그러했지만 당시에 1인 1패드를 무리해서 

주면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혼자 딴 짓을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동시

에 서로 가르쳐주며 학습이 잘 되기를 기 하였다. 또한 불법 프로그램

을 다운받아서 패드를 각종 악성프로그램에 오염시키게 하지 않고 매시

간 사용할 만큼 패드의 충전시키기 위해서는 기기를 보관 충전 동기화하

는 장치가 필요하다(실제로 스마트 기기를 학생들이 사용한 후 배경화면 

등을 바꾸어 놓거나 사진을 찍어서 저장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였고 수업 

중간에 시간이 남을 때마다 사이트를 열어보려고 하는 등 문제가 있었

다). 2014년 자유학기제 동안 매시간 총 17개의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면

서 수업 시 매번 기기를 배부하고 수거하는 일(수거 시 어떤 학생이 반

납을 하지 않았는지 스마트 팬이 부착되어 있는지, 전원을 끄지 않고 충

전함에 넣기 방지 등의 확인 필요)은 매우 번거로웠다. 더군다나 충전기

교육)

들어보는 활동을 수행하며 기초적인 코딩교육. 교사가 시범

을 보이면서 예제를 설명하고 온라인 활동을 위한 과제 제

시

3단계 (온라인 활

동) 

수업 시간 이외에 직접 모바일에서 과제를 수행하며 학습. 

SNS를 이용하여 작품 제출, 공유 및 의견 제시 등의 상호

작용



가 아직 개발 중인 불완전한 제품이라 어떨 때는 충전이 안 되어 수업 

중에 충전하며 써야 했던 번거로움이 존재하였다. 무엇보다도 가장 힘들

었던 점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패드를 막 다룬다는 것에 있었다. 내 패

드가 아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었다. 패드 사용에 한 

책임감을 기르고 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패드에 라벨을 붙이고 매 

차시 같은 패드를 학생이 사용하게 하였으나 매 수업시마다 패드를 챙기

고 확인하는 일은 교사로 하여금 부수적인 일에 더 신경을 쓰게 하였다. 

1교사 체제로써 패드환경을 준비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음은 

자명하다. 2014년 자유학기제에 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최소 수업 20

분 전부터 세팅을 시작했는데 직전까지 교사가 수업이 있었다면 정말 힘

들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다행히 부설중학교에서는 점심시간과 담당교

사가 5교시 수업이 없었던 것을 잘 이용할 수 있었다). 1교사 1조교 수

업체제를 권장 한다. 여기에 한 안으로 연계 학교 사범  학생들

에게 교육봉사나 교직실무 등의 학제 상의 이익을 줌으로써 학부생에게

는 학교 경험을, 교사는 업무 수월을 목적으로 서로 도와가며 일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본 프로그램 같은 형식의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지역 교육청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기기관련 A/S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스마트 학습이 이루어지

려면 장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줄 지역 차원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또한 

교장·교감을 통한 학교 차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스마트 학습을 맡은 

교사에게는 행정업무에 한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여기에 스마트 

교육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연구팀에 소속된 교사들을 동학년에 배

치해서 교과과정을 구성할 때 의견공유를 용이하게 해줄 것을 권장한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인수인계가 문제가 된다. 본 프로그램 같은 경우 진

입장벽은 높으나 한 번 숙달이 되면 다음 해에 소폭개선으로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사전지식이 전무한 다른 교사가 처음부터 하기에는 많

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 것이다. 인수인계과정에서 전수하는 교사와 전

달받는 교사간의 긴 한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수업 동영상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전달받는 교사가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Ⅳ. 자유학기제 스마트 융합수학프로그램 적용

1. 연구 상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소재 S 학교 부설 남자 중학교(이하 부중) 1학

년 학생 81명, 서울시 소재 S 학교 부설 여자 중학교(이하 부여중) 1학

년 40명을 상으로 하였다. 부중·부여중 모두 2014년 2학기 자유학기

제를 실시하였기에 학교 일정에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전반적인 연

구 일정과 절차는 <표Ⅳ-1>과 같다.

연구일시 연구절차 연구 내용

2014. 5. 연구계획 수립
연구 주제 선정, 연구 내용 수립 및 방법 선

정

2014. 5.

~ 2014. 8.

문헌 연구 및 

선행 연구 조사

 연구 주제 관련 문헌 연구, 국내외 관련 선

행 연구 조사,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연구

2014. 8.

~ 2014. 9.

IRB 신청 및 

승인

인간 상 연구 IRB 심의면제 신청

IRB 심의면제 승인(면제번호E1408/002-015)

환경 조성
프로그램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스마트 교실 

구축 및 교재 개발
 2014. 9. 

~ 2014. 12.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 운영 중 상황에 맞게 프로그

램 소폭 수정

2015. 1. 자료 분석 및 수업활동 결과, 온라인 게시판, 모바일 활동, 



2. 연구 방법

2.1. 수업 환경 조성

 S 학교 부설학교 진흥본부는 정부의 새로운 교육정책의 성공을 목표로 

S 학교 사범 학의 선진적인 교육연구 결과를 부설학교를 통하여 임상 

적용, 이를 바탕으로 공교육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다. 본 연구는 S 학교 부설학교 진흥본부의 지원 하에 예산을 들여 부

중과 부여중에 스마트 기기를 도입하고 교재 개발을 하였다. 2014년 본 

프로그램에 사용된 기기를 <표Ⅳ-2>에 정리하였다. 모든 비용은 2014년 

중반기 물가 기준이다. 

~ 2015. 12. 결론 도출, 
사전·사후 설문지, 녹화, 면담 자료를 근거

로 분석

<표Ⅳ-1> 연구일정 및 절차

장비  내용

스마트 패드

(38만원*32 )

 수업 프로그램에 따라 최적화된 스마트패드 사양이 

요구된다. 본 프로그램의 JavaMAL 마이크로월드는 원

도우 운영체제를 기본으로 하는데 이에 맞게 구매한 

단말기는 비교적 저렴하다고 여겨지는 ASUS 비보탭(화

면 8인치, RAM 2기가, 터치팬 와콤, 1024단계 필 압, 

화면 공유 가능, 무게 380g)이다. 



스마트 패드 

충전장(75만원*4 )

충전장을 사용하는 이유는 2가지이다. ①동시 다발적인 

패드 충전, ②충전 후 다시 전원을 키면 깨끗한 상태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동기화 관리차원이다. 이중으로 

잠금장치를 마련하여 관리자가 집중관리 할 수 있도록 

한다. 

3D프린터(200만원*

2 )

수 십 만 원 부터 수 백 만 원 까지 사양별로 다양한 

3D프린터가 존재한다. 본 프로그램에 사용된 3D프린터

는 당시 중간사양의 조작이 쉬운 교육용 제품이었다. 

또한 안전을 고려해 인체에 무해한 플라스틱을 녹여서 

적층하는 방식(FDM)의 제품을 선택하였다. 

에그(인터넷 보

조장치)(월 1만 

8천원*2개, 1년 

약정 불입)

최  7  패드에 끊어짐 없는 인터넷 지원이 가능하다. 

프로그램을 진행한 2014년 2학기 동안 학교 네트워크

가 매우 불안정하여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여 수업이 

지체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부중에 1 , 부여중에 1

를 예비로 두었다. 에그를 사용하면 수업 중에 인터

넷 감도가 떨어질 때 효과적으로 처 할 수 있었다. 

월 사용할 수 있는 data 용량은 5~10기가 정도였다. 

실물화상기

형 TV

학교 차원에서 미리 구비가 되어 있었다. 2014년 자유

학기제 당시에는 미러링에 한 준비 부족으로 학생 

패드를 실물 화상기에 띄워서 보완하며 수업을 진행하

였다. 형 TV는 실물화상기와 교사 PC와 화면 전이 

속도가 빨라서 사용하게 되었다. 프로젝터는 칠판을 많

이 가리게 되고 올렸다 내렸다 하기 불편하기에 프로

그램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당시에 판단하였다. 



2.2. 수업상황

2.1.1. S  부설중학교 수업 상황

부설중학교는 자유학기제 기간 내 20명 내외 4개 반을 전·후반기로 나누어 

일주일에 2시간씩 각각 화·목요일 6·7교시에 12차시 기준으로 6주 동안 시

행하였다(단, 중학교 2·3학년 정기고사 기간과 축제 등 학교 행사시 제외). 

전반기 반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로 구성되었고(이하 부중A) 후반기에

는 성적이 중간이하 학생들로 구성하였다(이하 부중B). 

패드 케이스 & 전

용 키보드 (1만 5

천원*40개)

학생들이 막 사용할 수 있도록 저렴한 것으로 소모품 

형식으로 구매 하였다. 잘 부서졌으며 2014년 자유학기

제가 종료되었을 때 총 5개가 버려졌다.

<표Ⅳ-2> 2014년 2학기 자유학기제 스마트 교실에 사용된 장비

부중 A(전반기, 성적 상) 부중 B(후반기, 성적 중하)

화(22명) 목(22명) 화(18명) 목(19명)

1.2차시 09.02. 1.2차시 09.04. 1.2차시 11.04. 1.2차시 11.06.
3,4차시 09.16. 3,4차시 09.11. 3,4차시 11.11. 3,4차시 11.20.
5,6차시 09.23. 5,6차시 09.18. 5,6차시 11.18. 5,6차시 11.27.
7.8차시 10.07. 7.8차시 09.25. 7.8차시 11.25. 7.8차시 12.02.
9, 10차시 10.21. 9, 10차시 10.20. 9, 10차시 12.09. 9, 10차시 12.04.
11, 12차시 10.28. 11, 12차시 10.23. 11, 12차시 12.16. 11, 12차시 12.18.

<표Ⅳ-3> S  부설중학교 2014년 자유학기제 수업일정



 수업 장소는 학교 내 별관 수학실에서 이루어졌으며 비교적 넓은 공간에 

보온이 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인터넷이 자주 끊기는 위치에 있어 에그(인

테넷 보조 매체)사용이 불가피했다. 수업진행은 기계치라 불릴 정도로 장

비 사용 경험이 없으나 엄격하며 수학교육에 열정이 풍부한 S  수학교

육과 출신의 40  중반의 기혼 베테랑 여자교사였다. 프로그램 진행 전

과 진행 중에 본 연구자와 활발한 교육을 통해 수업 역량을 키우면서 성

장하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자는 거의 모든 수업시간에 캠코더와 

사진을 들고 수업에 참여하고 보조하였다. 

2.1.2. S  부설여자중학교 수업 상황

 부여중은 자유학기제 기간 내 20명 2개 반을 한 학기 동안 일주일에 1시간

씩 각각 수요일 6, 7교시에 12차시 기준으로 12주 동안 실시하였다. 반에 

한 특별한 구분은 없었으며 성적분포가 고르게 구성이 되었다. 

부여중 자체는 과목별로 교실이 이루어져있어 본관 내 수학5실에서 이루

어졌는데 부중보다는 인터넷 사용이 원활했다. 수업 진행은 평소에도 장

비를 사용하는데 능숙했으며 다정다감하고 준수한 S  수학교육과 출신의 30

 후반의 기혼 남자 교사가 하였다. 장비를 능숙하게 잘 사용하였기에 연구

자가 자주 왕래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었다. 

부여중(6교시반, 20명) 부여중(7교시반, 20명)

1차시 08.27. 7차시 11.05. 1차시 08.27. 7차시 11.05.
2차시 09.03. 8차시 11.19. 2차시 09.03. 8차시 11.19.
3차시 09.17. 9차시 11.26. 3차시 09.17. 9차시 11.26.
4차시 09.24. 10차시 12.03. 4차시 09.24. 10차시 12.03.
5차시 10.22. 11차시 12.10. 5차시 10.22. 11차시 12.10.
6차시 10.29. 12차시 12.24. 6차시 10.29. 12차시 12.24.

<표Ⅳ-4> S  부설여자중학교 2014년 자유학기제 수업일정



2.3. 수업·과제 설계

 스마트(SMART) 수업의 각 항목별로 좋은 수업의 특성이 무엇일까 기준

을 세우고 수업을 설계하였다. 자기주도(Self-directed)영역에서 좋은 수

업은 수업에 한 몰입도가 높아야 하는 것이다. 본 프로그램은 서로 다

른 조의 상황을 비교해가며 자극하고 도와주는 계기를 마련, 스마트 기

기를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활용하도록 하고, 기기 활용 시에는 기기를 

다루는 데 시간을 소비하지 않도록 통제·안내하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강조하였다. 수업 전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오개념을 질문함으로써 학생들이 좀 더 호기심을 가지고 수업에 참

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이전 생각과 맞지 않는 상황을 제시할 

때는 학생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

도록 하였다. 동기부여(Motivated)의 측면에서는 토론, 발표 등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업을 계획하였다. 수업 중 일차적으로 의문이 생

기는 경우 바로 질의응답하기를 하였고, 조별 토론 중에 다른 조의 의견

을 반박하거나 다른 조의 결과를 칭찬하는 시간을 이후에 가졌다. 그리

고 이차적으로 SNS와 게시판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의견교환이 이루어지

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수업 중에 다음에 할 것과 성취에 한 복

선을 제시해 기 감을 높였으며 중간에 열정이 떨어지지 않게 디자인 활

동을 주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적응성(Adapted)의 측면에서는 학습 목표 

설정과 도달이 명확한 수업으로 한정하였다. 활동지에 과제를 학습목표

에 맞게 구성하였으며 학생 스스로 목표를 인지하게끔 안배하였다. 교사

는 학습 목표와 관련 없는 것은 최소한으로 제시하고 학습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수업을 구성할 수 있도록 수업 전에 

철저하게 계획하였다. 또한 SNS, 접근성이 좋은 짧은 동영상을 통하여 

안적 수업 방법을 제시, 낙오되는 학생 없이 모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수업 결손을 보완하였다. 중간 중간 학생의 반응을 유심히 살피며 반성 

후 교재를 조금씩 수정해가며 진행하였다. 풍부한 자료(Resource free)의 



측면에서 JavaMAL 사이트에서 선배들의 작품과 코드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으로 언제 어느 때 건 질문을 받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었다. 기기를 활용하는 측면(Technology 

embedded)에서 스마트패드의 장점을 최 한 살리는 방향으로 구성하였

다.

 이러한 기준으로 12차시 수업을 진행하였고 2차시 단위로 과제를 설계

하여 인지적 영역에서의 평가기준에 적용하였다. <표Ⅳ-5>는 수업에 전

체적인 흐름은 나타냈었다. 과제에 한 구체적인 내용은 평가 적용 부

분에서 결과 분석과 동시에 확인하기로 하자.

차시 학습 내용

과제, 측정 내용

(분석 단위 : 활동지, 온라인 

게시판 활동기록, SNS기록)

1, 2차시

도입, 기본 

코딩

→

① 3D 프린터 소개 : 사전 

동영상 시청

② 스마트 패드 소개, 

JavaMAL 사이트 회원가입 

및 게시판 활용법 숙지

③ 기본 명령어 코딩

④ 수학에 한 정의적 영

역 객관식 사전 설문조사 

→

3D프린터 역할 조사(자유과제, 

진로활동) : 서술형 활동지 채우

기

→

성벽 과제(온라인, 인지적 영역 

측정영역 개별 과제) : 기본 코

딩으로 힘들게 코딩해보기

→
수학에 한 정의적 영역 객관

식 사전 설문조사 

3, 4차시

심화코딩1

치환 사용

→

코드를 통한 치환 사용 능

력 활용

→

치환, 꺽쇠 사용 풍차모양 최소

코딩 만들기(활동지, 인지적 영

역 측정 과제)

→

성벽 과제(온라인, 인지적 영역 

측정 개별 과제) : 치환을 사용

하여 효과적으로 코딩해보기

스마트 창의 융합 컨테스

트 시행 안내
→

배운 명령어를 통한 스마트 창

의 융합 컨테스트 품평회 3주전 



공지, 2인 1조로 작품 제작, 실

시간 경과보고 및 모니터링(학

습 태도 측정 : 품평회 우정상 

영역에 반영)

5, 6차시

심화코딩2

변수 사용

→

코드를 통한 변수 사용 능

력 활용 : 6단계로 구분해

서 학습

→
 변수를 사용하여 동서남북 계

단 만들기(활동지 과제) 

7, 8차시

입체도형 
→

① 정다면체 탐구, 닮음비

로 넓이비와 부피비 추론

하기

② 분할정복 알고리즘을 

통하여 입체를 정사면체, 

직각 사각뿔, 피라미드로 

나누어 부피 측정 쉽게 하

기

→

모서리 길이가 같은 정사면체, 

정팔면체 부피비 측정(활동지 

과제)

→
주령구 부피측정(온라인, 인지적 

영역 측정영역 개별 과제)

→
3D 프린터 출력 원리 설명 및 

실습(진로활동)

9, 10차시

도형수 →

① 도형수 탐구

② L-R type 나누어 쌓기

나무로 기하로 표현된 도

형수 코딩하기

③ 표현된 쌓기나무 도형

수를 바탕으로 제곱수 

수식 유도하기

→

변형된 피라미드 도형수를 이용

한 쌓기나무 개수 측정(온라인, 

인지적 영역 측정 토론 과제)

→

2변수 삼각뿔수 코드 작성(온라

인, 인지적 영역 측정 토론 과

제)

11, 12차시

스마트 

창의융합 

컨테스트

→

① 스마트 창의 융합컨테

스트 발표·토론회

② 수학에 한 정의적 영

역 객관식·주관식 사전 

설문조사 

→

디자인한 작품과 코드 품평회 

및 시상(온라인, 인지적 영역 측

정 개별·토론과제)

→
수학에 한 정의적 영역 객관

식·주관식 사전 설문조사 

<표Ⅳ-5> 차시 흐름 및 과제 측정영역



2.4 자료 수집 및 분석

 자료 수집을 위해 교실 관찰, 학생 면담, 수업 녹화, 학생이 제출하는 

온·오프라인 과제 및 설문지를 수합하였다. 본 연구자는 주로 부중에 

수업 조교 형식으로 매주 2번 S 에서 왕래하였으며(부중에 수업인원이 

많고 부중교사가 장비에 능숙하지 않아 보조 역할을 할 인원이 필요했

다) 부중에서의 수업은 모두 캠코더로 녹화하였다. 캠코더의 위치는 수

업의 방해를 피하기 위해 뒤에 1 를 전체를 개괄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

고 연구자가 뒤에서 관리하였다. 수업 관찰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현상이 포착되었을 때는 사진을 찍기도 했다. 문서 자료 수집을 위해서 

학생들의 활동지는 수업 직후 교사에게 반납하여 관리가 잘 되게끔 통제

하였으며 온라인 활동 기록은 반영구적으로 관리자(지도교수, 연구자, 부

중, 부여중 교사)가 열람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놓았다. 연구윤리에 

의해 개인 정보는 보호받음을 알리고 부득이하게 공개해야 하는 경우는 

사전에 동의를 얻었다. 

3. 연구 결과

 

 본 연구에 한 결과는 정의적·인지적 부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정의적 영역은 사전(객관식), 사후(객관식+주관식)로 나누어서 측정하였

고 인지적인 부분은 수업시간에 작성한 활동지, 온라인 기록 SNS활동 등

으로 평가하였다.  

 

3.1 정의적 영역 객관식 설문 조사 결과 

3.1.1 객관식 설문 조사 결과 타당성 검증

 수학에 한 정의적 영역에 관한 객관식 설문은 <표Ⅲ-4>에서 제시된 



로 사전·사후 똑 같이 진행하였다. 박선화(2010)가 제시한 다섯 가지 

영역(수학에 한 흥미, 가치관, 자기 효능감, 불안감, 자기조절력) 평가

틀에 한 기준을 그 로 사용하였다. 제시된 문항은 전문가에 의한 델

파이 조사를 통해서 엄선된 문항으로 박선화가 이미 분류해놓았기 때문

에 항목 간 요인분석은 생략하였다. 사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요인

별로 타당도 분석을 한 결과를 <표Ⅳ-6>에 정리하였다.

<표 Ⅳ-6> 사전검사 타당성검증() 모음

요인 부중A 부중B 부중 부여중

흥미 0.813 0.835 0.824 0.756
가치인식 0.157 0.191 0.159 -0.470

자기효능감 0.676 0.753 0.715 0.748
불안감 0.742 0.825 0.776 0.534

자기조절력 0.601 0.5538 0.573 0.732

값이 0.6이하인 요인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였고 사후 검사 결

과를 반영하지 않았다. 수학에 한 가치인식에 한 문항은 모든 집단

에서 사용할 수 없었고 부여중은 불안감, 학업 성적이 상 적으로 낮은 

집단인 부중B와 부중 전체 집단은 자기조절력 요인을 추가로 사용할 수 

없었다. 수학에 한 가치인식에 하여 타당도가 떨어진 내용은 프로그

램을 진행하면서 수학에 한 가치를 크게 강조하지 않았고 학생들이 수

학하는 느낌을 크게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보았다. 또한 질문

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꿨어야 했는데 적절하지 않은 문항으로 구성했

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다.  

 

3.1.2 부여중 객관식 설문 조사 결과

 부여중의 객관식 설문 조사결과는 <표Ⅳ-7>과 같다. 

 



 

부여중 객관식 설문 결과 자기조절력과 관련된 14번 문항에서만 유의미

하지 않은 결과로 산출되었다.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에 흥미로

워 했고 쉽게 할 수 있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한 성취감으로 인해 자기효

능감과 자기조절력 일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남학생보다 절

적인 증가폭이 더 컸다, <표Ⅳ-10>참고). 특히, 흥미에 관한 사전 평균

(<표Ⅳ-10>참고)도 남학생에 비해 처음에 많이 낮았으나 사후에는 증가

폭이 남학생 보다 컸는데 이는 여성들의 특성상 수학에 하여 남학생에 

비해 자신감이 부족하고 기기를 다루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이전 

편견을 극복할 수 사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순수하게 수학 수업으

로만 구성하지 말고 다른 학문과 융합하거나 활동을 섞으면 여학생의 수

학에 한 흥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Ⅳ-7> 부여중 객관식 정의적 설문 조사 결과
분류 평균 표준편차 t값(자유도=38) 유의확률

흥미

(N=39)

문1
사전 2.3846 0.98983

5.141 0.000
사후 3.4103 0.71517

문2
사전 1.5897 0.67738

7.042 0.000
사후 3.0000 0.94519

문9
사전 2.2051 0.80064

5.798 0.000
사후 3.3077 0.73104

문15
사전 2.4872 0.85446

5.860 0.000
사후 3.4103 0.59462

자기

효능감

(N=39)

문4
사전 2.6410 0.8732

3.078 0.004
사후 3.2564 0.75107

문6
사전 2.2949 0.68555

5.489 0.000
사후 3.2308 0.70567

문13
사전 2.4103 0.84970

2.793 0.008
사후 2.9103 0.90228

문14
사전 2.7179 0.97194

0.904 0.372
사후 2.9231 0.87011

자기

조절력

(N=39)

문8
사전 2.6154 0.90657

4.670 0.000
사후 3.4359 0.55226

문16
사전 2.4744 0.9109

3.665 0.001
사후 3.1795 0.88472



3.1.2 부중(A, B, 통합) 객관식 설문 조사 결과

부중의 객관식 설문 조사결과는 <표Ⅳ-8>, <표Ⅳ-9>, <표Ⅳ-10>과 같다.

<표 Ⅳ-8> S  부설중학교 A반 정의적 설문 조사 결과
분류 평균 표준편차 t값(자유도=43) 유의확률

흥미

(N=44)

문1
사전 3.11 0.722

-0.105 0.917
사후 3.1023 0.66104

문2
사전 2.64 0.892

1.702 0.096
사후 2.8636 0.87845

문9
사전 3.00 0.835

0.167 0.868
사후 3.0227 0.69846

문15
사전 3.102 0.6953

1.514 0.137
사후 3.2727 0.69428

자기

효능감

(N=44)

문4
사전 3.16 0.608

0.172 0.864
사후 3.1818 0.81477

문6
사전 2.84 0.861

2.441 0.019
사후 3.1705 0.69836

문13
사전 3.193 0.6399

0.829 0.412
사후 3.2955 0.70148

문14
사전 3.136 0.6935

0.881 0.383
사후 3.2273 0.77350

불안감

(N=44)

문5
사전 3.07 0.873

-0.178 0.860
사후 3.0455 0.74567

문10
사전 3.05 0.987

2.635 0.012
사후 3.4773 0.66433

문12
사전 2.95 1.033

0.943 0.351
사후 3.1136 0.94539

자기

조절력

(N=44)

문8
사전 3.170 0.6984

-0.679 0.501
사후 3.0909 0.77214

문16
사전 2.898 0.8865

1.059 0.295
사후 3.0682 0.87332

<표 Ⅳ-8>과 같이 부중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본 프로그램이 수학에 

한 흥미 향상에 유의미한 결과를 주지는 못했다. 동시에 자기효능감 6번 

문항과 10번 문항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잘하는 학생들에

게는 정의적인 측면에서는 본 프로그램이 여느 수업처럼 평범하게 해야 

할 과업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과제도 무리하지 않고 할 수 있었



기에 자기효능감과 자기 조절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절 적인 평균값 수치를 확인해도 알 수 있는데 부중B 보다 상

적으로 높은 것(<표 Ⅳ-9> 참고)으로 보았을 때 처음부터 수학에 하

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본 프로그램이 더 긍정적으로 작

용하는데 주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Ⅳ-9> S  부설중학교 B반 정의적 설문 조사 결과

분류 평균 표준편차 t값(자유도=36) 유의확률

흥미

(N=37)

문1
사전 2.95 0.705

2.443 0.020
사후 3.2432 0.54800

문2
사전 2.59 0.798

2.313 0.027
사후 3.0000 0.74536

문9
사전 2.78 0.750

3.151 0.003
사후 3.1081 0.51552

문15
사전 2.86 0.631

0.770 0.446
사후 2.9459 0.66441

자기

효능감

(N=37)

문4
사전 2.95 0.664

2.594 0.014
사후 3.2973 0.61756

문6
사전 2.92 0.640

1.484 0.146
사후 3.1351 0.63079

문13
사전 2.89 0.774

0.818 0.419
사후 3.0270 0.76327

문14
사전 2.70 0.740

2.494 0.017
사후 3.0541 0.74334

불안감

(N=37)

문5
사전 2.89 0.875

1.654 0.107
사후 3.1351 0.82199

문10
사전 3.03 0.763

0.000 1.000
사후 3.0270 0.86559

문12
사전 2.54 0.931

1.926 0.062
사후 2.8378 0.92837

<표 Ⅳ-9>는 부중 중·하위권 학생들에 한 수학의 정의적 영역 개선

에 한 설문 결과인데 부중A와는 다르게 흥미 영역에서 유의미한 개선

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증가폭도 부중A보다는 컸던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사실 본 프로그램은 부중B 집단에서 자기 효능감과 자기 조

절력에 하여 크게 유의미하게 작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였는데 많은 항



목에서 유의미 하지 못했다는 것은 12차시의 짧은 수업시간의 한계를 들 

수 있다. 또한 교사와 연구자가 최선을 다했지만 본 프로그램이 어렵게 

느끼고 따라오지 못한 학생이 있었기 때문이라 판단하였다. 또한 부중A

에 비해 자기조절력 요인도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것도 과제 해결력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과제의 난이도를 일부는 조

금 더 낮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부중A와 부중B 모두  수

학에 한 불안감에 하여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표 Ⅳ-10>은 

부중A, B를  통합한 객관식 설문 결과이다. 정의적 측면에서 크게 유의

미하지 않은 부중A 집단의 영향으로 흥미 요인에서 문항2를 제외하고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고 자기효능감도 부중B 집단에 유의미한 부분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으며 부중A 경향을 따르게 되었다. 수학에 한 불

안감 역시 모든 항목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자기조절력은 타당성 요인에

서 탈락하였다.      

<표 Ⅳ-10> S  부중통합 객관식 정의적 설문 조사 결과

분류 평균 표준편차 t값(자유도=80) 유의확률

흥미

(N=81)

문1
사전 3.04 0.715

1.575 0.119
사후 3.1667 0.61237

문2
사전 2.62 0.845

2.863 0.005
사후 2.9259 0.81820

문9
사전 2.90 0.800

1.811 0.074
사후 3.0617 0.61939

문15
사전 2.994 0.6731

1.613 0.098

사후 3.1235 0.69611

자기

효능감

(N=81)

문4
사전 3.06 0.639

1.803 0.075
사후 3.2346 0.72924

문6
사전 2.88 0.765

2.817 0.006
사후 3.1543 0.66446

문13
사전 3.056 0.7159

1.170 0.246
사후 3.1728 0.73807



<표 Ⅳ-11>은 각 집단별 유의미한 설문문항에 하여 정리하였다. 

문14
사전 2.938 0.7432

2.440 0.017
사후 3.1481 0.76012

불안감

(N=81)

문5
사전 2.99 0.873

1.016 0.313
사후 3.0864 0.77778

문10
사전 3.04 0.887

2.007 0.048
사후 3.2716 0.79076

문12
사전 2.77 1.003

1.929 0.057
사후 2.9877 0.94199

<표 Ⅳ-11> 집단별 유의미한 정의적 영역 객관식 설문 문항
영역 문항  문항내용 비고

흥미 1
나는 다른 과목 수업 시간보다 수학 수

업 시간이 더 좋다. 
부여중, 부중B

흥미 2
나는 학교에서 수학 수업이 좀 더 많아

졌으면 좋겠다.

부여중, 부중B, 

부중
자기효

능감
4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수학을 

공부할 수 있다. 
부여중, 부중B

자기효

능감
6

나는 어려움 없이 수학 문제를 풀 수 있

다.

부여중, 부중A, 

부중
자기조

절력
8

나는 쉽게 풀리지 않는 수학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도전한다.
부여중

흥미 9
나는 다른 과제보다 수학 과제를 먼저 

하고 싶다. 
부여중, 부중B

불안감
10(역

코딩)
나는 수학 시험을 보는 것이 두렵다. 부중A

자기효

능감
13 나는 수학을 빨리 배운다. 부여중

자기효

능감

14(역

코딩)
수학은 내가 잘 하는 과목이 아니다. 부중B

흥미 15 수학은 공부를 할수록 재미있다. 부여중

자기조

절력
16

나는 수학시간에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 

있으면, 수업 시간이 끝난 후에도 그것에 
부여중



 

3.2 정의적 영역 주관식 사전 설문 조사 결과

 

 학생들이 자유 기술한 설문을 바탕으로 답변 위주로 정리하였다. 비슷

한 내용의 답변은 중복되지 않게 하였으며 맞춤법이나 문장이 어색한 경

우는 순화시켰다.

Q1) 수업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부중 답변
·치환이나 변수사용 등으로 작품을 정말 쉽게 만들 수 있었을 때 
·스스로 생각한 멋진 모형을 만들었을 때 보람되고 기분이 좋았다. 
·친구들이 내 작품에 보안 점을 설명해줄 때 
·고등과정에서 배운다는 도형수를 어렵긴 하여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만으로 알아본 

것은 정말 놀라웠다. 

·3D프린터로 입체도형을 만들어 내는 것이 인상 깊었다. 

·짝이랑 스마트 폰 거치 를 제작하는 것이 재미있었고 인상 깊었다. 

·치환, 인수분해 등 어려운 수학 개념을 이 수업으로 상당부분 알 수 있었다. 

·다른 친구들 앞에서 내 작품을 소개할 때 

·처음으로 원하는 로 코딩이 될 때 정말 감격스러웠다. 

·3D프린터로 내 작품이 출력되었을 때 

·스마트 폰 거치 를 만드는 과정에서 짝과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었고 직접 만든 

거치 를 실제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 

·코딩과 수학(도형)을 관련지어 깨달았을 때 

·창의적으로 만들면서 하는 과정이 재미있었고 수업이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선생님들이 이해를 도와주셨을 때 

부여중 답변

·선생님이 거북이 흉내까지 내며 엄청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실 때

해 계속 생각한다.



·스케치업이나 거북수학으로 직접 작품을 만들어서 3D프린터로 뽑아냈던 것

·배운 내용으로 쉽게 디자인 할 수 있어서 신기함

Q2) 이 수업을 통해서 가장 큰 깨달음이 있다면? 그리고 어떤 점이 가장 

도움이 되었나요?

부중답변

· 나에게 도움이 될 3D프린터를 배우게 되어 기쁘다.

· 수학이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는 선생님의 말씀을 믿진 않았지만 이번 활동을 통

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수학을 좀 더 편하게 바라보게 되었다.

· 이 세상 모든 것에 수학이 있다. 사물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 어렵지만 3D프린터와 코딩이 내 미래의 수학공부에 도움을 줄 것 같다.

· 변수와 치환을 적용시키는 방법을 알았다.

· 이 수업을 통해서 수학은 재미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 3D프린터가 중요하고 미리 배워두면 좋다.

· 실용적으로  디자인을 해보았다는 것

· 수학이 조금 더 가까워 졌다는 것.

· 코딩은 그리 쉽지 않은 과정임을 알게 되었다. 

부여중 답변

· 수학도 재밌는 면도 있다는 것, 그리고 수학을 어려워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 가장 도

움이 되었던 것 같다.

· 수학은 재미없는 과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수업을 통해 그 생각이 달라졌다

· 모든 것에는 수학이 필요하다는 것, 수학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줘서 도움이 된 

것 같다.

· 작품을 만드는 데도 수학이 필요하다는 점, 생각을 더 많이 해야 함

· 블록으로 뭐 만들면 되겠지...  등으로 단순히 생각했는데 이 수업으로 조금이나마 수

학과 친해졌다.

· 입체적으로 생각하는 사고가 늘어나 수학의 두려움이 없어져 도움이 되었다.

· 수학은 중요하다. 창의력이 올라감

Q3) 본 수업과 관련하여 수학에 한 자신의 생각이 달라진 부분이 있으



면 작성해 주세요.

부중답변

· 수학이 어렵기도 하지만 알고 나면 쉽고 재미있다.

· 수학이 재미없는데 이 수업을 듣고 있을 때는 그냥 수학보단 재미있는 것 같다.

· 수학을 학문, 공부로만 보았는데 과학적인 기술로도 볼 수 있게 되었다.

· 입체도형 부분에서는 자신감이 생겼다.

· 아무래도 교과서 속의 수학이 밖으로 나왔다는 점

· 수학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존재이며 종종, 아니 자주 볼 수 있다. 

· 수학이 어렵지 않고 우리가 재밌게 즐길 수 있다. 

· 수학은 단지 계산 같은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새로운 물체 하나를 만들 때에도 

쓰일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창의력을 필요로 한다.

· 수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코드를 배우면 무궁무진한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수학에 한 생각이 달라졌다.

· 수학이 정말 많은 기술들에 이용된다는 것.

· 이번 기회를 통해 나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

학을 더 알아야 하는 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여중 답변

· 평소 수학이 늘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수학도 재미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수학이 일종의 학을 가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 되었으나 수업을 통해 이렇게 재

미있는 활동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 처음에는 수학과 내가 벽이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었는데 이 수업으로 

거리감이 줄었고 수학도 재미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했다.

Q4) 코딩 및 디자인분야와 수학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자신의 생각의 

작성해주세요.

부중답변

· 수학적 사고와 지식(변수와 치환)을 가지고 코딩, 디자인을 해야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

· 코딩을 하려면 수학(공간에서의 위치 관계 좌표 등)을 많이 공부해야겠다.



· 디자인에서 수학을 적용시켜 더 예쁘고 비율도 맞게 할 수 있으며 코딩부분에서는 

치환, for to문을 넣음으로써 더욱 효율적이고 간단하게 디자인 할 수 있는 것 같다. 

· 수학의 도형부분 같은 것을 잘하면 코딩과 디자인을 잘한다. 

· 수학을 알아야 복잡한 코드들을 이해할 수 있다.

· 수학에 있는 변수와 치환이 없으면 코딩이 복잡해지고 어려울 것이다.

· 수학을 통해서 코딩을 짧게 할 수 있다.

· 1:1.618… 처럼 황금비율을 맞추어 디자인하면 아름답다. 코딩도 여러 수학을 써야한

다.

부여중 답변

·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디자인을 가능하게 한다.

· 디자인을 할 때도 정확한 수치로 계산해야지 예쁘기 때문이다. 

· 규칙적인 패턴 찾는 것이 디자인을 더 확실하게 다져 주는 것 같다.

· 수학을 통해 창의적으로 디자인을 할 수 있다. 

Q5) 앞으로 수학이 자신의 장래희망이나 향후 인생에서 어떤 관계를 가

질 수 있을지 자신의 생각을 작성해 주세요.

부중답변

· 피규어 디자이너가 꿈이니까 3D프린터가 피규어 프로토 타입을 만들 때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앞으로 3D 프린터 공부를 하고 싶다.

· 나의 꿈이 의사인데 3D 프린터로 맞춤형 인공장기나 의료도구를 만들어 수술할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 프로그래머로써는 당연히 많은 관계를 가질 것

· 디자인 쪽으로 진로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D프린터가 도움이 될 것 같다.

· 컴퓨터 관련 직업이 나의 꿈인데 컴퓨터도 알아듣는 명령어가 있고 그 복잡한 구조

에 수학이 있어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나는 꿈이 건축가이기 때문에 미래에는 꼭 필요하다.

부여중답변

· 수학적인 아이디어로 작가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 인테리어 쪽은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다.



Q6) 자신이 생각하는 스마트 패드와 3D프린터를 활용한 수업의 장점과 

단점을 작성해 주세요(부중, 부여중 답변 통합).

장점

· 새로운 수학의 융합을 볼 수 있었으며 

스마트 패드를 활용하여 편리했던 것 같

다. 

· 재미있고 흥미롭다, 새로운 것을 경험

했다.

· 도형에 하여 알 수 있었다. 특히 입

체도형 파트에서 자신감이 생겼다.

· 더 실감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 패드는 휴 하기 간편하다.

· 이론적 수업이 아니라 체험적 수업인 

것 때문에 재미있었다.

· 3D프린터 출력을 보면서 생각한 도안

이 직접 실제가 되는 것이 신기했다. 

단점

· 뭔가 어렵고 복잡하다.

·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구분이 

드러난다.

· 3D프린터로 출력하면 시간이 많이 걸

린다. 또한 출력 중간에 망가지면 복구가 

불가능해서 다시 출력해야 한다. 

· 패드 화면의 글씨가 너무 작다. 자주 

잘못 눌린다.

· 이해가 잘 안된다면 계속 어려움을 겪

으며 잡생각이 많아진다.

· 마우스가 없어서 터치 펜으로 했는데 

조금 불편했다.

· 고장이 쉽게 날 것 같다. 

Q7) 변수와 치환 그리고 꺾쇠기능을 익히는데 무리는 없었나요? 그리고 

코딩에서 변수, 치환 그리고 꺾쇠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하여 자신

의 생각이나 느낌을 작성해 주세요.

부중답변

· 나의 노동력과 코딩의 길이를 줄여준다.

· 치환은 쉬웠지만 변수는 어려웠다. 

· 변수, 치환 기능을 익힐 때 머리를 조금 써야 되서 약간 힘들긴 했지만 익히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다. 변수는 여러 가지 값을 손쉽게 표현 할 수 있고 치환은 반복되는 코

드를 편리하게 입력해주고 꺾쇠는 다시 되돌아 올 수 있게끔 한다.

·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다. 하지만 직접 패드로 해서 더욱 쉬워진 것 같다. 

· 변수, 치환, 꺽쇠는 명령어의 길이를 줄이고 사용자를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다.

부여중답변

· 배울 땐 힘들었지만 작품을 만들 때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작품 완성을 하는데 도움

을 주었다. 



·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괜찮아졌다. 변수, 치환, 꺾쇠가 디자인할 때 더 편하게 해주

었다.

· 변수와 치환 그리고 꺾쇠 기능이 있었기에 더 많은 것을 만들 수 있었다.

Q8) 수업에 실시간으로 게시판과 모바일 앱과 화 방을 이용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의 수업이 본인에게 어떻게 느껴졌나요? (부중만 해당)

· 귀찮기는 하지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식이다.

· 항상 로그인해야 하는 것이 불편하다.

· 실시간으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좋았음.

· 수업이 빠르게 진행되어 좋았다.

· 서로서로 소통하면서 수업이 원활하게 진해되었다.

· 좀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나중에는 쉬워졌다.

· 코딩을 끝내고 바로바로 올림으로써 뿌듯한 느낌이 들었다.

· 남이 한 것과 내가 한 것을 비교하며 다른 아이디어도 낼 수 있었다. 

· 다른 아이들과 같이해서 어떻게 만드는지 이해가 잘 되었다.

· 힘들긴 하지만 많이 재미있고 나중에도 볼 수 있다. 

· 내 작품만이 아닌 다른 친구들의 작품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다.

· 바로바로 어디가 잘못 되었는지 알 수 있다.

· 인터넷상에 편리하게 저장 가능해 좋았다.

Q9) 게시판에 짤막한 복습용 동영상을 시청하였나요? 시청하였다면 본인

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작성해주세요. (부중만 해당)

· 시청을 안했다.

· 수업시간에 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줄여 놓아서 개념이 더 잘 이해되었다.

· 어려운 것이나 까먹은 것을 다시 복습할 수 있었다.

· 숙제할 때 모르는 것을 복습할 수 있었다.

· 수업시간에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을 이해시켜 줬다.

· 치환과 변수가 이해가 잘 안 갔는데 동영상을 보고 일부 이해가 되었다.

· 시청하지는 않았지만 시청했다면 다시 한 번 코딩하는 법을 잘 익혔을 것이다.

· 기억이 안 날 때 좋았다.



Q10) 스케치업과 거북수학을 비교해보고 자신이 생각하는 장단점에 하

여 작성해 주세요. (부여중만 해당)

· 스케치업은 여러 가지 어려움 없이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거북수학은 

정확한 치수를 재서 점 더 정확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스케치업은 더 실용적이고 거북수학은 사각형이라 곡선이 안 되어서 아쉽다.

· 거북수학은 수학에 도움을 주지만 복잡하다.

· 둘 다 편리한 것 같다. 하지만 거북수학은 문자를 외우는데 조금 힘들었다.

· 스케치업은 직접 그리는 일과 비슷하지만 길이를 알맞게 할 때 힘들다. 거북수학은 

계산해서 생각하는 것이 힘들지만 직접 만드는 것이 재미있다.

· 스케치업은 배우기 쉬우나 터치가 잘 안됨, 거북 수학은 어려우나 성취감이 있다.

· 스케치업은 코딩 등을 하지 않아도 되어서 편리했던 것 같고 거북수학은 규칙성 있

는 것을(패턴) 쉽고 빠르게 입력할 수 있어 좋았다.

· 거북수학은 수학과 관련되어 하는 것인데 스케치업은 거북수학보다 수학과 관련이 

없는 것 같다. 

· 거북수학은 익히면 쉽지만 처음에는 어려웠기 때문에 스케치업이 처음 할 때는 좋은 

것 같다.

· 스케치업은 작품의 한정이 없지만 거북수학은 한정적이다.

· 스케치업은 재미있다. 거북수학은 머리가 좋아진다.

Q11) 수업에 하여 미진한 점이 있거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작성해 주세

요. (부중, 부여중 통합)

· 거북 수학에서 정육면체 말고 다른 다면체에 해서도 코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

다.

· 수업 시간을 더 늘려야 했다.

· 숙제를 줄이면 좋겠다.

· 모든 학생이 3D프린터로 자신의 작품을 뽑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상의 질문들을 종합해보면 본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으로 수

학에 한 개념학습과 친 함을 주었고 디자인 활동 경험을 넓혀 주었

다. 그리고 게시판과 모바일, 동영상 학습에 한 긍정적인 가능성을 열



어주었다고 볼 수 있다.  

3.3 인지적 영역 프로그램 활동 결과

3.3.1. 1~2차시 : 도입, 기본 코딩에서의 결과

 1~2차시는 3D프린터를 소개하고 스마트 패드 작동법 숙지, JavaMAL 사

이트 회원가입 및 게시판 활용법을 숙지하였다. 수학에 한 정의적 영

역에 한 객관식 사전 설문조사가 같이 이루어졌으며 기본명령어 코딩

학습이 이루어졌다. 1~2차시에서 인지적 영역에 한 측정은 3D프린터 

역할 조사에 관한 진로활동 자유과제와 성벽을 만드는 과제를 온라인상

에서 기본 코딩을 통하여 작성하게 하였다. <표Ⅲ-1>의 질문에 한 답

변을 정리하였다. 비슷한 내용의 답변은 중복되지 않게 하였으며 맞춤법

이나 문장이 어색한 경우는 순화시켰다.

  · 가정에서의 3D프린터의 역할 : 가정에서 필요한 물품인 식기구, 머리핀, 안경테, 

휴 폰 장신구 등을 자신만의 디자인으로 직접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비용절감효과 까

지 있다. 전자제품 등 고가의 물건의 일부 부품을 만들어서 보수 할 수 있으며 급히 무

언가 필요할 때 임시로 체 할 수 있을 것 같다.

 · 학교에서의 3D프린터의 역할 : 학용품을 만들어 쓸 수 있고 수학 시간에 도형 문제

가 나왔을 때(정다각형 및 입체) 직접 만들어 전개도나 외형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리고 

뽑은 입체의 겉넓이와 부피를 측정하는 실험을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 과학시간이나 

미술시간에 직접 도구를 만들어 수업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풍성하게 진행 할 수 있을 

것이다.

 · 3D프린터가 직업에 미칠 영향 : 자동차를 만들 때, 성형수술 할 때 사람이 필요 없

을 것이며 3D 프린터로 개인별 맞춤 보청기를 구현하여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시각장

애인에게 점자,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의수나 의족을 맞춤형으로 만들어주면 유용할 

것이다. 개인이 직접 원하는 물건을 3D프린터로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2차 산업 제

조업 종사자 및 운송업자들 일부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3D 프린터 자체에 관련된 

직업(프린터 디자이너, 프로그래머)이 생겨 날 것이다. 의학에서는 인공뼈나 장기를 만드

는데 유용하다. 우주에서 직접 물품 제조해 효율성 달성, 3D프린터로 음식 디자인하여 



재료를 넣고 출력 할 수 있다. 개인이 작품을 만들어 팔며 부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 3D프린터와 수학과의 관련성 : 3D프린터는 x축과 y축으로 돌아가며 3차원 입체를 

구현해낸다. 이는 좌표 평면을 이용하는 함수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3D프린터

를 만들 때 꼭 필요한 프로그램도 수학적 지식이 있어야 한다. 또 코딩도 잘해야 한다. 

정확하고 정교성이 요구되는 수학과 접한 관계가 있다.

[그림Ⅳ-1]은 기본 코딩으로 제시한 성벽 만들기 과제이다. 

[그림Ⅳ-1] 기본 코딩 성벽과제(온라인)

과제를 제출한 학생답변 중 표적인 전략 2가지가 있었다. 코딩과 설명

을 확인해보자.

쌓기나무준비

ㄱ

do s5u5d s4u4d s4u4d  s5u5d s4u4d s4u4d  s5u5d s4u4d s4u4d s5u5d  s4u4d s4u4d s5u5d 

s4u4d s4u4d L

do s5u5d s4u4d s4u4d  s5u5d s4u4d s4u4d  s5u5d s4u4d s4u4d s5u5d  s4u4d s4u4d s5u5d 



s4u4d s4u4d L

do s5u5d s4u4d s4u4d  s5u5d s4u4d s4u4d  s5u5d s4u4d s4u4d s5u5d  s4u4d s4u4d s5u5d 

s4u4d s4u4d L

do s5u5d s4u4d s4u4d  s5u5d s4u4d s4u4d  s5u5d s4u4d s4u4d s5u5d  s4u4d s4u4d s5u5d 

s4u4d s4u4d L 

ㄴ

 학생A :  성 둘레를 높이 6칸 5칸으로써 서로 반복했다. 그래서 처음 한 칸 내딛고 5칸 

올라갔다 5칸 내려온 뒤 다시 한 칸 내딛고 4칸 올라가고 4칸 내려온다. 이런 작업을 5

번 하면 한 면이 만들어지고 방향을 왼쪽으로 한 다음 같은 작업을 4번 더 반복한다. 코

드를 복사하고 붙여넣기해서 총 코드의 길이는 길지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다. 

쌓기나무준비

ㄱ 

do 15s R 15s R 15s R 15s u R 

do 15s R 15s R 15s R 15s u R 

do 15s R 15s R 15s R 15s u R 

do 15s R 15s R 15s R 15s u R 

do 15s R 15s R 15s R 15s

do HuR HsCs HssCs HssCs HssCs HssCs HsCRHsCs

do HssCs HssCs HssCs HssCs  HsCRHsCs

do HssCs HssCs HssCs HssCs  HsCRHsCs

do HssCs HssCs HssCs HssCs  HsCRHsCs

ㄴ

 학생B : 나는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5s 만큼 가고 R로 돌고 다시 15s를 가면서 점점 

위로 쌓으면서 맨 마지막으로 맨 위에 비어있는 부분은 HS로 보이지 않게 한 다음에 CS

를 이용해서 성을 쌓았다.

 학생A보다 학생B가 평소 학업 성적이 뛰어난 학생이지만 모두 각자의 

전략 로 과제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첫 번째 전략으로 작성한 학생

은 거북이가 쌓기나무를 한 개씩 성 둘레를 내딛을 때마다 위로 5개, 6

개씩 순차적으로 쌓아가고 있다. 물론 쌓아올린 정육면체 때문에 올라간 

거북이는 다시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불편함이 존재한다(치환



이나 변수를 배우면 가외성·능률성의 측면에서 감점이 일어날 것이다).  

 그 결과 총 4000개 정도의 정육면체를 사용하였다. 반면 두 번째 전략

을 택한 학생은 가장 아래부터 성 둘레를 돌면서 올라오다가 가장 위층

에서 솟아오른 정육면체를 제외하고 투명처리해서 중복되는 부분 없이 

2200개의 정육면체를 사용하여 용량을 줄이고 있다. 코딩의 구조를 보았

을 때는 첫 번째 전략을 택한 학생도 결코 나쁘지 않았다. do를 기준으

로 성벽의 한 면을 완성했기 때문에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되었기 때문

이다. 학생들은 명령어를 통해서 자신이 거북이가 되어 이동하면서 예상

되는 성벽의 모습을 떠올리고 또한 실행하면서 자신의 실수를 고쳐나가

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었다.  

3.3.2. 3~4차시 : 심화코딩1(치환사용)에서의 결과

 3-4차시 치환을 배운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몇 가지 연습 예제를 주고 

이전 시간에 힘들게 했던 성벽 만들기 과제를 치환을 사용해서 다시 표

현해보라는 과제를 시켰다. 앞서 기본 코딩으로 성벽과제를 작성한 2명

의 학생 답변을 살펴보자.

학생A의 코드 학생B의 코드

쌓기나무준비

ㄱ

X='s[l]'

do s [ s 4X ] R

do [ s 4X ] R

do [ s 4X ] R

do [ s 4X ] 

ㄴ

쌓기나무준비

ㄱ

Y=' [ s s[l] s[l] s[l] ] R'

do s 4Y

ㄴ

사용한 치환단위 사용한 치환단위

[그림Ⅳ-2] 치환, 꺽쇠(위치기억 문자) 사용 바람개비 최소코딩(활동지)



 치환을 사용하라고는 했지만 학생A는 치환의 단위를 바람개비 날개 하

나의 이빨 한 개를 기준으로 보았다. 반면 학생B는 치환의 최소단위를 

바람개비 날개하나로 보았기 때문에 코드의 길이가 현저하게 짧아졌다. 

여기까지 수업이 진행되었을 때도 학생A 같은 경우 치환을 사용한 것 

자체에 하여 고무적으로 보았다. 학생B는 처음부터 수업에 집중하며 

주어진 과제를 잘해나가고 있었다. 수업이 끝나고 이전 수업시간에 완성

한 성벽과제를 치환과 꺽쇠를 사용해서 코드를 재표현 하라는 과제가 온

라인으로 주어졌다. 

[그림Ⅳ-3] 심화 코딩 성벽과제(온라인)

<표 Ⅳ-12> 치환을 숙지한 상태에서 해결한 성벽만들기 과제

코드 전략(학생답변)

쌓기나무준비

ㄱ

X ='s[5u]s[4u]s[4u]'

do 5X R 5X R 5X R 5X

ㄴ

학생B : 꺾쇠를 사용하여 거북이가 올라갔다 내려와야 하

는 번거로움을 줄입니다. 그리고 세로로 6칸 5칸 5칸 성벽 

3줄을 하나로 묶어서 치환하고 벽면을 이러한 묶음이 다섯 

번 반복되므로 5X로 정합니다. 그리고 거북이가 오른쪽으

로 돌며 4면을 만들도록 합니다.

쌓기나무준비

ㄱ

X='s[5u]s[4u]s[4u]'

Y='5XL'

do_2 4Y

 학생A : 성벽 3줄을 X로 치환합니다. 그러면 5개의 X가 

하나의 벽면 Y를 만들고(왼쪽으로 방향 도는 것까지 포함) 

이중치환을 해서 Y를 4번 반복하여 성벽을 만듭니다.



 이번에는 성적이 다소 떨어지는 그러나 수업에 더 적극적인 학생A가 

이중치환이라는 더 좋은 전략을 사용하여 코딩의 길이를 효과적으로 줄

였다. 학생B는 바람개비의 날개 하나를 코딩한 맥락과 같이 성벽 한 모

서리의 일부를 치환 단위로 주고 한 면을 채운 뒤 90도 회전을 하였다. 

학생A역시 치환의 최소단위는 학생B와 같았으나 코드 길이를 더 짧게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의문을 가지고 스스로 이중치환을 생각해낸 것이

다. 이는 코딩을 배우는데 있어서 이전의 수학 학업성적이 크게 중요하

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개념 학습은 자연스럽게 비형식적으로 학

습될 수 있다는 것까지 의미하게 된다. 이중치환은 수업시간에 다루지 

않았지만 학생이 모바일 화방에서 물어보고 기본만 알려주고 나서 코

드를 만든 것이다. 오히려 이중 치환을 배운 학생이 SNS에서 다른 학생

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림Ⅳ-4]는 당시의 모바일 화방에서 물어 본 부

분을 캡쳐한 것이다.  

[그림Ⅳ-4] 모바일 화방(카카오톡)에서의 학습

ㄴ



3.3.3. 5~6차시 : 심화코딩2(변수사용)에서의 결과

 5-6차시 변수 개념을 6단계로 구분해 배운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활동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비슷하게 해결한 학생을 제외하고 표 답안 4가지

를 확인해보도록 하자.  

[그림Ⅳ-5] 변수 사용 과제(활동지)

Q : 다음 작품을 n에 관한 일반화

된 코딩으로 나타내어보고 자신만

의 전략을 작성해보자.

<표 Ⅳ-13> 변수개념을 지도한 후 작성한 과제 답안

코드 전략(학생답변)

쌓기나무준비

ㄱ

do s[0u]s[1u]s[2u]s[3u]s[4u]s[5u]s[6u]

do [s[5u]s[4u]s[3u]s[2u]s[1u]s[0u]]

do [Rs[5u]s[4u]s[3u]s[2u]s[1u]s[0u]]

do [Ls[5u]s[4u]s[3u]s[2u]s[1u]s[0u]

ㄴ

학생C : 변수를 어떻게 사용하

는지 잘 몰라서 이렇게 올립니

다.  

쌓기나무준비

ㄱ

n=1

x= 's[(n+4)s]u[(n+3)s]u[(n+2)s]u[(n+1)s]u[(n)s]u5dRr'

do 7d 4x 

ㄴ

학생D : n으로 바꾸어서 표현

은 하였는데 어떻게 합쳐야 할

지 모르겠어요!

쌓기나무준비

ㄱ

학생E : 증가하는 부분과 감소

하는 두 부분을 두어 변수 처



 변수 자체가 수학에서는 어려운 단원이라 모든 학생들이 수업을 이해한 

것은 아니다. 학생C처럼 변수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수준이 있

다. 학생 C는 기본명령어로 상 자체를 그 로 표현하는 코딩을 하였

다. 그렇지만 과제의 도형 패턴은 정확히 관찰하고 있었으며 더 높은 층

이 쌓인다하더라도 코드의 길이가 길어질지언정 완성을 못하는 것은 아

니다. 학생D는 개별 변수 단위로 지정하는 단계까지 코드로 표현 하였

다. 즉, 수업에서 제시한 변수 이해의 과정 6단계 중 4단계 까지만 이해

한 것이다. n이 변하는 경향성을 머릿속에서는 파악하고 있지만 변하는 

과정을 코드에 반영하지 못한 형태이다. 이러한 학생들은 변수를 알고는 

있지만 표현하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변하는 부분을 묶어서 한 번

에 처리할 수 있는 과정을 끊어서 설명해 주어야만 할 것이다. 학생E같

은 경우 변수에 한 이해는 완벽히 하고는 있지만 효과정인 코딩을 하

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변하는 부분을 증가하는 부분과 감소하는 

부분으로 같은 n을 두고는 있지만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변

수 이해의 과정보다는 도형의 패턴과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

하다는 뜻이다. 이러한 학생은 따로 수업을 할 필요 없이 좋은 예제를 

보여주고 홈 과제로 개인학습 시켜도 된다. 학생F는 변수를 사용함과 동

시에 가장 효과적인 코딩을 하는 상태이다. 변하는 부분을 정확히 포착

n=1

X='s[(n)u] (n=n+1)'

Y='s[(n-2)u] (n=n-1)'

do s [6t] LL 6X R [6Y] L 6sRR 6X R 6Y

ㄴ

리 하였습니다. 

쌓기나무준비

ㄱ

n=1

x='d [[(n)s] [(n)l] [(n)t] [(n)r]] (n=n+1)'

do s 6x

ㄴ

학생F : 내려 갈수록 전후좌우

로 1칸씩 늘어나는 경향을 발

견했습니다. 층마다 십자가 형

태로 뻗어나가게 변수 처리를 

하였습니다. 



했으며 패턴도 정확히 파악하고 코딩에 반영하고 있다. 수업 내용을 정

확히 이해한 학생이다. 학업성적은 학생E > 학생D > 학생F > 학생C 순

이다. 지도 방식과 내용을 바꾸면 기존의 수학성적과는 별개로 변수 지

도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3.3.4. 7~8차시 : 입체도형에서의 결과

 먼저 학생들에게 [그림Ⅳ-6]에서처럼 정육면체를 예로 들어 닮음비의 

세제곱이 부피비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그림Ⅲ-9]에서 3D프

린터로 직각사면체 3개를 출력하여 붙여서 정육면체를 구성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뿔의 부피가 기둥의 3분의 1이라는 것도 확인하였다. 

[그림Ⅳ-6] 닮음비의 세제곱 = 부피비 설명

(활동지)

 수업시간에는 피라미드, 직각삼각뿔, 정사면체를 바탕으로 입체를 나누

어서 생각하는 분할정복알고리즘에 관하여 공부하였고 활동지 과제로 같

은 길이의 모서리를 가진 정사면체와 정팔면체의 부피비를 추론하는 활

동을 가졌다.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그림Ⅳ-7]에서 같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해서 수적으로 지도할 수 없었다.



[그림Ⅳ-7] 모서리길이가 같은(=a) 정사면체 정팔

면체 부피비교

 [그림Ⅲ-10]과 같이 모서리의 길이가 2인 정사면체는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팔면체 1개와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사면체 4개로 분해가 된다. 

모서리의 길이가 2인 정사면체는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사면체보다 8배 

부피가 크지만 분해된 4개의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사면체를 제외하면 

가운데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팔면체는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사면체

의 부피보다 4배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학생들 부분 본 과제를 

잘 수행하였으며 어렵지 않게 받아들였다. 수업 종료 후 온라인 게시판

에 주령구의 부피측정에 관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림Ⅳ-8] 주령구(육

팔면체) 부피 구하기

Q) 다음 외부 정육면체의 부피를 

1(한 모서리의 길이 : 1)로 보고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주령구(육

팔면체)의 부피를 구하시오.



 온라인 과제에 한 학생 답변을 정리하였다.

 학생G : 외부 정육면체의 부피를 1이라고 하면 정육면체의 겉면과 닿아있는 직각 삼각

뿔의 한 변은 1/2입니다. 그렇다면 1/2(상수)*1/2(가로)*1/2(세로)*1/2(높이)*1/3(뿔)이니 한 

삼각뿔의 부피는 1/48입니다. 내접한 삼각뿔의 개수가 8개이니 8/48=1/6입니다. 그렇다면 

주령구의 부피는 5/6입니다. 그리고 단위에 한 설명이 없어 단위는 쓰지 않겠습니다. 

 학생H : (주령구의 부피)= (노란색 피라미드 6개의 부피)+ (파란색 정사면체 8개의 부피) 

노란색 피라미드 부피: 1(기준)*1/2(밑면넓이 절반)*1/2(높이)*1/3(뿔)=1/12

파란색 사각뿔 부피: 1/8(기준1에서 8등분)*1/3( 각선 모서리로 갖는 정사면체)=1/24

총: 6*1/12 + 8*1/24= 1/2+1/3=5/6 

 학생I : 직각삼각뿔이 4개면 피라미드가 되고 6을 곱하면 정육면체의 절반부피가 된다. 

정육면체 각선을 모서리로 갖는 내부의 정사면체는 전체의 1/3이 된다. 즉, 정사면체는 

1/8 정육면체에서 직각삼각뿔 4개를 빼준다. 그러므로 주령구의 부피는 피라미드에 사용

된 직각 삼각뿔 24개에 정사면체 총 부피는 1-32개의 직각삼각뿔 이므로 주령구의 부피

는 정육면체의 1-8개의 직각삼각뿔의 부피다. 따라서 1-8*1/48=5/6이다. 

 부분의 학생들이 학생G와 같이 전체 정육면체의 부피에서 투명한 부

분의 직각 삼각뿔 8개의 부피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였다. 학생H는 

지워나가는 방식이 아닌 육팔면체의 이름을 살려 6개의 피라미드와 8개

의 정사면체의 부피를 사용하여 바로 더하였다. 정육면체의 면의 각선

으로 만들어진 정사면체의 부피는 정육면체의 3분의 1이라는 것을 이용

했다. 그리고 학생I 같은 경우 정육면체의 면의 각선을 한 변으로 하

는 정사면체를 정육면체에서 4개의 직각 삼각뿔의 부피의 차이로 생각하

고 풀이하였다. 세 학생 모두 육팔면체 자체의 부피를 계산하지 않고 분

할해서 계산을 했다는 점에서 학습의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

도 본 과제는 부중B 그룹은 어렵다고 판단한바 후반기 프로그램에서 삭

제하였다. 

 

3.3.5. 9~10차시 : 도형수에서의 결과



 수업 초반에 마지막으로 배워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림Ⅲ-14]의 

변형된 피라미드에 사용된 정육면체의 개수를 세는 일부터 시작한다. 학

생들의 선수지식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셈 하였는지 규칙성

이 있다면 작성해보라는 활동지란을 만들어 확인해보았다. 

학생J : 1+5+13+25+41+61=146, 위로 올라갈수록 수가 적어진다. 

학생K :  

(1+3+5+7+9+11)+(1+3+5+7+9)*2+(1+3+5+7)*2+(1+3+5)*2+(1+3)*2+(1)*2=36+50+32+18+8+2=146

학생L : 노란색 + 파란색 

노란색 6+(5*4)+(4*4)+(3*4)+(2*4)+(1*4)= 66

파란색 4*4+3*8+2*12+1*16=80

학생M : 20*4+6+5*4+4*4+3*4+2*4+1*4=84+6+20+16+12+8+4=150

 학생J는 단순하게 층별로 정육면체를 셈하고 있다. 효과적인 셈 자체를 

연습해본 경험이 없는 상 적으로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보이는 전

형적인 패턴이었다. 학생K는 가운데 6층으로 쌓여있는 삼각형을 기준으

로 행(row)으로 셈하는데 각 삼각형이 층별로 차례 로 홀수의 합임을 

이용해 좌우로 층이 낮아지는 경향의 패턴을 관찰해서 셈하고 있다. 학

생J보다는 효율적으로 셈하고 있다. 학생L 역시 노란색과 파란색을 구분

해서 전체적으로 열(column)로 셈하는데 각 열이 층별로 쌓기나무가 한 

개씩 줄어드는 패턴을 발견하여 셈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학생들은 자기

만의 규칙으로 셈을 잘하고 있었으며 수업을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

도였다. 하지만 피라미드를 n층으로 확 사용 된 쌓기나무 개수를 일반

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지도상의 어려움에 비

하여 본 프로그램은 수식으로 전개하기 보다는 입체 그림으로 지도하기

로 했었고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도형수 패



턴을 일반화 시킬 수 있었다. 다만 학업성적이 다소 떨어지는 학생들은 

구체적인 수식까지는 유도하지는 못했지만 전체 상을 부분적인 도형수

로 분할하여 계산하면 효과적으로 셀 수 있다는 관점을 숙지시켰다는 점

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온라인 과제로써 피라미드의 개수를 

n층까지 어떻게 일반화 하면 될지 토론과제로 그림과 같이 제한 조건을 

주어 물어보았다. 

[그림Ⅳ-9] 토론과제 규칙부여

 학생들은 [Ⅳ-10]처럼 삼각수, 삼각뿔수로 쪼개어 변수를 주어서 일반화 

했다. 

[그림Ⅳ-10] 변형된 피라미드를 도형수로 

분해

 학생L : 파란색 쌓기 나무는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 한 부분은 네 번째 

삼각뿔수입니다. 노란 부분 역시 다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변의 네 개는 모두 5



번째 삼각수이고 가운데 부분은 6개입니다. 일반적인 공식으로 바꿔보면,  층에서 노란

색은 

  
 개 일 것입니다. 파란색은 

    
입니다. 이 둘

의 합을 정리하면 됩니다.

학생K :            왜냐하면 가장 높이 솟아있는 블럭의 수를 이라고 

하면 삼각뿔수가 4개 삼각수가 4개가 생긴다. 그래서 은  번째 삼각뿔 수에  4배

를 하고  번째 삼각수에 4배를 하고 을 더하면 된다. 여기에서 2나 1을 빼는 이유

는 과의 층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학생J : 파란색 쌓기 나무는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한 부분은 4번째 삼각뿔수 

이다. 노란색 쌓기 나무 역시 다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네 부분은 각각 5번째 

삼각수이고 가운데 한 부분은 6개이다. 

학생M :             


   


  

  


        


       

 


        


  

 학생M은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라 쉽게 결과까지 정리를 하였지만 나머

지 학생들은 6층에서 n층까지의 도형수를 사용하여 확장할 수 있을 정

도까지만 이루어졌다. 특히 학생L은 변수를 잘못 정리하였지만 일부 보

는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형수를 학습하고 변수 개념을 더 연습하기 위해 변형된 r-type에 

한 2변수 코드로 도형수 패턴을 일반화하는 코드 작성을 토론과제로 올

렸다. 수업시간에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은 for-to구문에 하여 온라인  

상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Ⅳ-11] 2변수 삼각뿔수 코드 작성(온라인 토론과제)

 토론에 의해 본 연구자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

다. 연구자가 작성한 코드는 

쌓기나무준비

ㄱ

X='s[(n)u](n=n+1)'

m=10(단계 수)

do s

for k=1 to m {do s [R(n=1)(k)X]}

ㄴ

이지만 학생들은 어려워하여 끝내 코드를 작성하지는 못하였다. [그림Ⅳ

-12] 토론의 일부를 발췌하였다. 그리고 본 과제는 부중B 그룹은 어렵다

고 판단한바 후반기 프로그램에서 삭제하였다. 



[그림Ⅳ-12] 온라인 토론과제 토론의 일부

3.3.6. 11~12차시 : 스마트 창의융합 컨테스트에서의 결과

 4차시 마지막에 교사는 11-12차시에 시행할 컨테스트를 공지하고 3주간 

작품을 만들 시간을 준다. 그리고 학생들이 작품에 관한 질문을 수업 시

간 틈틈이 또는 SNS(카카오톡)로 답변을 해준다. 부중A, 부중B 분반 별

로 작품상, 코딩상, 우정상을 각각 선정하였다. 동료평가는 11-12차시 작

품 소개 시 실시간으로 학생들이 게시판에 남긴 기록으로 이루어졌으며 

여기에 교사의 평가를 덧붙였다. <표Ⅲ-10>에서 작성한 평가틀을 통하여 

표로 몇 가지 작품을 분석해보자.

 첫 번째 분석할 작품은 이중치환을 SNS상에서 질문한 학생의 작품(작품

번호①)이다. 부중B그룹에서 코딩상을 받았다. 수업과정에서 이미 이중치

환을 자유롭게 구사할 줄 알게 되었고 최종작품에 반영하게 되었다. 로

봇이 스마트폰 을 안고 있는 거치  형상을 기획하였으며 [그림Ⅳ-13]에

서와 같이 로봇의 부위별로 치환을 해서 코딩도 가장 구조적으로 해결하

였다. 수학적 소양이 풍부하지 않은 학생이라 코드에 변수를 사용하는 

것은 할 수가 없었지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치환을 사용하여 가장 효과

적인 코딩을 하였기에 가외성에 최고점수를 주었다. 그러나 학생 의견 



중에 내구성이 약하고 거치 로서 기능적인 측면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작품상 관련해서는 유창성과 적절성에서 중간 점수를 주었다. 

[그림Ⅳ-13] 부중B 코딩상 분석(작품번호①)

작품해석 : 로봇이 스마트 폰을 안고 있는 모양을 생각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주요 의견 : 치환을 써서 코딩이 매우 좋고 디자인이 좋았지만 실용성 부분에는 약간

아쉬움이 있다. / 디자인이 독창적이나 휴 폰이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다. 발 부분을 

ㄱ처럼 바꾸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손발부분을 좀 더 두껍게 만들어서 쓰러지지 않게 

하면 좋겠다. 얇은 부분이 많아서 쉽게 망가질 것 같다.

 두 번째 분석할 작품은 부중A반에서 수학을 아주 잘하는 학생의 작품

(작품번호②)이다. 부중A그룹에서 코딩상을 수여한 학생이다. 다중치환에 

관해서 처음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연습하여 3중 치환까지 사용하였으며 

거치 의 외관을 효과적으로 코딩하였다. 육각형 쌓기나무는 정규 수업

시간에 다루지는 않았지만 학생 스스로가 javaMAL 사이트에서 이전에 

해놓은 학생들의 코드에서 찾아내어 직접 작성하였다. 적절한 색상코드

와 함께 특히 변수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거치  내부 모양을 의도한 

로 꾸며나갔다.  변수를 잘 사용하여 모듈화에서 최고점수를 주었으나 



학생 의견 중에 내구성이 약하고 기능적이 측면에서 떨어진다고 판단하

여 작품상 관련해서는 유창성과 적절성에서 중간 점수를 주었다. 

[그림Ⅳ-14] 부중A 코딩상 분석(작품번호②)

작품해석 : 아이언맨의 아크원자로를 생각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주요 의견 : 멋있지만 핸드폰을 놓기에는 약간 불편할 것 같다. / 뒤편을 좀 더 세워서 

똑바로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 아이언맨에 나온 아크원자로를 매우 잘 표현하였

고 치환과 변수도 매우 잘 활용하였다. / 휴 폰의 무게를 버티기 어려워 보임.

 세 번째로 분석할 작품은 부중B 그룹에서 가장 성실한 학생이 작업한 

우정상 작품(작품번호③)이다. 단순한 모양이지만 우정상을 준 이유는 처

음에 쌓기나무 하나를 0.5cm라 두고 폰을 가지고 계산을 하였다고 한다. 

그랬더니 작품을 만들 때 쌓기나무를 15000개 이상 사용하여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림Ⅳ-15]는 쌓기나무 하나당 1cm로 가정하여 실사

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다중치환이나 변수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치환

을 최 한 중복되게 사용하여 코드의 길이를 줄이게 되었다. 학생이 재

구성한 데에 하여 최고점수를 주었고 토론도 활발하고 태도가 성실했

기 때문에 우정상을 수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의견에서 외관이나 기능적

인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그림Ⅳ-15] 부중B 우정상 분석(작품번호③)

작품해석 : 앞뒤 길이를 다르게 표현하여 휴 폰의 경사를 2종류로 구분하여 제작하였습

니다. 한 쪽을 거치시키면 반 쪽은 충전기나 이어폰 보관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의견 : 단순하지만 유용하게 쓰일 것 같은 느낌, 스마트폰 거치 라는 의미를 

매우 잘 부각시켰으며 코딩 면에서도 좋은 점을 주고 싶다. 완벽하긴 하나 약간 큰 

부분이 단점이다. / 너무 쌓기 나무가 많다, 여러 가지의 방향으로 세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 하지만 남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다. / 아주 좋소! 하지만 조금 무

거울 듯.  

 네 번째로 분석할 작품은 부중A 그룹에서 작품상을 받은 학생의 작품

이다(작품번호④). 작품자체는 복잡하지 않았지만 미키마우스 얼굴을 모

티브로 거치 를 제작하였다는 점에서 독창성에 점수를 부여하였다. 미

키마우스 귀 부분을 이어폰 묶는 도구로 사용하였으며 아래쪽에 구멍을 

뚫어 충전선이 지나갈 수 있도록 비하였다. 코드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특히 [그림Ⅳ-16]에서  사용된 치환 코드 ‘F’는 마지막에 

한 번 사용하였기에 불필요한 치환이라 판단하였고 ‘ㄴ’모양을 치환으

로 한 ‘Y’는 앞에 3번 사용함으로써 중복된 쌓기나무를 가지게 되어 

가외성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주요의견에서 거치  아

래 부분의 충전선 구멍이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보완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었다. 



[그림Ⅳ-16] 부중B 창의상 분석(작품번호④)

작품해석 : 저희가 핸드폰 거치 를 미키마우스가 생각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맨 아래 칸은 가운데 구멍이 있는데 이 곳은 충

전기를 연결시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귀 부분은 이어폰을 감는 곳입니다.  

주요 의견 : 가운데 바닥 구멍으로 충전기 선을 빼면 밑에 씹혀서 거치 가 쓰러진

다. / 스마트 폰을 거치 에 장착하면 앞뒤가 좁아 미끄러질 것 같다. 지지할 수 있

는 기능이 보완되어야 한다.  

<표Ⅳ-14>는 작품① - 작품④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평가표이다. 

<표Ⅳ-14> 스마트 창의 융합 컨테스트 평가적용(예시)

분

류

하위항

목
내용

성적

① ② ③ ④

작

품

상 

근

거

독창성
기존의 것에서 탈피하여 참신하고 독

특한 아이디어를 산출하였는가?
A0 A0 B0 B+

유창성
특정한 문제 상황에서 가능한 한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산출하였는가?
B0 B0 B0 A0

심미성 색상이나 디자인 등 외관의 미적기능 A0 A0 B0 A0



 입상된 작품은 3D프린터로 출력해 학생들이 기념할 수 있도록 했다. 

20) 학생 포트폴리오 등 외적인 활동의 흔적이 있으면 초과 점수를 10점 이내에서 부과

한다. 

이 우수한가?

적절성
주어진 주제에 양질의 품질의 적합한 

구조물을 만들었는가?
B B+ B+ A0

총점(평점) : 34.4(4.3)
27

(3.375)

28.6

(3.575)

24.6

(3.075)

30.6

(3.825)

코

딩

상 

근

거

가외성 code에서 불필요한 부분이 없는가? A+ A0 A0 C0

모듈화
code에서 패턴의 일반화를 한 흔적을 

찾을 수 있는가?
A0 A+ B+ B0

능률성
효율적이고 구조적인 code로 구조물을 

완성하였는가?
A0 A0 B+ C0

총점(평점) : 38.7(4.3)
36.9

(4.100)

36.9

(4.100)

33.8

(3.756)

21

(2.333)

우

정

상 

근

거

협업
작품을 설계하고 code를 구성하는 과

정에서 협력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B0 B0 A0 B0

토론·

비평

타인의 작품과 code에 하여 적절한 

비평과 안을 제시하였는가?
B0 A0 A+ A0

재구성
토론 후 개선점을 작품과 code에 적절

히 반영하였는가?
B0 B0 A+ A0

태도·

인성변

화

프로그램 기간 동안 성실하고 과제에 

충실하였으며 긍정적인 태도로 변하였

는가?

A0 B0 A+ B0

총점(평점) : 34.4(4.3)
26

(3.250)

26

(3.250)

33.8

(4.225)

28.0

(3.500)

총점20)(평점) : 107.5(4.3) + 
89.9

(3.596)

91.5

(3.660)

92.2

(3.688)

79.6

(3.184)



[그림Ⅳ-17] 3D프린터로 출력한 스

마트폰 거치

3.4 프로그램 진행교사 후기  

 2014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부여중, 부중에서 진행 교사 인터

뷰를 하게 되었다.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부터 수차례 회의를 했었고 베

테랑 교사답게 수업을 진행할수록 적응해나가는 속도가 놀라웠다.    

3.4.1 부설여자 중학교 교사 후기

Q1) 프로그램 진행 제의를 받았을 때 느낌이 어땠나요?

- 이미 아이패드를 생활이나 수업에도 사용해오고 있던 터라 태블릿 기반으로 

한 수업을 의뢰받았을 때 부담은 없었다. 언론에서만 보아왔고 다른 수학교사들



이 접하기 힘든 3D프린터를 다루게 된다는 것에서도 기 가 컸었다. 다만 고등

학교에만 있다가 중학교에 처음 왔었고 자유학기제나 중학교 1학년들에 한 

이해가 부족하여 잘해낼 수 있을지에 해서는 우려를 많이 했었다.

Q2) 교재 제작 및 회의과정 그리고 프로그램을 구성하면서 느낀 점을 말

씀해주세요.

- 8월 말에 수업이 시작이었다. 그런데 S  산학협력단을 통한 기기 구입 및 배

달이 늦어져서 수업 직전에서야 태블릿을 수령하게 되었다. 또한 3D프린터는 

업체 사정으로 수업이 시작된 지 3주가 지나서야 배달이 되었다. 곧 수업에 관

련된 기기를 한 번도 다루어보지 못한 채 교재를 제작하고 수업을 준비한 상황

이 되어서 시행착오가 많이 발생했던 것 같다.

- 3D프린터로 교육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스케치업 프로그램에 하여는 관

련 교육 책자가 거의 없었다. 실제 건축 설계에서 주로 쓰이기 때문에 너무 전

문적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동영상 등을 검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학생

들의 수준에 맞는 교재를 제작하고 과제를 제작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다.

- 거북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요즘 각광을 받는 Computational Thinking 능력 

개발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 기 가 컸다. 그리고 이때 이미 S 에서 개발한 프

로그램을 참고하며 이미 연구를 많이 진행하였던 학원생들의 도움을 받아서 

수업 준비는 무난하게 하였던 것 같다.

Q3) 실제로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 수업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점은 교육청 네트워크가 이렇게 불안정할지 몰

랐던 것이다. 태블릿이 늦게 배달이 되어 미리 수업 전에 충분히 테스트할 시간

이 없어서 교육청 네트워크가 이렇게 불안정하고 기기와 맞지 않는 다는 것을 

몰랐다. 교육청 네트워크에 접속을 하게 되면 한 시간에 3~4 의 태블릿 기기가 

다운이 되며 공장초기화가 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도저히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



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또한 거북 프로그램 구동을 위해 학생들 태블릿에 자바 

프로그램을 설치, 구동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컸다. 본 수업에서는 이렇게 실제 

수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외적 어려움이 매우 컸었던 것 같다.

- 3D 프린터도 생각보다 결과물을 출력하고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웠다. 

고장도 잦아서 지금까지 AS를 5번 이상 부를 정도였다.  

Q4) 수업 후 느낀 점은 무엇이었나요?

- 학생들은 태블릿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탐구하고, 실제 자신이 만든 작품이 

3D프린터를 통해 출력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큰 흥미를 보였다. 지금까지의 프

로그램을 보완, 발전하면 굉장히 좋은 수업 모델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다.

 

Q5) 다음에 다시 수업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건지에 한 느낀 점을 

말씀해주세요.

- 보다 교재를 충실하게 보완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조금 더 수준을 낮추면서 

학생들의 자발적이게 하는 수업이 되도록 보다 정교하게 수업을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Q6) 다른 교사들에게 본 프로그램 비슷한 것을 할 때 해주고 싶은 말씀

이 있으신가요?

- 미리 수업에 사용할 기기와 프로그램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Q7) 학습자(성별 별, 성적별, 환경별)에 한 이해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

시면 해주세요.



- 부여중에서는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차별을 두지 않았다. 초기

에 참여 희망자가 넘치는 상황에서는 가위바위보로 참여자를 결정하였었다. 그

런데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사고하는 훈련이나 경험이 부족한 학생의 경우에

는 단순 반복 작업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지에 하여 생각하는 것을 조

금 부담스러워했다.

Q8) 현실적인 학교에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을 때 문제점 및 해결방안

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 가장 큰 것은 교육청 인터넷 네트워크가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과도한 보안프

로그램이 태블릿 OS와 충돌하는 일이 잦은 것에 하여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일 것이다.

- 3D프린터와 태블릿 활용 수업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개발을 최우선으로 하

는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매우 부합되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학기

제 운영의 특성상 학교 외부 학습을 하거나 이런 저런 행사가 많은 편이라 정

기적이고 지속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 수업의 흐름이 끊김에도 지속

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3.4.2 부설중학교 교사 후기

Q1) 프로그램 진행 제의를 받았을 때 느낌이 어땠나요?

- 스마트 패드 또는 스마트 기기를 사용을 해 본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에 나에

게는 불가능한 일로 느껴졌다. 연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교육에 한 

연수 및 프로그램에 한 연수가 절실하다고 판단되었다.

Q2) 교재 제작 및 회의과정 그리고 프로그램을 구성하면서 느낀 점을 말



씀해주세요.

- 스마트 기기를 다루어 본적이 없었기 때문에 수업 모델을 구상하기가 매우 

힘들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담당 연구원과 여름방학기간에는 거의 매일 같

이 만나서 프로그램에 사용될 전체 교육과정을 짜고 다시 수정하고 구체화 하

는 작업을 했다.

- S  산학협력단을 통한 기기 구입 및 배달이 늦어져서 수업 직전에서야 태블

릿을 수령하게 되어 스마트패드에 익숙하지 못한 핸디캡이 더욱 크게 작용하게 

되어 이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 더 큰 문제는 3D프린터가 업체 사정으로 매우 늦게 배달이 되어 학생들이 많

은 기 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활용한 수업이 불가능했고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전반기 학생들에게 

감사하고 그들 덕분에 무사히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많은 성과가 나올 수 있었

다.

- 학생들이 실제로 프로그램을 짜는 것을 관찰하면서 Computational Thinking 

능력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실제로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거북수학 JavaMAL 프로그램을 스마트 폰에서 사용이 가능한 앱버젼으로 발전

시켜 실시간으로 한 것이 큰 성과로 이어진 것 같다. 

- 하반기 수업을 진행할 때는 연구팀에서 스마트 폰으로 사용이 가능한 프로그

램을 만들어 주어서 학생들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와 서로간의 의사소통이 이루

어질 수 있었는데 이것이 가장 큰 성과인 듯하다. 개인적으로 준비가 많이 부족

했음에도 불구하고 S  연구팀의 도움을 얻어 무사히 마친 듯하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를 더 진행하려면 S  연구팀의 참여와 도움이 절

실하다.

Q3) 실제로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 교육청 네트워크의 불안정성 및 보안설정의 복잡함으로 인해 교사에게 너무

나 많은 업무 과부하가 걸렸다. 특히 교육청 네트워크가 너무 불안하여 수업 중

간에 끊겨서 도저히 수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았다. 또한 보안

이 너무 강해서 학생들이 함께 공유해야 할 사이트 등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

도 많았다. S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식 등 이에 한 해결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 3D 프린터로 학생들 작품을 출력할 때 24시간이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학생 작품은 일부는 축소해서 밖에는 만들어 줄 수 없어서 학생들이 많이 

아쉬워했다. 

Q4) 수업 후 느낀 점은 무엇이었나요?

- 스마트 패드 관리 및 보관, 프로그램 깔기, 3D 프린터 관리 및 출력 등등 이

를 전반적으로 관리할 보조요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학생들은 태블릿을 가지

고 어떤 내용을 탐구하고, 실제 자신이 만든 작품이 3D프린터를 통해 출력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큰 흥미를 보였다. 여기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

는 커뮤니케이션 환경까지 구축된다면 더욱더 발전된 수업모델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Q5) 다음에 다시 수업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건지에 한 느낀 점을 

말씀해주세요.

-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바일 네트워크 구축에 좀 더 신경을 

쓸 것이다.

- 교육과정을 더 적절하게 계획하고 운영할 것이다.



Q6) 다른 교사들에게 본 프로그램 비슷한 것을 할 때 해주고 싶은 말씀

이 있으신가요?

- 교육청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에 해 미리 충분한 테스트를 하기 바라고 

학교에서 전산보조 등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자바말 프로그램 및 스마트 패드, 3D 프린터 등등 수업에 사용되는 여러 기

기와 코딩 언어에 충분히 익숙해 질 수 있도록 미리 연습이 필요하다.

Q7) 학습자(성별 별, 성적별, 환경별)에 한 이해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

시면 해주세요.

- 수학에 해 흥미가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간의 차이가 처음에 매우 

뚜렷했지만 나중에서야 소폭 극복 가능했다.

- 학생 수가 너무 많았다. 10~15명 이하로 구성되어야 한다.

Q8) 현실적인 학교에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을 때 문제점 및 해결방안

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 프로그램이 1학기 20차시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학생들이 충분한 연습과 숙달

이 가능하다.

- 기기의 관리를 위한 지원시스템이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교사의 업무과부하가 매우 심각하다.



Ⅴ. 요약 및 결론

1. 요약

  21세기 학습자가 가져야할 역량이 재정의 되고, Computational 

Thinking, 소프트웨어교육이 강조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수업 방식은 학

생들로 하여금 학습효과를 기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안

으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스마트교육, 융합교육방식이 등장하였지만 적절

한 프로그램의 부재, 교사의 가치관과 역량차이, 환경에 따른 학생 수준

의 차이 등으로 인해 교육현장에서 잘 적용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했

다. 또한 과열 경쟁이 된 입시위주의 현 교육체제에서 학생들이 꿈과 끼

를 펼칠 기회를 찾지 못하는 현상까지 우려해 중학교 1학기 과정을 시험

부담에서 벗어난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까지 앞두고 있다. 수학교과에서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계·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한 고민으로부터 연구가 진행 된 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JavaMAL 환경아래 스마트 3D 융합수학프로그램이 어떻게 

설계될 수 있을까?

연구 문제 2. 설계된 프로그램을 통하여 CT역량을 강화하고 수학(치환, 

변수, 다면체 부피측정) 학습과 동시에 자유학기제 정신을 살렸는가?

연구 문제 3. 현실적인 맥락에서 학교 실정에 맞게 본 프로그램을 구성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이론적 배경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자유학기제, 스마트 교육, 융



합교육에 하여 선행연구와 개황(慨況)에 하여 살펴보았다. 자유학기

제는 교과목과 진로활동이 연계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며 

소정의 평가과정이 남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어 스마트 교육

의 정의에 하여 다양하게 알아보고 기기를 사용한 교수자가 아닌 학습

자 중심의 상호작용하는 수업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

시에 융합교육의 정확한 개념과 지향해야 할 방향을 확인하고 융합은 과

목 간 물리적 결합이 아닌 화학적 결합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교육철학으로서는 Piaget의 구성주의(constructivism)의 변형인 도구와 함

께 학습을 강조하는 Papert의 구성주의(Constructionism)를 비교하였고 

Constructionism를 전제한 21C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는 관련 개념으로 

Computational Thinking(이하CT)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많은 문헌을 통

해 CT에 해서 확인하고 하위요소를 수학에서 강조하는 패턴일반화 능

력 중 치환과 변수 개념과 관련시켰다. 곁가지로 기하와 수를 이어주

는 도형수에 하여 살펴보았으며 시각적인 도형수를 코딩까지 해보았

다. 이어서 정보처리 이론에 사용되는 분할정복 알고리즘을 통한 입체의 

부피측정을 통하여 수적으로 지도하기 어려운 개념을 저학년에게 학습

시켜 유의미한 결과를 산출하였다. 또한 자유학기제 정신을 살리기 위한 

활동으로 현 제조업·디자인 업계의 판도를 바꾸어 직업세계에 큰 영향

을 줄 3D프린터를 활용하기로 기획, 관련 문헌을 찾아보고 그 가능성에 

하여 예측해보았다.

 이론적 배경을 토 로 Computational Thinking기반 자유학기제 스마트 

융합수학프로그램을 설계하고 2014년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에 적용하였

다.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선적으로 본 

연구가 원활히 지속될 S  부설학교 교육진흥본부의 예산적지원이 있었

기 때문에 가능했다. 부중, 부여중에 스마트 교실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

한 예산과 품목을 기획하고 최소한의 합리적인 소비로 교실 환경을 갖추

었다. 또한 부설학교의 베테랑 수학교사들과 연구원들이 함께 프로그램 

교재를 제작하고 회의하는 과정에서 최적화된 프로그램 교재가 개발되었



다. 중간에 연구윤리 인간 상 심의면제 신청을 준비했었고 생명에 위

해 되지 않은데다가 교육과정의 일부로 인정되어 심의면제 판정을 받았

다.

 프로그램은 부중, 부여중 12차시 수업이 할당되어 주어진 분량에 맞추

어 제작되었다. 프로그램은 microworld의 한 종류인 LOGO를 개선한 

JavaMAL 환경을 기반으로 하였다.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부중, 부여중

의 자유학기제 시스템적 차이가 발생했지만 크게 우려할 수준을 아니었

다. 1-2차시 수업은 수업 도입에 한 제반사항, 기본 코딩을 공부하였

고 3-4차시 수업은 심화코딩의 일환으로 CT기반 치환학습을, 5-6차시 

수업은 심화코딩의 일환으로 CT기반 변수학습을 하였다. 7-8차시는 입

체도형에 하여 탐구하고 분할정복 알고리즘을 통하여 입체의 부피를 

효과적으로 측정하였다. 9-10차시는 도형수를 통한 제곱급수의 합을 추

측해보고 도형수를 코딩해보았다. 11-12차시는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컨

테스트를 하고 설계된 평가틀을 가지고 적용해보았다. 잘된 작품은 3D프

린터로 출력까지 해주었으며 3D프린터의 출력원리까지 탐구해보았다. 

 그렇지만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제일 

큰 문제는 인터넷 환경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교육청 학생용 인

터넷환경은 보안이 심하고 수신감도도 좋지 않았다. 부득이하게 인터넷 

보조 장치인 에그를 사용하여 외부 망을 이용하게 되었다. 또한 각종 학

교 행사로 인해 수업결손이 발생하였으며 주당 2차시의 수업시간은 학생

들의 수업 단절로 인하여 학습의 비효율을 전반기에 자아내었다. 여기에 

한 안적 환경으로 SNS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학생들을 채근(採根)하

여 학습하였으며 JavaMAL 환경을 그 로 옮겨놓은 앱으로 코딩학습을 

보충하였다. 게시판과 유투브에 짧은 수업 동영상으로 수업시간에 학생

들이 배운 지식을 확인함과 동시에 장기기억으로 보존할 수 있었으며 카

카오톡까지 동원하여 모든 학생들이 과제 제출을 할 수 있었다.  

 본 프로그램을 2014년 자유학기제에 적용하면서 정의적·인지적으로 유

의미한 결과를 산출하였으며 중간에 겪은 시행착오를 경험으로 삼아 앞



으로도 개선되어야 할 상황에 하여 제언하는 것으로 마무리 될 것이

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자유학기제 같은 프로젝트 단위에 적합한 프로그

램 수업을 기획하고 적용할 시에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 한다.  

2. 결론 

 본 연구는 첫 번째 연구문제로 ‘JavaMAL 환경아래 스마트 3D 융합수

학프로그램이 어떻게 설계될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졌다.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개선이 될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이론적 배경에 맞추어 설계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학습자  스스로 JavaMAL 프로그램 도구를 사용하

며 지식을 구성, 토론 활동을 하는 것은 constructionism 정신을 반영한 

'Learning by making'에 근거한다. 또한 스마트패드, 3D프린터, SNS 등을 

단순하게 기기측면 이상으로 활용하여 학습의 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스

마트교육의 핵심요소를 올바르게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습 상

의 학제에 맞추어 배우게 되는 수학적인 개념과, 도구를 사용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기술·공학적인 요소, 특정주제에 맞게 작품

을 설계하는 예술에서의 디자인 활동을 융합하여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융합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연구문제로 ‘설계된 프로그램을 통하여 CT역량을 강화하고 

수학(치환, 변수, 다면체 부피측정) 학습과 동시에 자유학기제 정신을 살

렸는가?’에 관심을 가졌다. 설계된 프로그램은 S  부설중학교, S  부

설 여자중학교 각각 학생 81명, 40명을 상으로 각각 4개, 2개 반으로 

나누어 반 학기, 한 학기 체제로 학교 사정에 맞게 진행하였다. 프로그

램은 12차시 구성이었으며 부설중학교는 주당 2시간, 부설여자 중학교는 

주당 1시간씩 진행하였다. 부설중학교는 전반기A, 후반기B로 나누었고 

전반기 반이 후반기 반보다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로 구성이 되었다. 

정의적 영역에 한 측정은 사전·사후 객관식, 서술형 설문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인지적 영역은 본 연구팀 책임교수 1명, 부설학교 교사 2명, 



연구원1명이 구성한 활동지 항목으로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또

한 게시판과 모바일 환경을 통해 수업 결손을 보충하였으며 게시판의 답 

글과 모바일 화 방에서 나눈 화 글과 제출한 과제들도 연구에 활용 

할 수 있었다. 정의적 부분에 한 객관식 설문은 수학에 한 흥미, 가

치인식, 자기효능감, 불안감, 자기조절력까지 5항목으로 17문항을 리커트 

4점 척도로 변환하여 진행하였다. 수학에 한 정의적 측면에서는 본 프

로그램은 성적이 낮은 남학생들에게는 흥미영역에 유의미한 개선이 이루

어졌다. 추가로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 자기조절력, 성적이 다소 떨어

지는 학생들에게 불안감 일부영역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내었다. 여

학생은 성적을 구분하여 반을 구성하지 않아 성적 분포별 세부적으로 확

인 할 순 없었지만 여성특유의 장비를 활용하는 것에 흥미가 없을 것 같

은 편견을 극복할 수 있었다. 흥미, 자기조절력, 자기효능감에 한 개선

이 있었다. 12차시 짧은 수업이라는 점으로 볼 때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서술형 질문은 학교 별로 1-2가지 질문의 차이를 두고 10

문항 내외로 질문하였는데 프로그램에 한 보다 더 구체적이고 긍정적

인 답변을 받아내었다. 질문의 내용은 수학에 한 편견 극복, 프로그램

을 통하여 3D프린터와 디자인 활동에 한 체험활동을 주는 것에 한 

내용들이었다. 특히 3D 프린터 출력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관련 진로를 

생각해보게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는 측면에서는 자유학기제의 정신을 

살렸다고 볼 수 있다. 인지적인 부분에 한 변화여부는 차시별 기준으

로 나누었고 활동지와 모바일 화방, 온라인 게시판을 확인함으로써 

Computational Thinking과 수학에서 변수와 치환을 반영할 수 있는 코딩

역량에 변화가 있었는지 질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여기에 더하여 

자유학기제 동안 정규교과 과정에 일부인 입체도형 내용을 추가로 하여 

학기진도를 보충할 수 있었다. 결과는 다소 수학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었던 학생도 활동을 통해 암묵적으로 치환과 변수를 사용, 코딩으

로 표현함으로써 CT역량이 강화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학업성

적과는 별개로  학습자의 성적과 무관하게 역량차이가 발생한 경우도 있



었다. 이는 정규 수업 외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하고 적용하느냐가 학

생의 수학과 CT역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참고해서 앞으로 전면적으로 시행될 자유학기제 속 학습자 중심 스마트

학습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더욱 발전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연구문제로 ‘현실적인 맥락에서 학교 실정에 맞게 본 프로그

램을 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심을 가졌다. 우선 본 프로

그램은 스마트 교육을 전제한다. 1차적으로 테크놀로지에 한 거부감이 

없이 구성원 모두가 스마트 기기를 잘 다룰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스마트교육에 한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 동시에 물리적 학습 환

경, 교수 학습측면, 그리고 지원체계가 잘 갖추어져야 한다. <표Ⅴ-1>은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한 요구와 단기·중장기 실천방안을 정리하였다. 

<표Ⅴ-1> 항목별 본 프로그램 발전 방향

항목 요구 단기 실천방안 중장기 실천방안

스 마 트 

교육 비

전 공유

학습·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

스마트 교육의 긍정적 

효과 홍보

교사·학부모·학생 

상 스마트 기기 활

용 및 소양 교육 실시

물 리 적 

학습환경

물리적 설비 

부족

1인 최소 0.5스마트 패

드 구비, 한 학년 시범 

구축 운영, 필요하면 

인터넷 보조매체 에그 

도입

전 학년에서 학생 1인 

1 스마트패드 교실 환

경 구축, 학교 전체에  

고속 무선 인터넷망 

환경 구축 

지원체계

교사의 심리적 

부담 및 행정

업무 증가 우

려

시간표 재구성, 사범

학교 연관 학부생 인

턴도입

프로그램 교육 기회비

용에 따른 행정 업무 

감소방안 마련, 스마트 

기기 관리 및 점검 담

당자 마련

교수학습

본 프로그램 

관련 교수학습 

자료 부족

교사와 연구진이 공동

으로 본 프로그램 적

용할 학교사정에 맞게 

본 프로그램 교육에 

한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 할 수 있는 허브 



3. 제언(향후 자유학기제 본 프로그램 보완사항)

3.1 프로그램 분반·시간 설정, 패드의 장점 극 화, 수업방식 선택

 2016년 이후에는 2014-2015년도의 본 프로그램 연구를 토 로 S  부설

중학교, S ᆞ 부설여자 중 ᆞ학교로부터 타학교까지 확 ·적용시킬 계획이

다. 그렇지만 본 연구결과를 산출하기가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진행하

는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과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탓에 제한점이 있었

다. 우선 프로그램 설계에 있어서 부설학교의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S  부설여자중학교와 S  부설중학교 자유학기제 시

스템의 차이를 프로그램을 제작할 당시에는 몰랐었다. 일주일 수업시간

이 1시간과 2시간 차이는 학습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게 영향을 주었을 

것 같다. 1시간 보다는 2시간 수업이 훨씬 효과적이다. 장비를 준비하는 

전후시간이 있기 때문에 1시간 수업은 효율이 떨어진다. 2시간 수업 구

성 시 순수 강의 시간에 해서도 교사는 고민을 해야 한다. 2014년도 

자유학기제 환경에서는 인터넷이 불안정하고 학생 수를 많이 받아서 교

사의 설명이 주가 되는 수업에 2인 1패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계획 

당시에는 2인 1패드를 사용하면 서로 토의하며 부진한 학생을 옆의 학생

이 같은 눈높이에서 지도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렇지

확장된 교수 학습 자

료 개발
커뮤니티 구축

구 성 원 

역량

교사의 프로그

램 활용 수업

경험 부족

선도 교사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교육 실시. 

실제적인 내용 중심의 

교사연수 실시

전문 학습 공동체를 

통한 프로그램 관련 

수업연구 실시 



만 프로그램을 진행할수록 본 프로그램이 실습 위주로 구성이 되어야 한

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행히 인터넷도 2015년에 개선이 되어 1인 1패드 

환경을 주고 조 단위로 과제를 주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

다. 특히 부설중학교의 베테랑교사는 2014년도에 미숙했던 점을 보완하

여 연구자가 놀랄 정도로 능숙하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조장, 부조장 1인씩 포함 5-6인을 1조씩 묶어 3개조로 운영하였는데 조

장과 부조장은 교실 내에 담당 교사의 책임 하에 기기 보관 장치를 관리

하였다. 특히 수업 전에 학생들이 조장과 부조장 통제아래 스스로 기기

를 꺼내 사용하고 수업 후 다시 기기를 제자리에 보관함으로써 교사가 

수업을 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었다.

 한편 교실에서 패드 사용이 컴퓨터실 보다 나은 점은 첫 번째로 패드는 

컴퓨터 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사이에 거리가 가까워 접근성

이 좋아 긴장된 분위기에서 수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컴퓨터실과는 다

르게 교실에서 패드를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은 교사의 눈을 의식해 다른 

것을 하지 못함으로써 산만함이 이전보다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었다. 동

시에 졸고 있는 학생 역시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두 번째로 패드는 스

마트 폰 환경과 거의 같아서 각종 목적에 맞는 앱 사용이 용이하다. 앱

을 통해 수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전개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패

드환경이 컴퓨터실 환경을 구축하는 것보다 저렴하며 유지 보수가 편하

[그림Ⅴ-1] 수업방식 개선(좌 : 2014년 자유학기제, 우 : 2015년 자유학기제)



다. 문제는 학생에 한 패드 할당량을 어떻게 줄 것인가이다. [그림Ⅴ

-2]와 <표Ⅴ-2>는 2인 1패드와 1인 1패드 환경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그 

특징을 정리하였다. 

<표Ⅴ-2> 1인 1패드환경 vs. 2인 1패드환경

항목 1인 1패드 2인 1패드

인터넷 환

경, 수업준

비시간

인터넷이 원활한 경우, 학교 

사정(지원체제, 교사역량, 교사

의 시간표, 교사의 업무분장 

등)상 수업 준비시간이 짧게 

소요될 경우

인터넷이 다소 원활하지 못한 

경우, 사용가능한 패드의 개수

를 학교 사정(지원체제, 교사

역량, 교사의 시간표, 교사의 

업무분장 등)상 부득이하게 줄

여야 할 때

협업형태

조별단위의 협업으로 부진아 

책임지기, 조별과제가 주어지

지만 2인 1패드 보다는 긴 함

이 떨어짐, 조별단위로 조원선

택이 중요해짐, 교사는 조장을 

통해 조별단위로 수업을 진행

하여 수업의 효율성이 올라감.

같은 패드를 사용하는 짝과의 

협업으로 조원 단위보다는 더 

긴 한 형태의 수업 진행가능, 

외압에 의하여 패드 점유시간

에 한 불평등이 학생 간 초

래할 가능성이 있다. 개별 단

위로 짝꿍선택이 중요해진다.

수업 방식

교사의 설명은 되도록 적게 하

고 실습 위주의 수업 운영에 

적합, 그러나 1인 1패드는 다

교사의 설명이 많아지는 수업

일 경우 적합. 패드의 개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산만함을 극

[그림Ⅴ-2] 2인 1패드(좌, 2014년 자유학기제), 1인 1패드(우, 2015년 

자유학기제)



 또한 성별에 따라 더 적합한 프로그램 구성을 했었어야 했는데 본 프로

그램은 남학생들에게 더 좋은 첫인상을 주었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성별

에 따른 성향을 파악했어야 했다. 그리고 부설중학교는 성적 구분이 어

느 정도 된 상태에서 전반기, 후반기 프로그램의 내용을 변화시켰지만 

부여중은 집단 내 성적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반에서의 학습에 

한 편차가 컷을 것이라 생각된다. 부중B 그룹 수업은 전반기 시행착오

를 겪어 도형수와 입체의 부피 측정은 제외하고 코딩을 하는 시간을 늘

렸다. 반 배정에 있어서도 신경을 썼었어야 했다. 못하는 반일수록 실습

시간을 추가로 늘려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한편 미러링에 한 보완책도 마련하였다. 기존의 미러링은 잘 사용하

면 편리하지만 화면 이동 간 로딩속도가 천차만별이라 사용하기 망설여

졌었다. 하여 2014년 자유학기제 당시 미러링 기능을 실물화상기로 체

하였었는데(학생들의 패드를 실물 화상기에 올려놓고 교실 TV로 학생의 

코딩을 분석했다. 교실 TV는 교사 PC와 리모컨 버튼으로 자유롭게 화면

이동이 가능했다) 2015년 자유학기제에서는 [그림Ⅴ-3]과 같이 프로젝터

를 활용하여 극복하였다. 학생 패드는 교사 패드와 함께 케이블 하나로 

교차해나가며 교실 TV화면으로 체하고 게시판 등 큰 화면이 필요한 

것은 교사 PC와 연동되는 프로젝터로 신하였다.

[그림Ⅴ-3] 2화면 동시 상영을 통한 미러링 극복

소 산만해질 우려가 있다. 복할 수 있다.



3.2 SNS 기능 강화 

 2014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학습자가 생각보다 자기 주도적이지 않

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학생들이 학교를 나가는 순간 본 프로그램에 

하여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 다른 과목을 공부하거나 집에 컴

퓨터 환경이 제 로 갖추어지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본 프로그램이 쉽지

만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프로그램 중반에 가서 모바

일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했고 결과적으로 성과가 좋았다. 향후 모바일

과 게시판 활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 내에서

는 스마트 패드, 컴퓨터 환경으로 학교 외에서는 게시판을 근거로 한 접

근성이 좋은 모바일 폰 환경으로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

다. 모바일 폰 환경도 앱 사용에 신중을 가해야 하는데 프로그램에 따라 

장·단점이 존재한다. 2014년 자유학기제에는 카카오톡을 사용 하였는데 

이용 중 다섯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1. 중간에 화 방에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이전 내용을 볼 수 없다는 것, 2. 작품을 올리고 많은 화

가 진행이 되면 윗부분을 확인하는데 많은 스크롤을 해야 하는 등 찾기

가 불편하다는 것, 3. 채팅 방 내 특정 인물 간 사적인 내용으로 비  

화가 불가능하다는 것, 4. 업로드 할 수 있는 파일 용량이 제한, 5. 스

마트 폰의 하드웨어 용량에 제한이 있다거나 추가적인 앱을 설치해야하

는 것 등이다. 



[그림Ⅴ-4] 모바일 웹(카카오톡)상에서의 학습 문제점

3.3 Flipped Learning 도입, 홈페이지 구축, 교사 인수인계문제 극복 

 2014년 자유학기제를 진행하며 수업내용에 관한 짧은 동영상을 게시판

과 유투브에 링크를 걸어 학생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하여 수업 결손

을 보완할 수 있었다. 중학생의 학습수준과 집중시간을 고려하여 동영상

은 가급적 쉽게 그리고 짧게 구성하기를 권장 한다. 

[그림Ⅴ-5] 동영상 역할의 강화



 유지·관리 문제가 극복 될 수 있으면 동영상을 관리할 수 있는 홈페이

지 구축을 제안한다. 동영상도 학생들이 재생만하고 집중하지 못할 수 

있으니 중간에 질문거리를 두어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Flipped Learning(거꾸로 교실)에 한 연구가 

필요하고 유익한 점을 차용(借用)해야만 할 것이다. 거꾸로 교실은 수업 

전에 비디오 등과 같은 학습 자료를 통해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지

식을 습득한다. 실제로 본 수업시간에는 습득한 지식에 한 논의와 평

가 등을 통해 확인·보완 후 문제풀이 및 토론을 통한 지식의 응용에 집

중한다. ‘거꾸로’란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에 교실의 기능을 뒤

집어서 생각해낸 관점이다.  "강의 없는 강의실", "강의는 집에서, 숙제

는 학교에서"라는 표어들이 Flipped Learning을 잘 요약하고 있다. 전면 

교실강의를 하지 않을 순 없지만 Flipped Learning의 발상에 착안하여 

교실 외 환경에서 최소 복습할 수 있거나 수업 결손을 매울 수 있게끔 

풍부한 학습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이 

홈페이지는 접근성이 좋아야 할 것이다. 특히 모바일에서 구동이 된다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료가 쌓인 곳을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으면 타 학교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

을 것이며 특정 프로그램에 숙달이 된 교사가 프로그램 유지를 위해 부

득이하게 남아 있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즉, 프로그램 인수인계과정이 

수월해 질 것이다. 

3.4 프로그램 확장

 2014년 자유학기제를 진행한 본 프로그램을 모티브로 부설중학교 교사

가 2015년 자유학기제에 사용할 새로운 교재를 만들어 프로그램을 각색

하였는데 서울형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선택프로그램 개발 공모에 개

발팀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림Ⅴ-6] 2016년 자유학기제 적용 프로그램 모집 공문

  

 본 프로그램 역시 끊임없이 진화할 것이다. 본 프로그램이 2014년 자유

학기제에서 코딩을 통한 디자인 활동에 집중했었다면 향후 자유학기제에

서는 코딩의 결과를 [그림Ⅴ-7]21)과 같이 뇌파로 변환하여 처리하고 [그

림Ⅴ-8]22)과 같이 결과물을 화면상의 가상세계가 아닌 로봇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연구를 통해 계속 발전될 것이다.

21) http://www.etnews.com/20140903000083 이미지 출처

22) http://billnote.net/440 이미지 출처



[그림Ⅴ-7] 코딩과 뇌파의 연결

[그림Ⅴ-8] 스마트 폰 상에서 코딩을 통한 로봇

과의 연동

    

 양질의 프로그램은 많을수록 좋다. 그러나 교사가 주어진 상황에 급급

하여 근본 철학이 없는 무익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성의 없이 지도한다

면 자유학기제의 기본 정신을 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입장에서는 

귀중한 시기 기회비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양질의 프로그램

을 통하여 사교육이 해결해줄 수 없는 공교육만의 참 뜻을 살릴 수 있기

를 간절히 바라며 본 논문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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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S  부설중학교 교육과정 예시(2016년 자유학기제 

비 교육청 제출 본, 이경은 S  부설중학교 수학 교사 작성)

1   코딩수학, 수학으로 만드는 3D 입체모형

1. 성격

스마트폰과 사물인터넷(IOT) 그리고 3D 프린터와 드론 등 새로운 과학기술과 

도구가 인간의 삶을 바꾸고 있다. 이에 따라 어떤 직업은 사라지고 대신 새로운 

직업이 생기고 있으며, 너무 빠른 속도로 사회가 발전하기에 전문가들도 학생들

이 앞으로 살아야할 미래가 어떤 모양일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단순히 교과서에 담긴 지식을 전해주는 “지식 중심 교육”을 넘어 학생들이 앞으

로 만날 어떤 미래에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량 중심 교육”을 실시해

야 할 때가 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SW 의무교육과 스팀(steam) 융합

교육, 스마트(SMART) 교육, 그리고 자유학기제 교육 등이 강조되고 있다. 본 프

로그램은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와 자유학기제의 정신을 구현하고자한다.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목적은 세상의 일을 수학이라는 언어를 통해 다른 사

람과 의사소통하고 또한 창의적으로 생각하며 만나게 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

려는 것이다. 따라서 수학은 영어와 마찬가지로 의사소통과 생각의 언어이다. 

MIT 대학의 패펄트 교수는 프랑스어를 배우려면 프랑스에 가는 것이 좋은 것처

럼 의사소통과 생각의 언어인 수학을 체험하려면 수학 언어가 쓰이는 수학나라 

(MathLAND) 에 보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패펄트 교수는 거북명령 

LOGO를 통해 수학나라를 만들려고 했으며, 그가 디자인한 거북명령 LOGO 언

어는 현재 고양이가 나타나는 스크래치 (scratch) 언어로 발전하였고,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 SW 코딩교육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LOGO 언어를 발전시켜 수학적 문자로 3D 입체 모양을 생각

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여러 창의체험 활동을 

하면서 창의융합 SW 코딩수학과 패턴수학을 접할 수 있다. 또한 중학교 자유학



기제가 추구하는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위해 3D 프린터와 미래직업에 대해 

탐구하는 과정에서 진로적성을 키울 수 있게 될 것이다.

2. 목표

코딩 수학은 창의적으로 디자인하는 학습활동을 통해 컴퓨팅적 사고

(computational thinking)와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정신에 도달하는 목표로 한다. 

가. 수학적 코딩언어인 JavaMAL을 이용하여 입체 도형을 직접 디자인하고 탐

구하는 과정을 통해 미래 직업세계에 필요한 스마트 기기 활용능력 및 

3D 디자인 활용 능력을 기른다. 

나. 컴퓨팅적 사고에 기반하여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다. 수학뿐만이 아니라 공학계열, 컴퓨터 프로그래밍, 디자인 관련 진로를 희

망하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고 3D프린터에 관련된 다양한 직업들에 

대한 소개를 통해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도록 

한다.

3. 영역별 내용

가. 내용체계

영역 내   용

차시

(45분 

기준)

차시

(90분 

기준)

3D프린터 

혁명과 

코딩 

수학개요

3D 프린터와 미래 산업 1

1JavaMAL 홈페이지 안내 및 파이어폭

스와 프로그램 사용법 안내안내
2

입체 코딩 

기본과정

정육면체 : ' s, t, u, d '

3 2
마우스로 도형 이동시키고 회전시키기

게걸음 거북명령 : ' l, r '

스파이더맨 거북명령 : ‘U, D' 



나. 영역별 내용

1) 3D프린터 혁명과 코딩 수학개요

가) 3D 프린터 개요 

   3D프린터를 사용하여 장애인의 의수 또는 의족 등을 만드는 프로그

램에 대한 안내를 통해 학생들에게 3D 프린터로 할 수 있는 보람 있는 

활동에 대해 알게 함으로써 학습 의욕을 불러일으킨다.

나) 3D 프린터와 미래 산업

  3D프린터를 사용하는 여러 다양한 분야에 대해 알아보고 미래 산업

의 재편에 대해 고민하게 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

진행방향 바꾸기: 'L, R'

스마트폰을 이용한 입체코딩

4

SNS가입 안내

모양내기 거북명령(색과 크기 조절)

도형의 크기 조절과 위치 고정하기

3D 프린터 사용법 익히기

입체 코딩 

심화과정

도돌이표 거북명령어 5
3

이중도돌이표 거북명령어 6

치환 명령어 7
4

치환 명령어 연습 8

변수 명령어 9
5

변수 명령어 연습 10

창의적인 

3D 작품 

디자인하기

나만의 의자 만들기 11
6

나만의 작품 설계 12

나만의 창의적인 입체도형 만들기 콘

테스트
13~14 7

입체코딩과 

수학

피라미드에서의 도형수 15~16 8

다면체와 인수분해(선택) 17~18 9



게 하고 코딩수학을 배우는 것이 자신의 진로에 도움이 됨을 느끼게 

한다.

   다) JavaMAL 홈페이지 안내 및 파이어폭스와 JavaMAL 프로그램 사용법 

안내

  코딩수학 활동을 위해 JavaMAL 홈페이지에서 코딩 프로그램을 사용

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또한 학교와 가정에서 JavaMAL이 탑재된 파이

어폭스를 다운받아 설치하는 법과 JavaMAL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법을 

익힌다.

2) 입체코딩 기본과정

  JavaMAL에서 다음과 같은 기본 코딩 명령어를 배우고 이를 활용하여 

코딩을 만들고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코딩을 프로그래밍 한다. 

가) s, t, u, d 명령어

  정육면체 모양의 쌓기나무를 거북이가 바라보는 방향을 바꾸지 않고 

새로운 쌓기나무를 앞, 뒤, 위, 아래 방향에 나타나게 하는 명령어를 

학습한다.

나) 마우스로 도형 이동시키고 회전시키기

다) 게걸음 거북명령 : ' l, r ‘

  쌓기나무에 있는 거북이가 바라보는 방향을 바꾸지 않고 새로운 쌓

기나무를 왼쪽과 오른쪽에 생성하는 명령어를 익힌다.

라) 스파이더맨 거북명령 : ‘U, D' 

  쌓기나무에 있는 거북이가 바라보는 진행방향을 위쪽, 아래쪽으로 회

전하는 명령어를 익힌다. 소문자 u, d 명령어와의 차이점에 유의한다.

마) 진행방향 바꾸기: 'L, R’

  쌓기나무에 있는 거북이가 바라보는 진행방향을 왼쪽, 오른쪽으로 회

전하는 명령어를 익힌다. 소문자 l, r 명령어와의 차이점에 유의한다.

바)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마큐브 만들기

사) SNS가입 안내

  과제 제출 및 의견교환을 위해 참여자 전체가 함께 SNS에 가입한다. 

아) 모양내기 거북명령(색과 크기 조절)

자) 도형의 크기 조절과 위치 고정하기

차) 3D 프린터 사용법 익히기



  JavaMAL로 만든 코딩을 3D 프린터가 이해할 수 있는 명령어로 바

꾸는 과정을 익히고 3D 프린터용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익힌다. 소마큐

브와 같은 간단한 입체코딩 작품을 출력해 본다.

3) 입체코딩 심화과정

  JavaMAL에서 다음과 같은 심화 코딩 명령어를 배우고 이를 활용하여 

코딩을 만들고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코딩을 프로그래밍 한다. 또한 어

떤 코딩이 ‘좋은 코딩’인지 개념을 정립한다.

가) 도돌이표 거북명령어

  도돌이표 명령어를 이용하여 코딩하는 법을 익힌다.

나) 이중도돌이표 거북명령어

  이중도돌이표 명령어를 이용하여 코딩하는 법을 익힌다. 또한 도돌이

표 명령어를 사용하여 복잡한 코딩을 더 단순하고 깔끔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익힌다.

다) 치환 명령어

  ‘치환’ 개념을 익히고 치환 명령어를 이용하여 코딩하는 법을 익힌

다. 또한 치환 명령어를 사용하여 복잡한 코딩을 더 단순하고 깔끔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익힌다. 

라) 변수 명령어

  ‘변수’ 개념을 익히고 변수 명령어를 이용하여 코딩하는 법을 익힌

다. 또한 변수 명령어를 사용하여 복잡한 코딩을 더 단순하고 깔끔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익힌다. 

4) 창의적인 3D 작품 디자인하기

가) 나만의 의자 만들기

  주어진 모양의 의자를 만들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깔끔한 코딩을 

해본다. 가장 좋은 코딩을 고르는 콘테스트를 한다.

나) 나만의 작품 설계

  비행기, 헬리콥터, 스마트폰 거치대, 기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물건을 디자인하고 이를 코딩으로 표현해 본다.

다) 나만의 창의적인 작품 만들기 콘테스트

  가장 우수한 작품을 고르는 기준을 정하고 콘테스트를 한다. 우수작

을 뽑아서 3D 프린터로 출력해 본다.



5) 코딩과 수학

가) 피라미드에서의 도형수

피라미드 모양을 만드는 코딩을 만들고 이에 기초하여 피라미드 모양

에 쌓여 있는 쌓기나무의 개수를 세는 방법을 알아본다.

나) 다면체와 인수분해

  다면체를 조각으로 분해하여 복잡한 다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익힌다.

4. 교수․학습 방법 

가. 학습자가 작품을 추상화하여 화면에 표현하고 3D프린터로 출력하는 활동

을 통해 패턴을 발견하고 기호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다.

나. 교사에 의한 일방적인 기술습득을 지양하고, 학습자가 본인의 흥미에 따

른 디자인 활동을 하도록 충분한 실습 시간과 피드백을 제공한다.

다. 학습자의 Computational Thinking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학습자의 

개인별 실습 및 단체 토론 활동을 실시한다.

라. 코딩언어로 프로그래밍을 시작하는데 낮은 장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간단

한 활동에서부터 시작하여 심화 명령어 탐구로 나아간다.

마. 코딩과 3D프린터가 직업세계에 활용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학생들의 활

동을 미래 역량과 연결하도록 한다.

바. 코딩활동이 단순히 컴퓨터 공학자를 위한 것이 아니며, 최근 3D프린터, 

사물인터넷, 스마트폰 어플 등, 다양한 분야와 일상생활에서 강조되는 핵

심역량임을 강조한다.

사. 단순히 명령어를 나열하는 활동을 지양하며, 그 내용을 분화, 조직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이 작성한 코딩과 작품을 반성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 코딩관련 활동과 이에 대한 반성을 통해 학습자가 수학 학습을 하는 사고

도구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5. 평가 – 이경은 담당

 가. 평가 상의 유의점

1) 평가는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영역별 내용을 근거하여 설정하되, 학습

자의 성취 수준을 고려한다.

2) 평가는 학습자의 학습 성취 정도를 타당하고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있

도록 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3) 코딩 실습, SNS를 활용한 의사소통, 실습과제 제출 등 과제제출 결과뿐

만이 아니라 각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결과를 관찰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 내용

1) 단순한 사실이나 단편적 지식의 암기나 풀이법의 숙달의 측정에 국한되

지 않고, 개념이나 원리의 이해와 분석능력 그리고 활용 능력이 평가되

도록 한다.

2) 사고력 신장이나 가치․태도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양적 자료뿐만 아

니라 질적 자료도 수집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3) 코딩 지식을 활용하여 최적화된 코딩을 했는지를 평가한다. 

4) 스마트기기와 SNS를 활용하여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아이디어를 제시

하고 과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였는지 평가한다.

5) 수학적 직관력을 바탕으로 코딩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3D디자인 작품을 

만들었는지를 평가한다.

6) 코딩 실습, SNS를 활용한 의사소통, 실습과제 제출 등 과제해결을 위한 

참여의 과정에서 교사 관찰, 자기 평가, 동료 평가, 발표, 소감문 쓰기 

등을 활용하여 문제해결의 수평적 사고능력․타인 견해를 존중하는 태도 

등을 평가한다.



다. 자유학기제 선택프로그램(코딩수학) 평가 내용 및 진술 예시

     

항목
배점
(100)

반영
비율

방법 및 기 준

코딩 40 40

성취수준 성 취 수 준 진 술

A (코딩수학)심화된 코딩을 활용하여 입체도형을 창의적으
로 디자인하였으며

B (코딩수학)기본적인 코딩을 활용하여 입체도형을 주어진 
입체도형을 디자인하였으며

C (코딩수학)기초적인 코딩을 활용하여 예시에 있는 입체도
형을 디자인하였으며

의사 

소통
30 30

성취수준 성 취 수 준 진 술

A 스마트기기와 SNS를 활용하여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과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였으며

B 스마트기기와 SNS를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통해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였으며

C 스마트기기와 SNS를 활용하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
사소통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며

3D 

디자

인

30 30

성취수준 성 취 수 준 진 술

A 뛰어난 수학적 직관력으로 창의적인 3D디자인 작품을 만
들었다.

B 수학적 직관력이 필요한 3D디자인 작품을 만들었다.
C 수학적 직관력이 미흡하지만 3D디자인 작품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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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foster creative talent,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has 

emphasized the need for the promotion of future-oriented education 

that reflects the changing times and technology. At the same time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announced the「test management plan of 

free semester system for middle school student」on May 28, 2013. 

Freedom semester system, after the application test the nationwide 

research school, will be carried out nationwide from 2016. The 

development of a program that meets the spirit of a free semester 

system is urgent. Mathematics education is no exception. Mathematics 

education had been adapted with one big change with the introduction 

of computers and other engineering tools. In recent years, a situation 

that we should develop a program based on SMART and STEAM 

learning environment. Mathematics education in free semester system 

should help students to solve the problem and to know how 



mathematics can applied in reality. Simultaneously, Mathematics 

education may be linked with career education, under the SMART and 

STEAM environment.

 On the other hand, the importance of Computational Thinking 

(hereinafter CT) has been increased in the technology-based environment 

of today. CT is the integrated approach of digital technology and human 

thought, to resolve the problem through abstraction and automation.  

Through the CT, it is possible to study some of the capabilities that are 

indispensable in the 21st century modern society. Free semesters program 

that was designed in this study tries to align the trend of mathematics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and aimed to the strengthen of the CT 

capacity at the same time. Program participants will learn mathematical 

concepts (substitution, variables, figurate numbers, and three-dimensional 

volumetric methods) on CT-based learning environment in an appropriate 

level of participants. In addition, participants, through the design activities 

of making work with knowledge of coding that is based on what you've 

learned, try to make the final work. After discussion of the participants 

using online posting, selected works will be output to a 3D printer. At the 

same time, participants learn the principles of 3D printer and how to use 

the Smart Pad. This gives a positive effect on the affective point of 

view of mathematics, and allows to helps participants who can explore 

related career fields. But it was modified several times by unexpected 

problems during a program in progress. In other words, the program is 

flexibly changed depending on the school environment to be applied. In 

this study, use of SNS(YouTube, mobile chat rooms) and flipped learning 

was able to overcome the main problem. In this study, let's look at the 

causes and reasons for changes in the middle of the program. And it will 

introduce the process of going to solve the problems that occurred. Based 

on this, the present study is expected to show the direction in preparation 



for the free semester system realistically.

Keywords : Free Semester System, SMART Education, Computational 

Thinking, 3D printer, STEAM Education, SNS(Social Network Services)

Student Number : 2013-2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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