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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재의 최신 개정 7차 교육과정은 자기 주도적으로 지식을 생성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수학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과학이나 공학 영역에서 핵심적인 도구로 

활용되어 그 중요성이 크며, 현상을 기술할 수 있는 학문인 만큼 수학적 

창의력이 발휘되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창의성이 많이 

요구되고, 창의력 개발에도 효과적이다. 하지만 학교에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수학 교육은 창의성과 거리가 먼 주입식 교육으로 진행되어, 학생들은 

이유도 모른 채 수학 배우기를 강요당하고 있으며, 이에 수학을 어렵게 

여기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수학 교육’을 제안하였으며, 스토리텔링의 

다양한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게임을 활용한 수학 교육이 

다방면에서 연구 ·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교육용 

기능성게임들은 연역적 체계를 중시하는 현재의 수학 교육을 탈피하지 

못하여, 여전히 주입식으로 학생들에게 문제와 공식을 게임의 형태를 

활용해 제공하는 모습에 그쳐, 창의성을 기른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수학 교육용 기능성 게임들이 수학 교수 · 학습 이론을 

배경 이론으로 삼지 않고 개발되었기 때문이며, 이에 기반이 될 수 있는 

교수 · 학습 이론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 점에서, 프로이덴탈의 교수 · 학습 

이론에 바탕을 둔 RME는 현재의 수학 교육 및 수학 교육용 기능성게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에 적합하다. RME는 현상을 수학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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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로 조직하는 ‘수학화’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교수 · 학습 이론으로, 

이를테면 학습자 스스로 수학을 현실 상황에서 발견, 조직화 하는 수학 

교수 · 학습을 하는 것으로 수학의 발견과 현실 응용을 중시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의 수학교육이 지닌 주입식 교육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RME를 기반이론으로 하여 게임 요소를 활용한 수학적 직관을 키우는 

교육용 게임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양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첫째, RME 교수 · 학습 이론에 다양한 

게임 요소 및 게임 기술들을 적용한 수학적 직관을 키우는 수학기능성 게임 

제작 방법론을 개발하고, 둘째, 이러한 기능성 게임 제작 방법론에 입각한 

수학적 직관을 키우는 수학 학습용 기능성 게임 콘텐츠를 제작하여 

마지막으로, 효과성을 살펴보았으며, 연구 결과, RME를 기반이론으로 한 

수학적 직관을 키우는 교육용 게임 콘텐츠를 활용한 수학 교육은 

학습자들의 수학 학습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수학 문제 해결 

능력을 어느정도 향상시켰음이 밝혀졌다. 

 

…………………………………… 

주요어: 현실적 수학교육, 기능성 게임, 게임 요소, 스토리텔링 수학 

학  번: 2012-2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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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현재 최신 교육과정인 개정 7차 교육과정은 지식 기반의 정보화 사회로 

불리는 21세기에 적합한 경쟁력 있는 인간을 양성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교육부, 1997). 이에 단순 기능인의 양성보다는 자기 주도적으로 

지식을 생성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황혜정 외, 2007). 특별히 현대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자연과학이나 공학 영역에서 핵심적인 도구로 활용되는 수학을 교육하는데 

있어서, 현재의 교육과정은 이전의 6차 교육 과정에서와 달리 ‘문제 

해결력의 신장’보다 광의의 개념인 ‘수학적 힘의 신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황혜정 외, 2007; 조점자, 2008). 수학적 힘의 신장은 단지 문제를 푸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고등 사고 능력을 신장시키고, 수학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고무시키며, 수학적 직관을 키우는 것을 의미한다. 즉, 7차 

교육과정은 수학 문제를 잘 푸는 인재보다는 수학을 잘 활용하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학 교육은 지식 

생산을 학생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기보다는 옛날과 다를 바 없이 

단순 상급학교 입시를 위한 교과목 정도로 활용되어(김동화, 2002), 문제 

풀이나 정의와 공식의 반복 암기 위주의 학습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에 

학생들 또한 이러한 수학 교과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더욱이 수학을 

실생활에서 필요한 것이 아닌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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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신종호 외, 2006). 특히 수학과는 학문적 특성이 계통성과 위계성을 

가지고 있어,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습의 양도 많아지고 내용 

또한 심화된다(박은경, 2008). 그렇기에 수학 학습 부진학생들은 갈수록 

점수 격차가 심해지게 되고, 급기야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게된다(강희선, 2010). 실제로 2013년 입시업체 하늘교육의 

2012학년도 1학기 전국 일반고 내신 성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45.3%의 고교 1학년 학생 수학 평균 점수가 50점 미만으로, 

수학포기자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보이기도 했다(연합뉴스, 2013). 이는 

국어나 영어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이어서, 다수의 학생들이 다른 교과에 

비해 수학에 대한 흥미가 낮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연역적 체계만을 중시하는 수학 교육의 한계로, 이에 많은 

수학교육학자들은 수학을 학습하는 최선의 방법은 학생들의 창조적인 

활동에 의해 이루어 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황혜정 외, 2007). 

 

 

[그림 1] 중 · 고교 과목별 평균점수 50점 미만 비율(연합뉴스, 2013) 

 

이에 따라 2012년 1월 교육과학기술부는 ‘수학교육 선진화방안’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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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수학교육’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교육 매체로써의 

수학 교육용 기능성게임의 성공 가능성을 한 차원 높여주고 있다. 게임은 

스토리텔링을 전달하는 미디어로써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고(제임스 뉴먼, 

2004), 교육에 활용될 경우 창의력, 문제해결력 등을 길러줄 수 있는 

주목할만한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최기영, 2000; 황경애, 2002; 

Freitag, 2005). 이에 힘입어, 최근 교육계에서는 IT, 게임 그리고 교육을 

융합한 G-러닝(Game based Learning)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바탕을 둔 수학 교육용 기능성게임들도 많이 연구 ·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민수 외, 2012). 일례로 게임 회사 넥슨(Nexon)에서 개발한 

‘산수를 구하라’는 퍼즐게임과 사칙연산을 결합한 수학 기능성 게임으로, 

아이들이 재미있게 사칙연산을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현재 

연구 · 개발되고 있는 대부분의 수학 교육용 기능성게임들은 단순 이론 

나열에만 편중되어 있거나(이민수 외, 2012), 게임 요소 도입에 의한 효과성 

향상(Van Eck, 2006),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문제 빨리 풀기 연습에만 중심을 

두고 개발되고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교육해야 할지에 대한 기반 이론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특히 수학과 총괄 목표 중 하나인 수학적 사고의 

함양은 수학의 교육적 가치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학 교육의 영구적 

목표로써,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야되지만(황혜정 외, 2007; 김나라, 2011), 

기존의 게임 기반의 수학 교육은 이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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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문제 풀이 중심의 수학 기능성 게임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학습자 자신이 스스로 현실 속에서 자신의 

수학을 재 발명해 나가는 수학화(mathematization) 과정을 강조하는 

프로이덴탈(Freudenthal)의 현실적 수학교육(Realistic Mathematics 

Education, 이하 RME)은 현재 우리나라 수학 교육 및 교수 · 학습 이론이 

부재된 수학 게임 기반 학습이 나아가야 할 중요한 방향을 제시한다. 

RME의 핵심은 수학화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정영옥, 2005). 수학화란 

일상 생활속에서 수학을 조직해내는 활동을 의미한다. 즉, 수학자들이 

수학적 개념 등의 수학적 수단을 활용해서 현실의 경험을 조작하거나 

반대로 수학적 경험을 체계화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Freudenthal, 1973). 

프로이덴탈은 수학이 세상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세계와 사회적 자극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수학의 재 창조 가능성과 적용 

가능성을 ‘발전적 조작 가능성’이라 명명하고 수학 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Freudenthal, 1991; 1973). 때문에 수학에서 연역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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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시하고 이를 초등화하여 지도하는 기존의 수학을 반교수학적 전도라고 

비판하고(황혜정 외, 2007; Freudenthal, 1991; 김연식 외, 1997), 수학 

교육은 현실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 수학을 맥락(Context)에서 이해하여 

수학을 창조, 활용하는 수학화 과정을 통해 내면화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황혜정 외, 2007; 신종호 외, 2006; 

김연식 외, 1997). RME에서의 현실(Realistic)은 현실 세계(Real world)만을 

의미하지 않고, 학생들이 쉽사리 머리속으로 그릴 수 있는 문제 상황이라면 

모두 Realistic하다고 보기 때문에(Van den Heuvel-Panhuizen, 2004), 

현실(Realistic)과 관련된 맥락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현실 세계(Real 

world)에서의 수학적 탐구뿐만 아니라 이야기 속의 탐구, 신문 기사나 

문헌을 활용한 수학 탐구 나아가 게임을 통한 수학의 발명 등 다양한 

방법들도 포함한다. 

이에 이 연구는 기존의 문제 풀이 및 연역적 추론에 의한 공식암기를 

중시한 기능성 게임들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RME를 활용한 수학적 

직관을 키우는 기능성 게임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게임 

기반 학습은 학습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주고, 재미와 보상을 통한 

만족감 및 자신감을 제공하며, 학습에 몰입을 돕는 만큼(백영균, 2006), 

제대로된 교수 · 학습 이론에 따라 만들어 진다면 교육 효과 또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기존의 기능성 게임들과 달리 현실 맥락 속의 수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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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강조하는 수학화 교수 · 학습론인 RME를 배경 이론으로 도입 하여 

첫째, 다양한 게임 요소 및 게임 기술들을 적용한 수학적 직관을 키우는 

수학기능성 게임 제작 방법론을 개발하고, 둘째, 이러한 기능성 게임 제작 

방법론에 입각한 수학적 직관을 키우는 수학 학습용 기능성 게임 콘텐츠를 

제작하여 마지막으로, 효과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발되는 

콘텐츠는 RME를 통한 현실 맥락속의 수학화 활동 및 학습을 지향 하고, 

게임을 활용하여 자발적인 학습을 위한 동기 유발 및 몰입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하여, 학습자가 현실 상황을 활용한 학습 활동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수학과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여 학생들에게 수학이 추상적이고 어려운 과목이 아닌 쉽고 

재미있으며, 유용한 과목임을 인식하게 하고자 한다. 특히 수학은 계통성과 

위계성을 가진 학문이어서 학습이 진행될수록 학습의 양이 증가하고, 

내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박은경, 2008), 수학 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수학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이 

연구의 타겟은 초등학교가 될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시스템 및 방법론은 기하학을 위한 것인데, 기하학 학습을 목적으로 삼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황혜정 외, 2007; 김남희 외, 2011). 

 

① 프로이덴탈의 RME 교수 · 학습론은 모든 수학 교수 · 학습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지만, 특히 기하학에 가장 알맞은 

이론이다. 

② 학습자들의 상황 맥락으로부터 손쉽게 추출 가능한 수학은 

학습자가 속해있는 2 · 3차원 공간의 공간적 관계 및 구조를 

기술하고 있는 기하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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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학적 도구 및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학습에 가장 적합한 수학 

교육 과정은 기하학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초등학교 기하 단원을 중심으로 학습자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현실 속의 맥락들을 파악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수학적 사실들을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재 구성 및 새로운 

현실에 재 응용하는 수학화 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게임을 활용한 

학습에 적용하여 RME 교수 · 학습 이론 기반의 수학 기능성 게임을 

제작한다. 이후 이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한 후 학생들의 수학 문제 해결 

능력과 수학 학습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제한점 

 

1. 이 연구는 성남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만을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하여 진행했기 때문에 지역별 편차를 고려하지 못하여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2. 이 연구는 한 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 초등 과정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초등 과정으로의 일반화가 어렵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3. 이 연구는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기하영역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수학 영역을 다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4. 이 연구는 일반적인 교육학 논문들과 달리 충분한 시간을 들여 

실험을 하지 못하고 도형의 대칭 파트를 2차시동안만 실험하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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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 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5. 이 연구에서 수학 문제 해결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에 활용한 

사전  · 사후 평가지는 난이도가 동일하지 못하며, 학습자들의 수학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언어적인 문장 해석 능력을 고려하지 못하여 수학 문제 해결 

능력의 변화를 올바르게 측정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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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 1 절 프로이덴탈의 수학화 교수 · 학습론 

 

1. 수학화의 의미 

 

프로이덴탈은 수학을 인간의 정신적 활동으로 보았으며, 수학의 본질은 

수학적 지식이 아니라, 현실로부터 수학적 문제를 구조화하고 정리하며, 

문제를 풀고, 보는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수학화 활동이라고 

주장하였다(황혜정 외, 2007; 조점자, 2008; 김연식 외, 1997; Van den 

Heuvel-Panhuizen, 2003; Freudenthal, 1971). 프로이덴탈은 현실적 현상을 

조직하기 위한 수단을 수학으로 보았으며(Freudenthal, 1983), 현실적 

현상을 수학자들이 수학적 개념, 구조, 아이디어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본질로 조직하고, 그 조직된 본질은 다시 현상이 되어 새로운 본질로 

재조직되는 이러한 끊임없는 재조직화 활동을 통해 수학적 경험을 

체계화시켜 나가는 것을 수학화라고 보았다(Freudenthal, 1973). 수학화 

과정은 현상과 본질의 교대 작용에 의해 수준 상승이 이루어지는 

불연속적인 경험이며, 학생은 수학화를 통해 수학을 학습할 수 있게 

된다(황혜정 외, 2007). 이 때, 현실적 현상이란 물리적인 현실 세계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수학적 경험 및 수학 자체일 수도 있으며, 사회적인 관계일 

수도 있다(황혜정 외, 2007; 김연식 외, 1997; Freudenthal, 1973). 

정리하자면 수학은 현상을 조직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생하였으며, 수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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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란 현상을 정리하는 수단인 수학을 이용해서 현상을 수학이라는 

본질로 조직하고, 그 본질은 다음 수준에서 현상이 되어 연구의 대상이 

되는 과정을 통해 수준의 상승이 일어나는 불연속적 과정이다. 또한 

프로이덴탈은 수학을 두 종류로 나누었는데, 이는 기성 수학(ready-made 

mathematics)와 실행 수학(acted-out mathematics)이다. 기성 수학은 

수학적 활동의 결과이며 완성된 수학이고, 실행 수학은 활동으로서의 

수학인데, 프로이덴탈은 실행 수학을 학생들이 학습해야 하는 수학으로 

보았다(황혜정 외, 2007; 김연식 외, 1997). 

한편 트레퍼스(Treffers)는 프로이덴탈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수학화를 구분하였다(Treffers, 1987). 트레퍼스는 수학화를 교육학적 

관점에서 바라보아 수학화를 수평적 수학화화 수직적 수학화로 

구분하였는데, 수평적 수학화는 학생이 수학적 도구를 일상생활의 문제들을 

정리하고 풀기 위해 활용하고 수학화를 이끌어 내는 과정을 의미하며, 

수직적 수학화는 학생 스스로 수학적 시스템 자체를 재조직하고 실행하여 

좀 더 높고 세련된 형태의 수학적 처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황혜정 외 

2007; 김연식 외, 1997; Van den Heuvel-Panhuizen, 2003; Treffers, 1987). 

이후 프로이덴탈은 트레퍼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평적 수학화는 현실적인 

현상의 세계(world of life)를 추상적인 심볼의 세계(world of symbols)로 

이동시키기 위한 수학화이며, 수직적 수학화는 심볼의 세계 안에서 수학화 

활동을 하는 것, 예를 들면 수학적 개념과 전략들 사이의 연결 관계를 

찾아내거나, 좀 더 빠른 풀이법을 찾아내고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는 

과정이라고 정리했다(Freudenthal, 1991; Van den Heuvel-Panhuizen, 2003). 

프로이덴탈은 이러한 현상의 세계와 심볼의 세계가 명확한 구분이 없어 

완전히 다른 세계는 아님을 강조했으며, 또한 두 종류의 수학화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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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활동에서 함께 발생할 수 있음을 주장하여 수학이 일상에서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그림 3].  

 

 

[그림 3] 수학화 

 

트레퍼스는 경험론자들은 수평적 수학화만을 강조하여 수직적 수학화를 

간과하고, 구조주의자들은 수직적 수학화만을 강조하며 수평적 수학화를 

간과하며, 기계론자들은 두 종류의 수학화를 모두 간과하지만, 사실은 두 

종류의 수학화가 모두 수학 교육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했다. 실제 

수학화 이론에 의하면 수학화는 관찰, 실험, 귀납, 유추 등을 통하여 

현실에서 발견되는 현상을 수학화 하는 수평적 수학화로 시작하지만, 이후 

수학적 경험이 축적되면 수학 자체의 수학화인 수직적 수학화가 진행되며, 

이는 처음에는 국소적이지만 점차적으로 공리적 이론체계의 총체적 

수학화가 시도된다(우정호, 2006). 이러한 현상을 프로이덴탈은 ‘국소적 

조직화’와 ‘전체적 조직화’ 라는 용어로 정리하였다. 국소적 조직화란 

학습자의 현실 영역에서 참이라고 인정되는 수학적 사실로부터 시작하여 

부분적으로 수학을 조직화하는 활동으로, 전문 수학자들이 수학을 창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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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할 때 행하는 활동과 같다. 반대로 전체적 조직화는 전체 수학 영역을 

정리된 공리로부터 출발하여 전체적인 공리 체계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황혜정 외, 2007; 김남희 외, 2011). 

 

2. 수학화 활동의 중요성 

 

프로이덴탈은 수학화 없이는 수학이 없다고 주장하며 수학화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Freudenthal, 1973). 이는 연역 체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화 운동, 이른바 ‘새수학’에 대한 비판이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수학화를 주장하였다(황혜정 외, 2007; 김연식 외, 1997). 

특히 프로이덴탈은 수학을 실제 세계의 현상으로부터 떨어뜨려서 완성된 

형태로 교육하는 것을 반교수학적 전도라고 비판하였다(황혜정 외, 2007; 

김연식 외, 1997; Freudenthal, 1973). 때문에 프로이덴탈은 수학은 하는 

것(doing)을 통해 가장 잘 배워질 수 있으며, 수학화 활동을 통해 수학 

교육의 핵심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Freudenthal, 1968; 

1973; 1971). 프로이덴탈을 비롯한 많은 수학교육학자들 역시 기성 수학적 

지식의 구조만을 강조하는 닫힌 체계의 수학을 반대하고(황혜정 외, 2007), 

이를 통해 수학의 이미지가 왜곡되었다고 주장하며, 수학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의 활동에 의한 활동으로서의 수학과, 

과정으로서의 수학이 필요함을 강조했다(Steiner, 1968; Krygowska, 1968; 

Wittmann, 1978; Wheeler, 1975; 1982).  

특히 프로이덴탈은 수학의 유용성은 응용에 있다고 주장하며(황혜정 외, 

2007), 기존의 수학적인 체계들을 배우는 것은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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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야 하는 것이지(김연식, 1997), 처음부터 순수 수학만을 강조하여 응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수학을 현실적인 문제해결에 응용하는 능력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비 수학자들 특히 수학을 처음 배우는 

14살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수학의 출발점이 구체적인 학습자 당사자의 

현실이어야 하며, 이러한 현실의 현상을 수학적인 본질로 조직하는 

수학화가 처음이 되어 이론적 태도보다는 현상학적 태도가 앞서야 한다고 

보았다(황혜정 외, 2007; 신종호 외, 2006). 이를 통해 수학은 완성된 지식이 

아닌 학습자 자신이 구성해가고 조직해가는 수학이 될 수 있고, 결국 

수학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유용성을 발견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Freudenthal, 1973). 

전통적인 과거의 수학 교육은 일련의 수학적 규칙을 교사로부터 지도를 

받고, 학생은 단지 완성된 지식을 받아들이는 교수자 중심이었으며, 

지나치게 추상적인 수준에서 이미 조직화된 수학적 지식만이 강조되었다. 

이에 학생들은 수학을 현실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고 수학적 지식을 

이해하지 못한 채 수학을 배울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과거의 수학 교육은 

수학의 유용성을 체험하는데 한계를 가져다 주었으며, 나아가 수학을 

포기해버리는 학생들을 양산했다. 반면, 현재의 수학 교육은 규칙을 찾고, 

탐구하고, 이해하는 과정인 활동주의적 교육관으로 변화하였는데(Van de 

Walle, 2006),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프로이덴탈의 수학화 교수 · 

학습이론은 최근의 활동주의적 교육관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학적 개념, 인식론, 방법론, 철학은 암묵적으로 수학 교수 

· 학습에서 활용되는 아이디어들, 방향, 기원을 부분적이나 전체적으로 

포함하기에(Steiner, 1968), 프로이덴탈의 수학화 이론은 수학 교육과 수학 

교육 방법론에 큰 영향을 미쳤다(Van den Heuvel-Panhuize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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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이덴탈의 수학화 교수 · 학습이론은 학생들이 수학을 응용하고 그 

유용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수학을 내면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수학에 좀 더 본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제 2 절 RME 교수 · 학습 이론 

 

1. RME의 배경 

 

프로이덴탈은 수학적 개념, 구조, 아이디어 같은 수학적 본질들이 어떤 

현실적 현상을 조직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견되었다고 주장하고(Freudenthal, 

1983), 이러한 주장을 ‘교수학적 현상학’으로 체계화하였다(황혜정 외, 2007). 

프로이덴탈의 교수학적 현상학이란 수학적 본질과 현실적 현상의 관계 

속에서 교수학적 요소를 강조하고, 이러한 관계가 교수 · 학습 과정에서 

어떻게 얻어지는는가에 주목하는 것을 말한다(Freudenthal, 1983). 

프로이덴탈은 이러한 자신의 교수학적 현상학을 배경으로 수학화 교수 · 

학습론을 주장한다.  

이는 앞서 1절에서 언급했듯 연역 체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새수학’에 대한 비판이자 대안으로 인한 것이었다(황혜정 외, 2007, 신종호 

외, 2006, 김연식 외, 1997). ‘새수학’은 1955년부터 1975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휩쓸었던 운동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과학 기술의 급격한 

진보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운동이었다. 특히 1957년 소련의 

인공위성 발사 성공에 따라 자극을 받은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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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교육할 수 있는 

완성된 연역적 지식체계로서의 추상적 수학을 강조하였다. 때문에 

‘새수학’은 수학의 응용적 측면을 경시하였고, 순수 수학만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맞지 않는 조급한 추상화, 소수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등의 부작용을 가지고 오게 되어(황혜정 외, 2007), 

여러 수학자들에 의해 비판을 받게 된다(신종호 외, 2006). 특히 

코란트(Courant) 와 로빈스(Robbins)는 수학 발달의 정신적 뿌리는 

실제적인 요구에 있으며, 일단 응용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즉각적으로 

추진력을 얻게 되고 즉시 응용의 경계를 넘게 된다고 말하며 프로이덴탈의 

교수학적 현상학에 동조했다(Courant et al, 1960). 또한 클라인(Kline)은 

‘새수학’ 운동에 엄청난 돈, 시간, 노력이 투자되었지만 실패한 운동이라고 

비판하며 새수학에 의해 학생들이 혼란에 빠지는 상황을 풍자했다(Kline, 

1973).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네덜란드의 프로이덴탈 수학교육 연구소에서는 

‘새수학’ 운동과 전통적인 기계주의적 관점의 교육을 거부하고 프로이덴탈의 

수학화 이론에 바탕을 둔 RME라 불리는 새로운 수학교육 운동을 전개하게 

된다(신종호 외, 2006). RME는 30년 전 프로이덴탈과 과거의 네덜란드 

수학교육개발 국립연구소이자 프로이덴탈 연구소의 전신인 IOWO의 

연구자들과 함께 시작되었다. 실제적인 움직임은 1968년 

비데벨트(Wijdeveld)와 조프리(Goffree)에 의해 발단된 

비스코바스(Wiskobas) 프로젝트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1980년대의 OW&OC, 1990년대의 프로이덴탈 연구소까지 이어졌다(박정혜, 

2005; Freudenthal Instittut for Science and Mathematics Education, 1998). 

현재의 형태는 프로이덴탈의 관점을 많이 따르고 있다(Freudenthal,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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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ME의 교수 · 학습 원리 

 

RME는 프로이덴탈의 수학화 이론에 기반한 것으로, 가장 핵심이되는 

것은 수학화 활동에 의한 수학 학습이다. 수학화에 의한 수학 학습 과정은 

수학화 과정을 점진적이고 반복적으로 하여, 이에 따른 수준의 상승을 

추구하기 때문에, 급진적인 수학 수준의 발전은 어렵다. 때문에 

프로이덴탈은 점진적인 수학화 활동을 통한 교수 · 학습 지도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의 수학 학습 – 지도 원리들을 제시한다(김연식, 1997). 

 

① 안내된 재발명의 원리 

② 교수학적 현상학 

③ 학습 수준 이론 

④ 문맥수학 

 

이에 더불어 트레퍼스(Treffers)에 의하면 구체적인 RME의 교수 · 학습 

원리는 다섯가지로 나누어지며(Treffers, 1987), 이는 다음과 같다. 

 

① The use of contexts.(현실과 결부된 수학의 원리) 

② The use of models.(모델을 활용한 수준 상승의 원리) 

③ The use of students’ own productions and constructions.(학생들의 

창작 활동 및 구성에 의한 반성적 사고 촉진의 원리) 

④ The interactive character of the teaching process.(상호작용 교수의 

원리) 



 

 17 

⑤ The intertwinement of various learning strands.(학습 엮임의 원리) 

 

이러한 수학 교수 · 학습원리들 중 대표적인 것은 ‘안내된 재발명’, 

‘반성적 사고’, ‘현실과 결부된 수학’의 원리이다. 때문에 이하에서는 해당 

원리들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또한 프로이덴탈은 수학의 수준 

상승을 불연속적인 과정으로 생각했기에, 수학 학습 과정도 불연속적인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아 수학 학습 수준 이론을 주장하였다. 그의 학습 

수준 이론은 반-힐레의 학습 수준 이론에 의해 입증되고 명백하게 된 

만큼(황혜정 외, 2007), 반-힐레의 수학 학습 수준 이론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3. 안내된 재발명 

 

프로이덴탈의 수학화는 교수학적으로는 재발명을 의미한다(황혜정 외, 

2007). 이에 프로이덴탈은 학습자가 현실적 현상으로부터 수학화 활동을 

통해 수학적 본질을 재발명해나가는 과정을 반드시 경험해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재발명을 학습자는 인류의 학습 과정을 따라 수정된 

방식으로 재현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안내된 재발명이라고 하였다. 안내된 

재발명의 원리는 기성 수학을 발생 상태의 수학으로 돌아가 활동으로서의 

수학인 실행 수학으로 수학을 학습시키려는 것이며, 이를 통해 학습자는 

교사의 안내 하에 기성 수학 이론이 발생한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연식, 1997).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아니고, 

학습자의 상황이나 현상을 중심으로 학생 스스로 새로운 방법으로 개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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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따라 과정을 발명해 나갈 수 있다. 중요한 점은 학생의 현실을 

출발점으로 한다는 점이며(우정호, 1994), 학습자는 자신의 현실에서 

재발명의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 

안내된 재발명의 원리는 듀이(Dewey)의 활동주의 교육관과 발생적 

원리와 그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김연식, 1997). 발생적 원리는 

수학적 개념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그 발생을 수업 과정에 재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는 19세기 말 ‘메란(Meran)’ 개혁을 주도한 

클라인(Klein)의 수학 교육은 원시적인 상태로부터 천천히 고도화에 이르는 

길을 따라 마침내 추상적인 형식화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는 역사 발생적 

주장을 들 수 있다(황혜정 외, 2007). 프로이덴탈의 안내된 재발명 역시 

수학 교육은 기성 수학의 발생 상태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기에 서로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프로이덴탈에 따르면 재발명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고 실험’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황혜정 외, 2007; 김연식 외, 1997), 사고 실험이란 

교사가 학습자의 재발명을 돕기 위해 가상의 상황을 상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고 실험은 수업 장면과 수업 내용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수업 장면에 관련된 사고 실험은 교사나 교과서 저자가 가상의 

학생들과 수업하는 장면을 상상하여 그들의 반응을 생각하면서 그에 따라 

가르치거나 저술하는 태도를 의미하고, 수업 내용과 관련된 사고 실험은 

수학적 개념이나 방법을 발명한 수학자의 마음 속을 추측하는 것을 

의미한다(황혜정 외, 2007). 프로이덴탈은 이처럼 성공적인 안내된 재발명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자들이 학습자들을 잘 도와야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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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안내된 재발명(Gravemeijer, 1994) 

 

정리하자면 안내된 재발명이란 교사의 안내에 의해 학습자 본인의 

현실에서, 수학자가 기성 수학을 발명했던 과정과 유사하게 수학화 과정을 

학습자가 스스로 경험함으로써 수학을 학습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학습자는 적절한 상황속의 문제를 교사로부터 제공받는다. 이후 

이러한 상황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황을 묘사하지만, 이는 문제 

해결로 바로 이어지지 않고, 상황 속에서 수학적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추출하여 파악하는 과정을 거친다. 문제 풀이는 기성 수학과 달리 

완성된 수학적 절차나 공식을 통해 해결되지 않고, 본인의 경험을 적용시켜 

해결되며, 학습자는 이러한 상황을 반복해서 수행하며 정형화와 단순화를 

겪게 된다. 반복된 과정을 통해 수학은 발달하여 수학 문제 풀이는 일정한 

틀을 가지게 되고, 이는 형식적 수학지식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과정은 

기성수학이 발명되는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그림 4]. 안내된 재발명 

경험을 통해 학습자는 좀 더 쉽게 본인의 맥락 속에서 수학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기존의 연역적이고 문제풀이 중심적인 수학 학습에 비해 수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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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성 및 의미를 더욱 잘 인식하게 되어, 수학 지식은 더욱 의미있게 

다가오게 된다(Gravemeijer, 1994). 

 

4. 반성적 사고 

 

안내된 재발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재발명의 필요성이 

인식되어야 하는데, 필요성은 학습자의 낮은 수준의 행위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생겨나므로, 학습은 반드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으로 제시되어야 하며(황혜정 외, 2007), 학습자는 현실로부터 본인의 

무지를 깨닫고, 그에 대한 자기 반성을 하여 학습자의 안내에 따른 

재발명을 통한 수학화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수준의 상승 

역시 반성적 사고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수학화 학습을 위해서는 반성적 

사고의 원리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반성적 사고의 원리는 프로이덴탈의 학습수준이론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프로이덴탈은 수학적 사고 수준을 크게 ‘바닥 수준(bottom level)’과 ‘탐구 

수준(research level)’로 구분하며 바닥 수준을 무시하는 것이 전통적인 

수학교육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였다. 프로이덴탈은 바닥 수준에서의 

활동이 탐구 수준에서의 반성됨으로써 학생의 학습 과정에서 수학이 

시작되기에, 바닥 수준의 수학은 실제 수학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완전히 

구분지어놓고 생각해서는 안되며, 예비 수학적 활동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하였다(황혜정 외, 2007; Freudenthal, 1973). 정리하자면, 학생들의 학습 

과정은 바닥 수준의 활동이 탐구 수준에서 반성됨으로써 시작되기에 바닥 

수준의 수학은 중요하며, 이는 학생의 현실적 경험의 수학화이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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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면 수학적 사고 수준은 세련된 수준까지 발전하게 

된다. 

프로이덴탈은 수학화 과정에서 수준의 상승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반성적 사고라고 하였고(장진영, 2007), 반성이라는 용어를 ‘거울처럼 

비추어 주는 것’이라고 정의했다(황혜정 외, 2007). 이러한 본인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 보고 나아가 자신을 비춰보아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반성적 사고는 학습으로 연장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반성적 사고는 본인만의 경험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학습자의 현실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만 한다. 하지만 기존의 수학 

교육은 반성적 사고를 강조하기보다는 연역적 체계의 전달만을 중시하여 

학습자들은 반성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되고, 이는 학습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 프로이덴탈은 개인의 학습 과정이나 인류의 학습 

과정에서 수준의 비약을 가능하게 하는 반성적 사고를 수학적 발명의 

원동력으로 보고 수학 교육에서 이를 중시하여, 수학은 학습자의 비형식적 

사고로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형식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영옥, 

2005). 

이를 위해서는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반성적 사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현실 상황의 갈등을 제시하거나, 다양한 수준에 따른 해결책을 

허용하는 열린 문제, 혹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 스스로의 지식 

보충을 요구하는 불완전 문제를 다루어 보게 하는 활동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문제를 고안하고, 수학적 도식등을 

고안하는 활동을 할 수 있고, 수학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의 비형식적 방법 이용 기회를 극대화 시켜야 하고, 자신들의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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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게 함으로써 단축과 간소화를 유도하고, 자신또한 진단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야 한다. 나아가 표준의 형식적인 절차와의 접목도 고려해야 

한다(박정혜, 2005). 

 

5. 현실과 결부된 수학 

 

프로이덴탈의 재발명은 수학의 발생 흐름을 학습자의 현실로부터 

경험시켜 현실을 수학화하는 시작점으로 삼는 것이다. 때문에 학습자의 

현실 상황과 결부된 학습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프로이덴탈은 풍부한 맥락 

상황과 결합된 수학 학습을 강조한다. 학습자의 현실은 처음에는 스스로의 

생활 속에서 찾지만 학습이 진행되면서 물리적, 사회적, 정신적 세계까지도 

확장된다(장진영, 2007). 

현실이 결부되지 않은채로 기성 수학이 먼저 제시되는 경우 학습자는 

수학적 본질에 대한 풍부한 의미를 감지하지 못하게 되고, 자신이 배운 

수학을 현실에서 활용할 수도 없게 된다. 때문에 수학화를 통한 수학 학습 

지도는 학습자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현실에서 수학적 본질을 찾고 

형식화해 나감으로써 현실과의 밀접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현실은 생명력 있는 원초적인 현실이어야 하며, 이러한 가공되지 않은 

현실로부터 학습자는 여러 비 본질적인 요소를 제거해 나가면서 수학적 

본질을 찾고 조직해 나갈 수 있다(황혜정 외, 2007).  

수학화를 중요시 하는 근본 취지가 수학화 경험을 통한 수학에 대한 좀 

더 나은 이해와 자신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수학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응용 가능성이라면, 처음에 수학을 제시하고 이를 응용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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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현실에서 출발해서 수학화 과정을 거쳐 다시 현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수학적으로 정제된 단순한 

수학적 문제를 제공하기 보다는, 구체적이고 풍부한 문맥을 학습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연식, 1997). 이러한 풍부한 문맥은 학습자의 

현실에서 추출되는 것이며, 학습자는 이러한 현실세계의 문맥을 직관적으로 

탐구함으로써, 문제의 수학적 측면과 규칙성을 발견하게 된다. 이후 교사 및 

학생들간의 상호작용과 반성적 사고에 의해 현실 세계에서 개념을 추출하는 

수평적 수학화가 진행된다. 이러한 수평적 사고화는 점진적으로 고도화되며, 

형식화되고 추상화되는 수직적 수학화의 단계를 거치게 되고, 마지막으로 

새롭게 얻어진 수학 개념이 새로운 문제에 적용되고 현실에 

응용된다(황혜정 외, 2007). 이러한 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하면, 학생들의 

현실 세계에 대한 관점에 영향을 미친다(De Lange et al, 1987). 

RME에서의 현실은 실생활뿐만 아니라, 놀이 동산, 이야기, 프로젝트, 

주제, 신문, 희곡, 게임, 그래프 등을 통해 제공될 수 있으며(Freudenthal, 

1991; Treffers, 1987), 사실상 학습자들이 그 상황을 상상할 수 있고, 

자신의 아이디어, 경험, 환상을 구현할 수 있으면 모두 ‘현실적’ 맥락에 

있다고 본다. RME의 Realistic은 네덜란드 어로 ‘상상하다’라는 단어인 "zich 

REALISEren"으로부터 유래하였으므로, 반드시 학생들의 정말로 실제적인 

실생활의 경험이 수업에 사용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Freudenthal Instituut 

for Science and Mathematics Education, 1998). 

정리하자면, 수학 학습은 학습자 자신의 현실세계의 탐구로부터 

시작하여 바닥 수준의 수학적 사고를 갖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평적 

수학화 과정을 통해 수학적 개념을 일부 추출하게 된다. 하지만 학습자가 

얻어낸 수학적 개념들은 낮은 수준이어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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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함을 깨달아 반성적 사고를 겪게 되고, 이에 새로운 수학 방법 및 

지식을 얻어내는 재발명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직적 수학화 과정을 겪게 되고, 기성 수학과의 융합을 통해 추상화, 

형식화되게 된다. 이후의 과정은 배운 수학적 지식들을 현실에 응용할 수 

있는 응용적 수학화 과정이며, 이는 현실세계에 반영되어 다시금 새로운 

수학적 개념들을 얻어내는 반복적인 과정이 된다[그림 5]. 이러한 과정은 

기성 수학이 발명되는 원리와 비슷하며, 경우에 따라 새롭거나 단축된 

과정을 겪는다.  

 

 

[그림 5] 수업에서의 수학화 과정(정영옥, 1997) 

 

6. Van-Hiele의 수학 학습 수준 이론 

 

프로이덴탈에 의하면, 수학 학습 과정은 사고 수준간의 비약이 

이루어지는 불연속성이 특징이다. 그렇기에 학습자들이 수학 학습을 통해 

수학화 과정을 재발명하도록 한다는 것은 사고 수준의 비약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교수학적 조취를 취해가면서, 점진적으로 안내해가는 것을 

의미한다(황혜정 외, 2007). 이러한 프로이덴탈의 주장은 반 힐레의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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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이론에 의해 더욱 명확해졌다(정영옥, 1997). 반 힐레의 

학습수준이론은 반 힐레 부부의 몬테소리 중학교 재직 시절 중 학생들이 

기하 학습에 어려움을 느낀 다는 점과, 교사인 자신과 학생간의 

커뮤니케이션 실패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흥미롭게 관찰하면서 

시작되었다(Van Hiele, 1984).  

반 힐레의 기하 학습 수준이론에 의하면 기하 학습에는 다섯 수준이 

존재하고, 각 수준은 서로 확연히 달라 서로 이해하기 어려우며, 학생들이 

교사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를 간과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였다(Van Hiele, 1984). 따라서 반 힐레는 학생의 수준을 파악하고 그 

수준에 맞게 지도할 것을 주장하였다. 반 힐레의 기하 학습 수준은 시각적 

인식 수준, 기술적/분석적 인식 수준, 관계적/추상적 인식 수준, 형식적 

연역 수준, 엄밀한 수학적 수준의 5단계로 나누어진다(황혜정 외, 2007; Van 

Hiele, 1984; 1986; Usiskin, 1982; Fuys et al, 1988). 이후 반힐레는 이러한 

기하 학습 수준 이론을 일반적인 수학 학습 에도 적용한다. 각 수준은 

시각적 수준, 서술적 수준, 국소적인 논리적 관계를 파악하는 수준, 형식적 

논리를 파악하는 수준, 논리적 법칙의 본질을 파악하는 수준으로 기하 

학습과 같이 다섯 수준으로 나누어 진다(Van Hiele, 1986).  

반 힐레는 이러한 각각의 수준은 서로 뚜렷하게 달라 낮은 수준의 

학습자는 높은 수준의 사고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높은 수준의 

학습자는 낮은 수준의 행동을 사고의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반 힐레는 기하 학습이 상대적 수준이 있는 

불연속적 활동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위 수준을 통과하지 않고는 상위수준에 

도달할 수 없으며, 사람마다 각각 그 수준을 통과하는 속도도 달라 적절한 

학습 지도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그 수준을 통과하는 속도는 나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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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지도에 더 의존한다(Van Hiele, 1984; 

Clements et al, 1992). 

이에 반 힐레는 다음 수준으로의 이행을 돕기 위해 질의 안내 

단계(inquiry), 안내된 탐구 단계(directed orientation), 명료화 

단계(explicitation), 자유 탐구 단계(free orientation), 통합 

단계(integration)라는 다섯 단계(phase)의 교수 · 학습 단계를 

제안하였다(황혜정 외 2007; Van Hiele, 1984; 1986).  

 

① 질의 안내 단계(inquiry) : 질의 안내 단계는, 학습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여 그 분야에 대해 배우는 단계이다. 교사는 

학생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학습 주제에 대해 소개하고, 학생은 

이에 대해 탐구하고 분석하여 해당 분야와 친숙해지게 된다. 

② 안내된 탐구 단계(directed orientation) : 학습자는 해당 분야의 

방향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학습의 주제에 대해 탐구하는 단계이다. 

학습 자료는 서서히 탐구 분야의 특징과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여야 하고, 이를 위해 교사는 학습자가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신중하게 설명해 나가야 한다. 

③ 명료화 단계(explicitation) : 언어적 심볼과 자신의 경험과 관찰을 

통해 얻은 자신의 지식을 연결해 나가기 시작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념화하고 토론한다. 교사는 이러한 토론이 습관적인 것이 되도록 

유도해야 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관계 체계가 부분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다. 

④ 자유 탐구 단계(free orientation) : 학습자는 해당 필드에 대해서 

대부분 알게 되지만, 그 영역 안에서 스스로 자신이 나아갈 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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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다. 학습자는 다양한 해결법을 갖는 문제를 수행하면서 이러한 

단계를 겪게된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학습자에게 전혀 새로울 것은 

없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탐구 대상 사이의 관계들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⑤ 통합 단계(integration) : 그동안 배운 새로운 것들이 완전하게 

처리되고, 관련지어진다. 학생은 탐구 활동 전체를 조망하게 되고, 

사고 수준의 비약에 이르게 된다. 학습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직관력을 갖게 되고, 새로운 학습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를 

마치게 된다. 

 

이러한 사고 수준의 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사의 일방적인 설명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의 탐구 활동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며, 교사는 

학습자들의 수준을 먼저 알아야 한다. 또한 학습자들이 학습 주제를 스스로 

탐구하는 것을 돕기 위해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적절한 탐구로 이끌면서 

학생들을 지시하는 지도가 되어야 한다(황혜정 외, 2007). 

 

제 3 절 게임을 활용한 수학 교육 

 

1. 게임의 활용 

 

유희하는 인간이라는 뜻의 호모루덴스라는 용어를 제창한 

호이징아(Huizinga)는, 게임이란 일상 생활 밖에서 행해지는 자유롭지만 

고유의 규칙 속에서 이루어지는 허구적인 행위라고 하였다(Huizinga,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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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와(Cailliois) 역시 게임에 대해 비슷한 맥락으로 자유롭고 

분리되어있으며 확정적이지 않으며 비생산적이지만 규칙이 있는 가장 

활동이라 하였고(Caillois, 1962), 슈츠(Suits)는 덜 효육적인 방식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규칙을 활용하여 사건의 특정한 상태를 불러오도록 

유도된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라 하였다(Suits, 1990). 게임에 대한 

정의는 이처럼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부분이 있다면 게임은 

일상과 분리된 규칙이 존재하는 자발적인 활동이라는 점이다. 특히 

자발적인 활동이라는 측면은 게임이 자기 동기부여에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잘 나타내며, 규칙이 존재한다는 점은, 규칙을 통해 원하는 목적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에 게임은 다양한 동기부여가 

필요한 분야에서 도구로써 활용되어왔다. 

이처럼 게임 자체가 순수한 즐거움을 목적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의도된 유의미한 목적 실현을 목표로 개발된 게임을 기능성게임(Serious 

Game)이라고 한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기능성게임이라는 용어는 

1977년 아브트(Abt)에 의해 처음 유래되었으며(Abt, 1970), 그는 기능성 

게임을 ‘사용자에게 유희적(amusement)인 측면을 제공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닌 교육이 주된 목적인 게임’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기능성게임의 주된 

목적이 재미요소에 의한 사용자의 즐거움이 아닌 배움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게임은 기능성게임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이전부터 바둑, 장기, 체스, 

시뮬레이션, 워게임등의 형태로 이용되고 있었으나(우탁 외, 2011), 

기능성게임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이후 게임은 더욱 활발하게 기능적으로 

활용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장 규모 역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시장조사기관 아이데이트(iDATE)에 의하면 향후 2015년 기능성 

게임시장규모가 8천800만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능성게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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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 군사 및 국방, 의료 및 건강, 교육, 기업이라는 크게 5가지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분야만큼 목적 또한 

다양하여 크게 특정 기능에 대한 훈련, 특정 내용의 교육, 의도된 정보의 

전달 및 홍보, 기능성 게임을 활용한 치료 그리고 일정한 과정이나 특수한 

환경의 체험이라는 다섯가지 목적으로 나누어진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이러한 각각의 분야에서 원하는 목적에 의해 디자인 된 게임은 모두 

기능성게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기능성게임을 광의의 개념으로 바라보게 되면, ‘게임요소를 이용하여 

기능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기능성게임을 바라볼 경우 활용의 형태는 게임의 형태를 지니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게 되어 더욱 넓어지게 된다. 게임화(Gamification)는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기능성게임 활용 방법중 

하나이다. 게임화란 게임(game)에 ~화하다(-fication)라는 단어를 합쳐서 

만든 신조어이며, 게임적 사고와 게임 메카닉스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사용자를 끌어들이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Zichermann, 2011). 

즉, 게임화란 게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타 분야에 활용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효과와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활동으로, 

전형적인 게임의 형태를 띠지 않더라도 보상 체계와 랭킹 시스템 등의 

게임적인 요소를 다른 분야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우탁 외, 2011). 

게임화는 게임의 형태를 반드시 가져야 될 필요가 없기에 더욱 많은 

분야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마케팅 기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에 가트너(Gartner)사는, 게임화된 서비스가 2014년에는 고객 마케팅과 

시선 유지를 위해 페이스북(Facebook), 이베이(eBay) 또는 

아마존(Amazon)만큼 중요해질 것이며, 글로벌 2000대 기업 중 70퍼센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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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화된 어플리케이션을 적어도 하나는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여 

게임화가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Gartner, 2011). 

이처럼 기능성게임은 게임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속성들을 활용해서 

목적을 이루는데 활용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해 왔고, 그 

효과성 역시 다방면에서 입증되어왔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특히 

교육에 활용되는 기능성게임은 학생들을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에 적합하여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인지심리학자들은 자발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임이 학생들의 능력 발달을 돕는다고 보고하고 

있으며(Bransford et al, 2003; Caine et al, 1990), 교육학자들은 게임을 통한 

교육이 구성주의 학습법에 알맞고, 협동 학습,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능력 

향상, 정서적 발달등을 돕는다고 보고있다(Betz, 1995; Huntington, 1984; 

Leutner, 1993; Neal, 1990). 

 

2. 게임을 활용한 교육 

 

게임을 활용한 교육은 게임을 학습의 도구로 활용한 교수 · 학습 

방법을 의미한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0). 게임을 활용한 교육은 기능성 

게임의 응용 분야 중 하나로, 해당 분야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게임의 재미적 요소 외에 학습적 효과를 주는 목적을 두고 

있다(이헌주, 2012). 교육에 게임을 활용하려는 시도들은 컴퓨터 게임이 

등장한 이후 더욱 증가하였다(Prensky, 2003; Amory et al, 1999). 게임을 

교육에 활용하기 시작한 이유는 게임의 속성들이 교육이 추구하는 바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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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고, 현재의 학습자들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교육은 

많은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동기 유발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을 

학습과 점차 멀어지게 만들어서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Business Roundtable, 

2005). 반면 많은 어린 아이들이 게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점은 전혀 

다르며, 이는 게임의 판매량과 그 수요층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디지털 

게임이 등장한 이후 게임 산업은 급속하게 성장하여, 현재는 한 해에 10억 

달러에 육박하는 산업 규모로 성장하였고(eSchool News Online, 2005), 

게임의 사용자중 대다수는 어린이나 청소년인 학생들이다(Mumtaz, 2001; 

Harris, 1999; Annetta, 2008). 이에 디지털 게임은 어린 아이들의 사회화나 

오락에 대한 관점또한 크게 바꾸어 놓았다. 많은 아동들은 비디오, 컴퓨터 

게임을 학교 활동과는 달리 매우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무엇보다 

자발적으로 즐기고 있다(Annetta, 2008). 교육계에서는 게임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에 주목을 하고 있으며, 이는 게임과 교육을 혼합하려는 시도들로 

이어진다(Prensky, 2003). 교육에서 놀이를 활용하는 것은 흔하게 발생하는 

시도들이며(Blanchard et al, 1985), 이러한 운동 또한 놀이를 교육에 

활용하려는 시도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최신 교육학 이론들은 학습에 자기 동기부여(self-motivation)와 보상 

활동(reward activity)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게임의 속성들은 학습 

활동이 추구하고 있는 바를 손쉽게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유용할 수 

있다(Kolesnik, 1970). 게임은 어린아동들의 심리학적, 사회적, 지적 발달 

측면에 있어서 자발적 왈동으로서 동기 부여를 돕기에 크게 도움이 

되는데(Rieber, 1996), 이는 게임이 필연적으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활동이기에 본질적으로 동기를 부여하기에 유용한 매체이기 

때문이다(Thomas et al, 1994). 또한 학습은 재미있을수록 효과적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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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게임을 교육에 활용할 경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Lepper et al, 

1992). 또한 ‘디지털 원민’ 이나 ‘디지털 이주자’ 등으로 표현되는 현재의 

아이들에게 디지털 기술은 매우 익숙하고, 아이들의 두뇌 또한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매체나 활동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변화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교육을 할 경우 아이들이 더욱 쉽게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Van Eck, 2006; Prensky, 2003). 이에 다양한 

곳에서 디지털 게임을 활용하여 교육을 하는 연구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의 경우 디지털 게임 기반 학습(Digital Game-Based 

Learning)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Van Eck, 2006). 

특히 미국과학자동맹(Federaiton of American Scientist)에서는 디지털 게임이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는데 시간을 소모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차세대 발명품이라고 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 2006). 한국에서는 

G-러닝이라는 이름으로 연구가 진행중이며, 2009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G-러닝 연구학교 사업을 시행하기도 하였다(위정현 외, 

2012).  

이외에도 게임은 아동의 호기심, 성취욕, 인내심, 긴장의 해소 등을 

통한 정서적 표현을 강화시키는데, 이는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교수 · 

학습 실현에 많은 도움을 주며(차만주, 2001), 게임의 시각적 요소는 실험 

활동과 창의성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맥락을 활용한 학습에 매우 

적합하다(Betz, 1995). 또한 게임은 아동의 비판적 사고를 도와 분석력과 

논리적 사고를 높일 수 있고(Huntington, 1984), 게임의 조작하는 활동은 

학습 활동이나 훈련 활동을 자극시키며(Leutner, 1993), 목적 지향성과 

경쟁은 동기 유발을 자극한다(Neal, 1990).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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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경험을 제공하여 논리적 사고력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유용하다. 

 

3. 게임을 활용한 수학 교육 

 

게임을 활용한 교육은 군사 훈련, 어학 학습, 경제 학습 등에도 많이 

활용이 되었지만, 수학 교육에서도 많이 활용되었다. 특히 수학 교육은 

조작적인 활동이 많이 필요한 바, 다양한 교구들을 많이 활용해 왔는데, 이 

중 적극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공학적 도구를 활용한 수학 교육이다. 

디지털 게임은 공학적 도구를 활용한 교육 방법의 장점과, 게임을 활용한 

교육 방법의 장점을 모두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수학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공학적 도구를 활용한 수학 교육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수학 교육에서 

공학적 도구를 활용한 교수법은 매우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으며, 

프로이덴탈 역시 수학교육에서 공학적 도구의 활용을 강조하였다(황혜정 외, 

2007). 공학적 도구 중에서도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은 텍스트 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맥락을 활용한 학습을 지지하는 콘텐츠와 

멀티미디어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돕고, 이는 수학적 사고력을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을 준다(김응태 외, 2007). 이에 한국의 7차 

교육과정에서도 수학의 교과적 특성을 반영하여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을 

적극 도입하였고, 미국의 수학 교사 협의회(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Mathematics, 이하 NCTM)에서도 수학적 개념의 이해와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콘텐츠를 활용한 교수법을 권장하고 있다(National 



 

 34 

Council of Teachers of Mathematics, 2002).  

 

컴퓨터를 활용한 수학 교육은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수학교육 

목적추구에 기여한다(황혜정 외, 2007). 첫째, 실제 자료와 시뮬레이션을 

함께 제시하여 학습자들의 광범위한 경험과 형식적인 수학을 연결할 수 

있도록 도우며, 특히 학교 수학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의 영역을 확대하여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수학 교육을 돕는다. 둘째, 수학을 직접 다룰 수 

있는 교수 · 학습 환경을 제공하여 수학적 대상과 관계를 구체화한다. 

컴퓨터 화면상의 수학적 존재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룰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구체적-추상적 대상’이며(Teodoro, 1991), 이러한 

대상들을 조작하여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딘스(Dienes)의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와 부합한다. 셋째, 수학은 복잡한 아이디어의 표현을 위해 

다양한 체계가 요구되는데, 컴퓨터를 활용하면 역동적이고 상호 작용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표현 체계를 연결할 수 있다. 즉, 어떤 표현 체계에서 

취해진 행동이 다른 표현 체계에 즉시 반영되어 역동적이고 상호 작용적인 

매개물을 만들어낸다(Kaput, 1992). 넷째, 지필 환경에서 부족한 사고력을 

도모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사고력 중심의 수학교육을 돕는다. 

컴퓨터를 활용한 수학교육중 학습자가 발생시킨 오류는 수정을 요하고 

이러한 과정중에 자신의 수학적 사고를 반성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컴퓨터는 이러한 수정에 대한 처리를 신속하게 수행해 주어 사고력 중심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더욱이 디지털 게임을 활용한 수학교육은 컴퓨터를 활용한 수학 교육이 

가진 장점에 더불어 다양한 효과들을 추가적으로 거둘 수 있다(강문봉, 

2001). 첫째, 수학이 활용되는 맥락을 제공하여 수학의 실용적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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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 실생활을 활용한 수학 경험은 비현실 적인 경우가 

많은데, 게임은 문맥을 제공하기에 효과적이므로 이를 통해 현실적 상황을 

쉽게 만들어 줄 수 있다. 둘째, 수학을 창조하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는 게임 규칙을 만들고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장 합리적이고 최선인 결과를 초래하는 규칙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하여 단축화된 경험을 얻을 수 있다. 셋째, 게임이라는 

매체를 활용하므로, 학습자들의 수학 불안을 해소시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도울 수 있다. 넷째, 학습자들의 사회성을 

발달시키고 규칙을 준수하게 한다. 다섯째, 동기 유발에 효과적이며, 기계적 

학습과 거리가 멀어 창의성을 유발한다. 따라서 게임을 활용한 수학 학습은 

프로이덴탈이 주장하는 수학화 활동을 돕는데 매우 적합하여, 학습자는 

게임을 통해 수학의 유용성을 찾고 스스로의 힘으로 수학을 만들어나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용률 외, 1996).  

또한 딘스는 학습자의 내적 동기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구성적 활동에 

기반한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게임이라고 생각하여, 게임을 통한 

학습 이론을 주장하였다. 딘스는 6단계의 게임 학습을 제안하였는데, 이 

6단계는 다음과 같다(황혜정 외, 2007). 

 

① 자유놀이 단계 (Free Play Stage): 놀이 및 학습의 소재로 

구조화되어있지 않은 조작이나 실험 활동 등의 자유로운 놀이를 

하는 경험 단계. 

② 게임 단계 (Game Stage): 자유놀이 단계로부터 서서히 놀이 및 

학습의 소재가 지니고 있는 규칙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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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통성 탐구 단계 (Search for Communalities Stage): 놀이 및 

학습의 소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정 개념의 수학적인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하는 단계. 

④ 표현 단계 (Representation Stage): 추상화 과정을 통해 파악한 

공통성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간단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단계. 

⑤ 기호화 단계 (Symbolization Stage): 자기 나름의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한 개념을 수학적인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단계. 스스로의 

기호 체계를 발명하는 것도 좋지만, 의사소통을 위해 공통적인 수학 

기호를 이용하도록 지도하는 단계.  

⑥ 형식화 단계 (Formalization Stage): 구상적인 개념의 수학적 구조를 

파악하고 여러 성질을 체계화하는 단계. 

 

이러한 딘스의 6단계는 프로이덴탈이 주장한 수학화 과정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수학적 규칙성을 파악하는 자유놀이단계와 

게임단계는 프로이덴탈이 주장한 바닥 수준의 활동에 해당하고 현상 

관찰로부터 수학적 본질을 조직하기 이전의 활동이다. 공통성 탐구 단계는 

수학적 구조를 파악하는 단계이므로, 바닥 수준의 활동으로부터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수학적으로 조직하기 시작하는 수평적 수학화에 해당될 

것이며, 표현 단계와 기호화 단계는 수평적 수학화에서 수직적 수학화를 

이끌어내는 단계를 의미한다. 형식화 단계는 완전한 수직적 수학화 단계로 

수학이 정리되는 단계로 국소적 조직화가 일어날 수 있다[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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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딘스의 게임 학습 단계와 수학화 

 

딘스는 수학적 개념 형성 과정이 개념 형성 단계를 거쳐 일단 형성된 

수학적 개념은 닫힌 상태가 되지만, 분석과 적용 과정에서 열린 상태로 

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높은 수준의 재구성이 이루어진다는 개념인 

‘개폐연속체(open-closed continuum)’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황혜정 외, 2007). 그리고 이처럼 개념이 열리고 닫히는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구조화 되는 것이 수학적 사고의 본질이라고 보았다. 

딘스는 또한 게임을 통한 학습의 효과적인 구현을 위해 역동적 원리, 

구성의 원리,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 지각적 다양성의 원리 라는 4가지 학습 

원리를 제시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Dienes, 1960). 

 

① 역동적 원리 (Dynamic Principle): 수학적 개념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 자체로 즐길 수 있는 예비 놀이 단계, 방향성을 가지는 

구조화된 놀이 단계, 배운 개념을 고정시키고 적용시키기 위한 실습 

놀이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② 구성의 원리 (Constructivity Principle): 분석적 사고를 하기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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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구성적 사고를 발달시키는 아동의 사고 과정에 따라 

구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먼저 만들어줘야 한다. 

③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 (Mathematical Variability Principle): 개념의 

성장을 돕기 위해 여러 변인이 조작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줘야 

한다.  

④ 지각적 다양성의 원리 (Perceptual Variability Principle): 개념 

형성에 존재하는 다양한 개인차를 고려하여,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다양한 변화를 줘서 가능한한 구체적인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딘스의 게임을 활용한 수학 학습은 앞서 설명한 게임을 활용한 

수학교육의 장점 및 특성을 모두 포함하며, 피아제(Piaget)의 구성주의나 

프로이덴탈의 수학화 교수 · 학습과도 유사한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게임을 활용한 수학 교육이 현실 맥락을 풍부히 제공하고, 재미있는 학습 

활동을 통해 자발적인 학습에 대한 참여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보충해주고 있다. 

하지만 공학 도구를 활용한 수학 학습이나 게임을 활용한 수학 학습은 

학습 환경을 조성해줄 뿐, 그 자체로는 수학 학습을 할 수 없으며,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강문봉, 2001). 

공학 도구는 매우 효과적일 수 있으나, 수학 내용과 지식의 성격을 

변형시키고 왜곡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지 못할 

경우 학교수학의 내용을 변형시킬 위험을 가지고 있다(황혜정 외, 2007). 

또한 게임을 활용한 학습은 공학 도구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재미와 학습성이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해서 양방향의 전문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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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필요하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만 한다(Van Eck, 2006). 

 

제 4 절 사례 연구 

 

1. 기능성게임을 활용한 수학 교육 

 

기능성게임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해당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는 교육 분야인만큼 다양한 교육용 기능성 

게임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지만, 대부분이 어학 학습에 치중하고 있고, 

수학 교육을 위한 기능성게임은 사례가 많지 않다. 수학 교육을 위한 

기능성 게임은 두 관점에서 연구될 수 있는데, 하나는 수학 교육자의 

관점과 다른 하나는 게임 공학자의 관점이다. 수학 교육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연구들은 대부분 수학 교육 이론을 기반으로 간단한 땅따먹기, 빙고 

등의 단순한 퍼즐 게임을 접목했거나, 퀴즈놀이를 기반으로 한 게임들이며, 

활동지를 활용하여 게임을 진행하였으므로 디지털 게임으로 구현된 경우는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수학 교육용 디지털 게임을 개발하고자 하므로, 

살펴봐야 할 연구는 게임 공학자의 관점으로 바라본 연구일 것이다. 이 중 

대표적인 연구가 G러닝 연구 사업 프로젝트와 관련된 연구이다. G러닝은 

디지털 게임을 활용한 학습을 의미하며, 2003년 처음 시작되었다. 이후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G러닝 연구학교 시범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 

연구가 더욱 활발해졌으며, 현재 국내에는 5개의 G러닝 연구학교가 

운영되고 있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G러닝은 수학 학습에만 치중된 

용어는 아니고, 실제 프로젝트 또한 다양한 과목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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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수학과 관련된 프로젝트만 살펴보고자 한다. 

수학용 G러닝 콘텐츠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한국 초등 수학 

교과과정을 위한 G러닝 수학 콘텐츠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수학교육과정을 

따른 영어 기반의 G러닝 수학 콘텐츠이다. G러닝은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 플레잉 게임(Massive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 

이하 MMORPG)을 활용하여 정규수업에 접목하는 형태로, 게임 속 NPC가 

주는 임무나 퀘스트를 수정하여 사용한다(위정현 외, 2010). 때문에 

커뮤니티 중심의 학습이 가능하고, 학생-학생이나 학생-교사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할 수 있다(위정현 외, 2012). G러닝은 

정규 수업에 사용되기 때문에, 통제된 환경에서 교사와 함께 진행되고, 

콘텐츠 역시 기존의 온라인 게임의 유해성을 최대한 배제한 통제된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위정현 외, 2010). 또한 G러닝 콘텐츠는 일반 MMORPG를 

활용해서 사용하므로 수업에 적합한 MMORPG를 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위정현은 선정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 게임 콘텐츠가 교수학습 

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했는지, 개발사가 학습용으로 지원을 

해 주는지라고 제시하였다(위정현 외, 2006). G러닝 콘텐츠는 MMORPG를 

기반으로 하므로, 퀘스트를 활용한 과제중심학습(Task based Learning)의 

특징을 지닌다(위정현 외, 2009). 즉, 퀘스트가 주어지고 학생은 퀘스트를 

수행하며 이에 따른 보상을 얻는 구조이다. 여기에 더불어 

협동학습(Collaboration Learning)과 문제해결학습(Problem based 

Learning)을 지향한다(위정현 외, 2012). 이를 기반으로 한 G러닝 수학 

교수학습 모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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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G러닝 수학 교수학습 모형(위정현 외, 2012) 

 

G러닝을 활용한 수업은 학업 성취도의 향상을 가져오고, 자발적인 

학습을 유도하며, 집중도 높은 수업을 완성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위정현 외, 2006; 2009; 2010; 2012). 무엇보다 G러닝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들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재참여를 원했으며, 학습보다는 즐거운 

놀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위정현 외, 2010; 2012).  

하지만 [그림 7]의 교수 학습 모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G러닝은 

퀘스트를 수행하는 Task 단계를 기준으로 Pre-task단계와 Post-task단계로 

나누어져서 퀘스트를 수행하는 Task단계에 대한 비중이 높아 학습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 그리고 앞 뒤의 활동은 단지 퀘스트 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들에 지나지 않으며, 게임을 활용한 학습과 학습지를 활용한 학습을 

분화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G러닝을 활용한 수업은 반복적인 문제 

풀이에만 효과적인 구조를 지니며, 부족한 개념 설명이나 학습을 위해 

학습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즉, G러닝 수학 학습은 문제 풀이 중심이고 수학 

개념 형성과 수학화에 대해 간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문제가 

중심이 되는 학습은 문제 풀이 자체가 학습의 목표가 되어 수학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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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풍부한 맥락과 유용성을 간과하여 수학의 응용력 및 실생활 적용 

능력을 하락시킨다(Gravemeijer, 1994). 이는 진정한 수학교육이라고 할 수 

없으며, 7차 교육과정의 목표에도 맞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은 

연구에서뿐만이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되었던 수학 기능성 게임들은 두산동아와 얌얌수학, 국립과천과학관의 

밀크앤시리얼, 넥슨의 산수를 구하라 등이 있으나 모두 문제풀이 중심의 

미니 게임 형식이며, 현실 맥락을 제공하는데에는 충실하였으나, 수학화를 

통해 수학적 개념을 익히기에는 부족한 콘텐츠들이다. 이는 기존의 디지털 

수학 교육용 기능성 게임들이 게임 회사나 게임 연구자들에 의해 

독단적으로 만들어졌고, 게임 요소 도입에 의한 단순 효과성 보기에만 

급급하여 수학 교수 · 학습 이론의 중요성을 간과하였기 때문이다. 

해외의 사례로는 인디아나 대학교(Indiana University)의 학습과 기술 

연구센터(Centre for Research on Learning and Technology)에서 개발한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퀘스트 아틀란티스(Quest 

Atlantis, 이하 QA)라는 기능성 게임이 있다[그림 8](Lim, 2008). QA는 

한국의 G러닝과 유사하게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게임(Massive 

Multiplayer Online Game)장르를 가지고 있어서 커뮤니티와 협동 학습에 

유리하고, 교수자 도구가 별도로 제공되어 교육 콘텐츠 추가 및 과제 

관리에 유용하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이 게임은 3D로 제작된 다중 

사용자 가상 환경을 제공하며, 퀘스트를 통한 학습과, 비디오 클립, 만화 

소설 등을 활용한 스토리 라인을 제공한다. 또한 QA는 

비고츠키(Vygotsky)의 사회적 구성주의를 기반 이론으로 개발되어 사회적 

활동을 통한 학습을 강조하였다. 이에 온라인 내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현실의 학교 생활과 사회 활동에 밀접하게 연결되도록 구성하였고, 



 

 43 

커뮤니티를 강조하며, 글로벌한 학습을 추구하였다(Lim, 2008; Barab et al, 

2005). 뿐만 아니라 학습을 실제의 생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실험, 연구 

기반의 경험 학습을 지향하고, 포트폴리오 기반의 과제를 할 수있도록 하여 

현실생활의 활동을 간과하지 않는다(Barab et al, 2005). 이처럼 학생의 

현실적인 경험으로부터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서 한국의 G러닝에 

비해 현실맥락 활용한 학습에 더욱 적합하다. 하지만 QA는 수학에 맞춰 

개발된 콘텐츠는 아니고,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미술, 음악 등등의 학교 

교과를 모두 커버할 수 있게 만들어진 콘텐츠이며, 주 목적은 학습 몰입을 

강화하고 학습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연구들도 이러한 부분들을 

강화하는지를 살펴본 연구들이 대부분이어서 한계가 있다. 또한 범용 학습 

도구여서 수학화 활동을 강조하지는 않아, 수학 학습용으로도 적절히 

사용할 수 있을 뿐이지, 제대로 설계된 수학 학습용 도구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림 8] 퀘스트 아틀란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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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시스템 제안 

 

게임을 활용한 교육은 잘 디자인된 학습 원리와, 이론, 그리고 모델을 

갖추어야 한다. 거기에 재미도 있어야 해서 너무 학술적으로 디자인되어 

재미가 전혀 없는 게임이나, 게임요소만을 너무 강조하여 학습 이론이 전혀 

녹아있지 않아 학습 효과가 없는 게임도 위험하다(Van Eck, 2006). 하지만 

앞선 선행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의 수학 교육용 기능성 게임들은 

게임성에만 너무 치중하여 학습 효과는 떨어지게 되었다. 특히 G러닝 

수학교육의 경우 기존의 MMORPG게임을 수학 학습용으로 변환시켜서 

학습에 활용하여 게임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었고, 스토리텔링을 학습에 

녹여 학습자에게 스토리를 방대하게 전달할 수 있었으며, 커뮤니티를 

손쉽게 구성하여 조별 학습 및 협동학습에 적합했지만, 교수 학습 모형이 

퀘스트 위주여서 수학 이론의 전달이 부족해 충분한 시간에 걸친 수학의 

내면화가 어려웠고, 퀘스트 수행에 따른 단순 문제풀이 학습에만 그쳐 

기존의 연역적 학습에 비해 학습자가 수학의 풍부한 의미를 깨닫고 수학의 

활용성을 인식하거나 학습자의 맥락을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잘 

활용하지 못해 별로 나아진 바가 없었다. 즉, 앞선 연구들은 수학 문제 

풀이에 치중하여 학습자들은 수학의 내면화에 실패할 수 밖에 없어, 수학을 

실생활에 이용하거나 수학의 고도화에는 도달하지 못하게 설계되어있다. 

수학 교육에서는 수학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경험이 학습에 효과적이고, 

수학의 본질과 유용성을 익히기에 적합하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학을 학습할 경우 본인의 현실 맥락을 통해 수학을 학습하기 때문에 

수학을 실생활에 어려움 없이 적용할 수 있게 되며, 학습한 수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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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으로 추상화와 기호화를 거쳐 결국에는 수학의 고도화를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학습자 

스스로의 현실을 통해 수학을 학습할 수 있는 수학화 활동을 비중있게 다뤄 

수학의 유용성과 수학이 가지고 있는 풍부함을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제안되는 시스템은 반드시 게임의 형태를 가져야 

할 필요는 없으며, 교육성의 강화를 위해 게임 시스템을 학습 과정에 녹여 

재미있는 활동이지만 학습을 배울 수 있는 형태라면 어떠한 형태로 

제작되더라도 상관이 없을 것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게임요소를 활용한 수학적 직관을 키우는 교육용 

게임 콘텐츠 개발을 위한 게임화 방법론을 제시할 것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기능성 게임 및 게임화 콘텐츠 사례를 분석하여 널리 사용되는 게임 

요소를 추출한 후 이러한 요소들을 RME 교수 · 학습론에 적용하고자 한다. 

또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학교에서 실행되는 기하 교수 · 학습의 실제 및 

학습목표를 분석하여 현재 교육 과정 및 상황에 적합하게 설계하고자 한다. 

 

제 1 절 게임 메커니즘의 활용 

 

1. 게임 메커니즘 

 

게임의 성격은 전적으로 게임 기획자의 직관에 의해 정해지며, 정해진 

개발 프로세스나 어떠한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없지만, 

많은 학자들에 의해 게임에 공통적으로 있어왔으며, 게임 개발에 있어서 꼭 

고려해야 하는 것들은 밝혀졌다. 롤링스(Rollings)와 아담스(Adam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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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핵심 요소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지며, 이는 게임 디자이너가 

게임에 대해 규칙들로 기술하는 핵심 메커니즘(Core Mechanics), 게임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 구조인 스토리텔링(Storytelling) 그리고 게임 

플레이어가 게임 속에서 보고 들으며 행동하는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이라고 하였다(Rollings et al, 2004). 셸(Schell)은 

게임이 4대 요소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게임의 절차와 규칙인 

메커니즘(Mechanics), 게임에서 펼쳐지는 일련의 사건인 이야기(Story), 

게임 플레이어가 게임을 즐기며 겪을 수 있는 외관, 소리, 냄새, 맛 느낌인 

미적요소(Aesthetics), 게임을 제작할 수 있게 만드는 재료인 

기술(Technology)이라고 구분하였다(제시 셸, 2008). 이처럼 게임 요소에 

대한 주장은 학자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부분들을 정리하면 

게임은 게임 메커니즘과 스토리 그리고 플레이어가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보고 듣는 다양한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게임 스토리의 경우에는 게임화의 경우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캐주얼 

게임들의 경우 반드시 스토리 라인을 가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게임을 

게임답게 만드는 요소는 게임 메커니즘과 인터랙션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게임 메커니즘이란 게임을 규정하고 구성하는 규칙들로 이는 

게임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그 정의들이 포함하고 있는 게임 활동이 가진 

특징을 통해 알아낼 수 있다. 게임에 대한 대표적인 정의들을 요소별로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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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요소별로 정리된 게임의 정의(Katie Salen & Eric Zimmerman, 

2004 인용 및 재구성) 

 

게임의 정의 

요소 

Parle

tt 

Ab

t 

Huizi

nga 

Caill

ois 

Sui

ts 

Crawf

ord 

Costik

yan 

Avedon 

|Sutton

-Smith 

플레이어를 

제한하는 규칙 

√ √ √ √ √ √  √ 

갈등 및 경쟁 √     √  √ 

목표/결과 지향 √ √   √  √ √ 

활동,프로세스,이

벤트 

 √   √   √ 

의사결정  √    √ √  

심각하지 않고, 

몰입하게 만듬. 

  √      

물질의 증가와 

관련 없음. 

  √ √     

인공적/안전/일

상생활 밖 

  √ √  √   

특별한 사회집단   √      

자발성    √ √   √ 

불확실     √     

환상/표상적    √  √   

비효율적     √    

부품/자원/토큰      √ √  

예술의 형태       √  

 

[표 1]을 살펴보면, 연구자별로 게임에 대해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서로 게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조금씩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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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도 적지 않음을 볼 수 있는데, 이를 나타내기 위해 3명 이상의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 겹치는 요소들에 색칠하였다. 

이를 통해 게임이 가진 특징을 추출할 수 있었는데, 이는 플레이어를 

제한하는 규칙(Rules), 갈등 및 경쟁(Conflict or contest), 목표 / 결과 

지향(Goal-oriented / outcome-oriented), 활동, 프로세스, 이벤트(Activity, 

Process, Event), 의사결정(Decision Making), 인공적/안전/일생생활 

밖(Artificial/Safe/Outside ordinary life), 자발성(Voluntary)으로 7가지 이다. 

이외에도 위의 게임의 정의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임의 특징으로는 보상 시스템(Reward)과 학습 용의성(Learnability)이 

있다(천연비, 2012). 각각의 특징 요소들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플레이어를 제한하는 규칙 (Rules): 게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플레이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여 

어떤 플레이를 할지에 대한 구조를 제공한다(Salen et al, 2004). 

② 갈등 및 경쟁 (Conflict of contest): 모든 게임은 힘의 경쟁을 

구현한다. 경쟁은 협동부터 갈등까지, 게임 시스템과의 개인적 

갈등에서 멀티플레이어와의 사회적 갈등까지 여러가지 형태를 

가진다. 경쟁은 게임의 핵심이다(Salen et al, 2004). 

③ 목표/결과 지향 (Goal-oriented / outcome-oriented): 게임의 끝은 

목표를 이루는 것으로, 이 끝은 한명이 경쟁 끝에 이룰 수도, 

협력해서 이룰 수도 있다. 갈등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된다(Suits, 

1990; Abt, 1970; Parlett, 1992; Crawford, 1982; Costikyan, 1994; 

Avedon et al, 1971). 

④ 활동, 프로세스, 이벤트 (Activity, Process, Event): 게임은 둘 



 

 49 

이상의 독립된 의사결정자들이 그들의 목적을 제한된 환경내에서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다. 게임은 활동이며, 프로세스이고, 

이벤트이다(Abt, 1970). 

⑤ 의사결정(Decision Making): 게임은 플레이어들이 적극적으로 

의사결정하기를 요구한다(Abt, 1970). 게임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게임내 자원이나 토큰을 잘 관리하기 위해 플레이어들이 

결정내리기를 요구한다(Costikyan, 1994). 

⑥ 인공적/안전/일생생활 밖(Artificial/Safe/Outside ordinary life): 

게임은 실제 삶이라 불리는 시간과 공간에서 분리된 경계를 

유지한다(Salen et al, 2004). 

⑦ 자발성(Voluntary): 게임을 하는 것은 불필요한 장애를 넘기위한 

자발적인 노력이다(Suits, 1990). 

⑧ 보상 시스템(Reward): 목표를 달성하면 주어지는 것으로, 게임 

플레이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의미한다. 보상에는 칭찬, 점수, 

플레이의 연장, 관문 통과, 멋진 장관, 자기 표현, 힘, 자원, 완료 

등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한 두 가지로 제공되거나 여러 보상이 

섞여서 제공될 수 있다(제시 셸, 2008). 

⑨ 학습 용의성(Learnability): 플레이어가 게임에 대해 이해하고 

익히는 수용 과정에 관한 것으로, 좋은 게임은 배우기는 쉬우나 

마스터하기는 어려워야 한다(천연비, 2012). 

 

이러한 9가지의 게임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앞서 언급한 게임 요소 

중 핵심 메커니즘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징들은 구체적인 규칙이나 

게임 방식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게임상에 구현된다. 본 논문에서는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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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커니즘을 적용하여 수학적 직관을 키우는 교육용 게임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므로, 게임 메커니즘이 게임화 서비스나 기능성게임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알아내어 게임화 요소를 추출해야 한다. 게임화 

혹은 기능성게임은 게임이 가진 긍정적인 특징과 요소들을 활용해서 재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서비스들에서 목적을 

제외하고 보면 게임 메커니즘이 어떻게 활용되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2. 게임 메커니즘의 적용 

 

게임화의 성공 사례 중 하나인 나이키플러스(NIKE+)는 나이키가 

판매중인 운동화, 퓨얼밴드 등의 운동을 돕는 악세서리에 센서를 장착시켜 

사용자가 소모한 칼로리, 운동시간 등을 측정하여 해당 데이터를 

스마트폰이나 USB를 통해 웹에 연동시키는 서비스로, 운동에 게임 

메커니즘을 적용하여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을 이끌어낸 사례이다[그림 9]. 

나이키플러스의 사용자는 본인의 운동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가 어느정도 

달성되었는지 수시로 살펴볼 수 있으며, 목표가 달성될 경우 화려한 보상을 

얻게 된다. 보상은 장관, 칭찬, 점수, 뱃지 등으로 주어지며, 추가적으로 

페이스북등과 연동되어서 본인의 활동을 남들에게 알릴 수도 있게 된다. 

또한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비슷한 연령대, 또는 전체 커뮤니티와 자신의 

활동을 비교해볼 수 있다. 나이키플러스는 사용자 스스로가 본인의 목표를 

설정하고, 액세서리를 통해 사용자의 행적을 계속 기록한 후 목표와 

비교하여 목표 달성량을 시각적인 방법을 통해 수시로 살펴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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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에 초점을 맞추었고, 그렇기 때문에 화면이 화려하며 그래프가 

직관적이다. 또한 보상은 목표치 달성시 주어지게 되어 보상 자체를 목표로 

삼도록 만들었다고 볼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활동량 초과의 경우 주어지는 

보상들도 있어서 게임으로 치면 퀘스트와 같은 상황을 일상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 디자인되었다. 또한 사용자의 활동량 및 목표 달성치를 웹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타인과의 경쟁 상황을 만들어 사용자가 나이키플러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나이키플러스에서 사용된 게임 

메커니즘은 사용자들간의 경쟁을 유발하는 갈등 및 경쟁 메커니즘, 본인의 

목표를 달성하면 보상을 주는 목표/결과 지향 메커니즘, 목표 달성을 위해 

운동 활동을 유도하는 활동 메커니즘, 본인의 운동량을 스스로 결정하는 

의사결정 메커니즘, 스스로의 만족을 위한 자발성 메커니즘, 목표 달성시 

다양한 방법으로 주어지는 보상 시스템 메커니즘이며, 이를 구현한 게임화 

요소는 레벨, 뱃지, 리더보드, 대결, 커뮤니티, 매니지먼트가 대표적으로 

사용되었으며(권종산 외, 2013), 이외에도 장관, 칭찬 등의 보상이나 

도전과제, 퀘스트 등의 요소도 추가적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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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나이키 플러스(NIKE+) 

 

또 다른 사례 포스퀘어(Foursquare)는 사용자가 위치했던 장소를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보상과 경쟁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게임화 사례중 하나이다. 포스퀘어는 

위치기반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 이하 LBS)를 사용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를 게임화한 형태로, 

스마트폰을 통해 내가 어느 장소에 갔었는지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적절한 포인트와 뱃지를 제공한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포스퀘어 사용자는 특정 장소에 도착하여 ‘체크인(Check-

in)’버튼을 누르는 활동을 통해 자신이 해당 장소에 있었다는 인증을 남기며 

이에 따른 체크인 포인트를 받게 된다. 또한 자주 체크인할수록 더 많은 

포인트를 쌓을 수 있므며, 이에 따라 레벨이 올라가 나중에는 해당 장소의 

시장이 될 수 있다. 시장 칭호는 해당 장소에서 가장 많이 체크인 한 

사람에게 주어지므로, 지속적으로 해당 장소를 방문하지 않으면 빼앗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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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게 되어 경쟁을 부추긴다. 포스퀘어의 뱃지는 특정 시간이나 특정 

장소에 체크인하게 되면 얻을 수 있으며, 혹은 특별히 지정된 활동을 

하거나 특정 이벤트에 참여해도 얻을 수 있는 부가적인 보상 

시스템이다[그림 10]. 이에 사용자들이 뱃지를 모으려면 특정 퀘스트에 

참여하여 퀘스트를 수행해야 얻을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되었다. 이러한 

뱃지는 200종류가 넘으며, 이는 사용자들의 수집욕을 증가시킨다. 

포스퀘어는 SNS여서 사용자들이 어떤 장소를 방문했을 때, 해당장소에 

댓글을 남기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데, 이는 블로그, 페이스북, 포럼에서의 

댓글 역할과 똑같은 기능을 실제 장소에 제공한다(존 라도프, 2011). 또한 

포스퀘어는 LBS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위치에서 가까운 유명한 장소를 

추천해주기도 하며, 이는 SNS 서비스와 연동되어 다른 사용자의 평을 볼 

수도 있다[그림 11]. 포스퀘어에서 활용된 게임 메커니즘은 갈등 및 경쟁 

메커니즘과 보상시스템 메커니즘이며, 보상의 경우 특별한 배지나 칭호를 

제공하여 목표지향 메커니즘과 활동 메커니즘, 자발성 메커니즘을 

이끌어낸다. 이러한 메커니즘들은 레벨, 뱃지, 리더보드, 대결, 커뮤니티, 

퀘스트 등의 게임화 요소로 구현되었다. 

 

 

[그림 10] 포스퀘어의 뱃지     [그림 11] 포스퀘어 SNS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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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화 이외의 기능성 게임 사례를 살펴보면, 성공한 기능성게임 중 

하나인 온라인 퍼즐게임 폴드잇(Foldit)은 게임을 활용하여 집단지성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로, 폴드잇의 플레이어들은 꼬여있는 단백질 구조를 

모방한 퍼즐을 푸는 활동을 통해 실제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그림 12]. 

실제로 학계에서 십여 년 이상 풀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있던 프로테아제 

효소의 구조의 해독을 폴드잇 게임을 하는 활동을 통해 3주만에 

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게임을 활용한 집단지성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유지현, 2011). 폴드잇은 일반적인 퍼즐게임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퍼즐의 종류가 단백질 구조라는 점만 다르다. 

폴드잇은 단백질 구조모양의 퍼즐을 사용자에게 풀도록 요구하고, 이를 

풀기위해 사용자는 모형을 이리저리 돌리고, 접고, 조작하여 목표된 점수를 

넘거나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단백질 

모양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산되는 것 보다 효율적이고 빠르게 

풀릴 수 있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폴드잇 게임을 진행하기 전에 퍼즐을 

풀기위한 간단한 튜토리얼을 진행한다. 사용자는 튜토리얼에서 단백질 

구조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배우며, 더 나아가 용어도 약간 익히게 된다. 

폴드잇은 게임의 형태를 완전하게 갖추었고, 게임 메커니즘 역시 모두 

사용되었다. 폴드잇은 엄격한 규칙하에 게임을 즐기는 퍼즐게임이며, 

시스템이 제시하는 문제를 풀기 위한 갈등상황이 만들어지고, 게임의 

목표는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인공적인 상황과 

규칙하에서 퍼즐 풀기라는 활동을 즐기게되며, 시각과 경험에 의존한 

다양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폴드잇은 커뮤니티와 리더보드를 가지고 

있어 점수를 서로 비교할 수 있으며, 풀이법 또한 비교할 수 있다. 폴드잇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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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클릭과 드래그만으로 조작할 수 있어 배우기 쉽지만,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퍼즐게임인만큼 마스터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폴드잇은 단백질 

구조를 디자인하는 툴과 매우 유사하지만, 게임 메커니즘을 적용하여 

기능성 게임으로 제작되었다. 

 

 

 

[그림 12] 폴드잇(Foldit) 

 

이처럼 게임 메커니즘은 다양한 게임화 서비스와 기능성 게임에 

적용되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들은 모두 게임이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 중 자발성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즐거움 이외의 다른 목적을 

자발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게임화와 기능성 게임이 다른점은 

기능성 게임의 경우 게임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 게임 메커니즘이 

모두 적용되었지만, 게임화의 경우 기존의 서비스에 게임 메커니즘을 

적용하여 활용한 것이어서 게임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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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적인 삶 메커니즘, 규칙 메커니즘, 학습 용의성 메커니즘 같은 실제 

게임 서비스나 가상현실만이 가질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약하게 가지고 있다. 반면 게임화는 기능성게임에 비해 점수, 장관 제공, 

뱃지, 칭찬 등의 다양한 보상을 제공하여 보상 시스템 메커니즘이 더욱 

정교하고, 실생활에 기반한 활동이나 서비스와 접목된 활동을 유도하다보니 

실생활 및 특정 서비스와 연동된 퀘스트나 과제를 조밀하게 구성하여 활동 

메커니즘을 중심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리더보드, 커뮤니티, 

소셜서비스등을 메인 서비스로 두어 경쟁 메커니즘이 강화되어 있다. 

 

제 2 절 기하학 교수 · 학습 

 

기하학(geometry)은 토지(geo)를 측정(metry)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주로 토지의 넓이나 도형의 길이, 부피 등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발달시키는데에 주요한 목적이 있어 처음부터 학문은 아니었다. 

이후 학문으로서의 기하학은 그리스에서 시작되어 유클리드(Euclid), 

피타고라스(Pythagoras), 탈레스(Thales) 등에 의해 체계화되었으며, 특히 

유클리드는 탈레스와 피타고라스에 걸쳐 축적된 수학 지식을 

원론(Elements)이라는 책에 집대성하며, 기하학 또한 정리하였다. 

유클리드는 수학을 용어를 정리한 정의, 일반적 수준에서 인간이 

직관적으로 자명하게 느끼는 이치인 공리, 특별하게 도형과 관련하여 

인간이 자명하게 느끼는 공준으로 구분하여 체계화 하였다. 유클리드가 

정리한 수학은 매우 세련되었으며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지만, 너무 

형식적인 학문 수학이어서 교육에 바로 활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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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클리드가 정리한 명제와 증명들은 처음부터 정리되고 완성된 상태로 

제공되고 있어서 발견 과정이 나와있지 않으며, 때문에 수학자들의 논의 

수준에서는 어려움이 없지만, 학생들 수준에서는 많은 오해와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 수준으로 낮춰서 교수학적으로 변환해야 

하며, 이를 학교 수학이라 한다(김남희 외, 2011). 학교 수학은 유클리드 

기하, 해석 기하, 변환 기하 등을 다루고 있으며, 각각은 일반적인 학문 

수학과 내용은 유사하지만 많은 교수학적 변환을 거쳐 학생들을 

이해시키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바뀌었다. 각각의 기하는 각각에 맞는 지도 

내용이 있으며, 이에 본 절에서는 기하학을 지도하기 위한 지도법은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1. 기하 교수 · 학습의 내용 

 

학교 수학에서는 다양한 기하 중, 유클리드 기하, 해석 기하, 변환 기하 

등을 다루고 있으며, 내용들은 학문 수학이 다루는 내용과 같으나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많은 변환을 이루었다. 각각의 기하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유클리드 기하는 기하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룬 것으로, 종합 기하 또는 

논증 기하라고도 부른다. 때문에 유클리드 기하는 학교 수학에서 폭넓게 

다루어 지고 있지만, 학문 수학인 유클리드 기하와 달리 학교 수학의 

유클리드 기하는 정의, 공리, 공준으로 정리되어있지 않고 공리, 공준의 

상당부분이 직관과 수학적 상식에 의존한다. 이는 학생들의 인지 수준을 

고려하여 엄밀한 수학적 내용을 이해 가능한 현실로 변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좌표개념을 활용한 도형 다루기를 하는 해석 기하(analy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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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metry)는 데카르트(Descartes)에 의해 창안되었으며, 이는 유클리드 

기하와는 달리 직선이나 원 위의 좌표와 방정식의 관점에서 도형을 연구한 

학문이다. 해석 기하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유클리드 기하로부터 익힌 여러 도형의 성질과 관계를 대수적 방법으로 

접근하여 직관적인 사고에서 논리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변환 기하는 클레인(Klein)이 여러 기하학을 변환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시도로부터 발생하였으며, 하나의 

도형을 다른 도형으로 이동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도형의 성질을 

변환 및 이동하는 관점이나 함수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변환 기하는 함수적 사고 양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학교 

수학에서는 평면 도형의 이동, 대칭 등의 내용을 다루어 도형을 밀고, 

뒤집고, 돌리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알게 된다(김남희 외, 2011).  

본 논문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기하에 대해 다루고자 하므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교 수학을 모두 다룰 필요는 없다.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어떠한 내용을 다루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며, 이를 

위해 현행 7차 교육과정중 초등학교에서 다루는 기하 1 가 어떤것인지를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표는 현행 7차 교육과정 중 

초등학교에서 다루는 기하의 내용이 어떤것인지를 정리한 표이다[표 2].  

  

                                            
1
 초등학교 수학교육과정에서는 ‘기하’ 대신 ‘도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여기서

는 통일성을 위해 기하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도형 과정을 기하라고 표현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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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초등학교급 기하 내용 체계(교육과학기술부, 2011 인용 및 

재구성) 

학년군 내용 

1~2 학년군 

· 입체도형의 모양 

· 평면도형의 모양 

· 평면도형과 그 구성 요소 

3~4 학년군 

· 도형의 기초 

· 평면도형의 이동 

· 원의 구성 요소 

· 여러 가지 삼각형 

· 여러 가지 사각형 

· 다각형 

5~6 학년군 

· 합동과 대칭 

· 직육면체와 정육면체 

· 각기둥과 각뿔 

· 원기둥과 원뿔 

· 입체도형의 공간감각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기하 영역의 내용 체계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는 유클리드 기하와 변환 기하를 일부 이해하는 정도면 

충분하며, 해석 기하는 다루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기하에서는 교실 및 생활 주변에서의 상황 맥락 활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구체물을 다루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기에, 멀티미디어 및 게임을 활용한 

학습은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에 학습자들은 

구체적이고 직관적인 경험을 통한 도형의 기본 개념 및 성질을 인식하는 

과정으로부터 머릿속에서 추측하고 정당화하는 과정으로의 점진적 전이가 

필요하기 때문에(김남희 외, 2011), RME를 활용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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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하 교수 · 학습의 방법과 목표 

 

초등학교 수학의 전체 목표는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을 배양하고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학습 및 생활에서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배양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풍부한 학습 경험을 겪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상급 학교에서의 학습을 위해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 원리, 법칙과 

이들의 관계를 이해하고 수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에 기하 교육 과정에서 역시 기본적인 기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수학 능력을 기르고 실생활에서 적용하고 응용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자세한 초등학교급에서의 기하 영역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① 기본적인 입체도형의 모양과 평면도형의 모양을 찾을 수 있다. 

② 주어진 도형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거나 쌓기나무를 이용하여 

입체도형을 만드는 활동, 평면도형을 밀고 뒤집고 돌리는 활동을 

통해 공간감각을 기른다. 

③ 기본적인 평면도형과 구성 요소를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④ 기본적인 입체도형과 구성 요소를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⑤ 도형의 합동과 대칭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성취 기준을 통해 초등학교급 기하 영역의 학습 목표는 평면과 공간 

도형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의 학습과 공간에 대한 직관적 감각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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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공간 감각의 증진임을 알 수 있다(김남희 외, 2011). 학교 수학에서는 

커리큘럼이 존재하기에 전체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학년군별로 세분화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각각의 학년군별 기하 영역 성취 기준을 통해 

알아낼 수 있다. 

 

[표 3] 초등학교 1~2 학년군 기하 영역 성취 기준 (교육과학기술부, 

2011 인용 및 재구성) 

학년군 내용 목표 

1~2 

학년군 

입체도형의 

모양 

· 교실 및 생활 주변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관찰하여 

직육면체, 원기둥, 구의 모양을 찾고, 그것들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다. 

· 쌓기 나무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입체 도형의 모양을 

만드는 활동을 통하여 입체도형에 대한 감각을 

기른다. 

평면도형의 

모양 

· 교실 및 생활 주변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관찰하여 

사각형, 삼각형, 원의 모양을 찾고, 그것들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모양을 꾸밀 수 있다. 

· 칠교판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모양을 자유롭게 

꾸미거나 주어진 모양을 채우는 활동을 통하여 

평면도형에 대한 감각을 기른다. 

평면도형과 

그 

구성요소 

· 삼각형, 사각형, 원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그 

모양을 그릴 수 있다. 

· 꼭짓점과 변을 알고 찾을 수 있다. 

· 삼각형, 사각형에서 각각의 공통점을 찾아 말하고, 

이를 일반화하여 오각형, 육각형을 알고 구별할 수 

있다. 

 

[표 3]은 초등학교 1~2 학년군 기하 영역 성취 기준이며, 이를 통해 

초등학교 1~2 학년군의 기하 영역 목표는 일상 맥락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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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의 구체물들이 삼각형, 사각형, 원, 직육면체, 원기둥, 구 중 어느 

범주에 들어가는지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그리거나 꾸미는 등의 

활동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낮은 

수준에서의 수학화를 통해 도형의 특징과 수학적 용어를 이해하고, 이를 좀 

더 높은 수준에 응용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쌓기 나무를 활용한 수업은 

학생들의 입체도형 감각을 기르기 위한 활동임과 동시에 초등학교급 기하 

영역의 성취 기준 중 하나인 공간감각을 익히기 위한 활동으로, 향후 5~6 

학년군에서 배울 입체도형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과정이어서 이후 있을 

학습 내용에 대해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1~2 

학년군의 기하 영역 성취 기준으로부터 알아낼 수 있는 중요한 점은 

구체물을 활용한다는 점과, 수학적 경험을 수학 지식과 결부시키는 학습을 

한다는 점으로, RME 교수 · 학습 이론이 추구하는 방향과 매우 유사하다. 

 

[표 4] 초등학교 3~4 학년군 기하 영역 성취 기준 (교육과학기술부, 

2011 인용 및 재구성) 

학년군 내용 목표 

3~4 

학년군 

도형의기초 · 직선, 선분, 반직선을 알고 구별할 수 있다. 

· 각과 직각을 이해하고, 직각과 비교하는 활동을 통해 

예각과 둔각을 구별할 수 있다. 

· 교실 및 생활 주변에서 직각인 곳과 만나지 않는 

직선을 찾는 활동을 통해 직선의 수직 관계와 평행 

관계를 이해한다. 

평면도형의 

이동 

· 구체물의 밀기, 뒤집기, 돌리기 활동을 통하여 그 

변화를 이해한다. 

· 평면도형의 이동을 이용하여 규칙적인 무늬를 꾸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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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구성 

요소 

· 원의 중심, 반지름, 지름을 알고, 그 관계를 

이해한다. 

· 컴퍼스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크기의 원을 그려서 

다양한 모양을 꾸밀 수 있다. 

여러 가지 

삼각형 

· 여러 가지 모양의 삼각형에 대한 분류 활동을 통해 

이등변삼각형, 정삼각형을 이름 짓고 이해한다. 

· 여러 가지 모양의 삼각형에 대한 분류 활동을 통해 

직각삼각형,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을 이름 짓고 

이해한다. 

여러 가지 

사각형 

· 여러 가지 모양의 사각형에 대한 분류 활동을 통해 

직사각형, 정사각형,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를 

이름 짓고 이해한다. 

· 여러 가지 사각형의 성질을 이해한다. 

다각형 · 다각형, 정다각형과 대각선의 뜻을 안다. 

· 주어진 도형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다. 

· 주어진 도형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덮을 수 있다. 

 

[표 4]는 초등학교 3~4 학년군 기하 영역 성취 기준이며, 이를 통해 

초등학교 1~2 학년군의 기하 영역에서 배운 학습 내용이 연장되고 좀 더 

심화되어서 초등학교 3~4 학년군에서는 1~2 학년때 배운 다양한 모양의 

도형들의 속성에 대해 학습하고, 추가적으로 세부 분류에 대해 배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3~4 학년군에서는 유클리드 기하에서 다루고 

있는 선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도형의 성질인 각에 대해 배우고 있어서 

선분, 반직선, 직선, 평행, 직각, 예각, 둔각 등의 개념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변환 기하를 다루기 시작하여 도형의 변화에 대해 일부 

학습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구체물을 활용하고 있으며, 도형을 밀고, 뒤집고, 

돌리는 등의 활동은 변환기하의 평행이동, 대칭이동, 회전이동과 관련이 

된다(김남희 외, 2011). 여러 가지 삼각형이나 사각형에 대해 학습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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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과 이름을 이해하지만, 관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어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조절된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3~4 학년군에서 역시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도형에 대해 배우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얻은 수학적 

경험을 수학 지식과 결부시키는 학습을 통해 수학을 배워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도와주는 학습을 하고 있기에, RME 교수 · 학습 이론과 

유사하여 초등 기하 학습에서 RME 교수 · 학습 이론이 기하학습에서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5] 초등학교 5~6 학년군 기하 영역 성취 기준 (교육과학기술부, 

2011 인용 및 재구성) 

학년군 내용 목표 

5~6 

학년군 

합동과 

대칭 

· 구체적인 조작 활동을 통해 도형의 합동의 의미를 

알고, 합동인 도형을 찾을 수 있다. 

· 합동인 두 도형에서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을 각각 

찾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 선대칭도형과 점대칭도형의 의미를 알고 그릴 수 

있다. 

직육면체와 

정육면체 

· 직육면체와 정육면체를 알고, 구성 요소와 성질을 

이해한다. 

·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전개도와 겨냥도를 그릴 수 

있다. 

각기둥과  

각뿔 

· 각기둥과 각뿔을 알고, 구성 요소와 성질을 

이해한다. 

· 각기둥의 전개도를 그릴 수 있다. 

원기둥과 

원뿔 

· 원기둥, 원뿔, 구와 그 구성 요소와 성질을 이해한다. 

· 원기둥의 전개도를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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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도형의 

공간감각 

· 쌓기나무로 만든 입체도형을 보고 사용된 쌓기나무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 

· 쌓기나무로 만든 입체도형의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표현할 수 있다. 

· 쌓기나무로 만든 입체도형의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표현한 것으로부터 입체도형의 모양을 알 수 

있다. 

 

[표 5]는 초등학교 5~6 학년군 기하 영역 성취 기준이며, 이를 통해 

초등학교 5~6 학년군에서는 다양한 입체도형에 대해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학년까지는 평면 도형을 주로 다루고, 추가적으로 1~2 학년때 

입체도형의 감각을 기르는 활동을 했다면 5~6 학년군에서는 직육면체, 

정육면체, 각기둥, 각뿔, 원기둥, 원뿔 등의 전개도와 구성 요소, 성질에 

대해 배우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입체도형을 활용한 공간감각 형성에 

집중하고 있다. 단, 각뿔과 원뿔의 전개도는 다루지 않고 있어,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했다. 또한 변환 기하를 구체적으로 합동과 대칭이라는 

내용에서 다루고 있으며, 초등학교 3~4 학년군의 도형을 밀고, 뒤집고, 

돌리는 활동을 ‘선대칭도형’과 ‘점대칭도형’으로 연결하고 있다. 대칭도형을 

학습하여 도형을 그릴 수 있게 되면 고등학교의 대칭이동 및 회전이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김남희 외, 2011). 전개도를 그리고 이해하는 활동은 

입체도형을 상상할 수 있게 하고, 추가적으로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겨냥도를 그리게 되면 3~4 학년에서 배운 평행과 수직 관계를 더욱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쌓기 나무를 

활용한 활동이나 합동과 대칭 학습시의 구체적인 조작 활동의 활용은 

학생의 실제적인 상황을 학습에 활용하는 것이므로, 5~6 학년군의 학습 

역시 RME 교수 · 학습 이론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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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학습 과정을 통해 초등학생들은 입체도형과 평면도형의 구성 

요소와 성질 모양을 알게 되고, 각각의 도형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각 

학년군별로 학습 성취 기준은 다르지만, 전체적인 초등학교급 기하 학습의 

목표를 점진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설정되었고, 학생들의 인지 수준에 따라 

학습내용이 나누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급 기하 학습의 경우 

구체물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에 학생들의 학습 맥락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인 수학화를 거치는 것이 교수 · 학습에서 핵심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쌓기 나무를 활용하는 활동이나 도형을 밀고, 뒤집고, 돌리는 

등의 활동은 공간 감각을 기르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활용되고 있는 만큼, 

RME와 게임을 교육에 활용할 경우 수학 교수 · 학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감각을 기르는 것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제 3 절 수학적 직관을 키우는 교육용 게임 콘텐츠 

개발 방법론 

 

1. RME의 기하학습 적용 

 

프로이덴탈에 의하면, 기하란 학습자가 속해있는 공간에 대한 이해이다. 

때문에 기하 지도는 공간 내의 현상을 수학적으로 조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황혜정 외, 2007). 때문에 기하 영역에서의 수학화는 주변 

현상을 도형이라는 본질로 조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김남희 외, 2011). 

학습자가 주변 현상을 조직할 수 있게 되면, 도형 또한 조직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기하를 학습할 수 있다. 기존의 대부분의 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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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은 수학적으로 조직된 체계를 가지고 시작하여 학생들이 

현실로부터 수학화하는 방법을 학습할 좋은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황혜정 

외, 2007; Freudenthal, 1973). 이는 반교수학적 전도이며, 프로이덴탈은 

기하영역에서의 수학화가 ‘① 주변 현상을 도형이라는 본질로 조직 → ② 

도형의 성질 발견 → ③ 국소적 조직화: 정의하기와 증명하기 → ④ 전체적 

조직화: 공리화 → ⑤ 존재론적 결합 끊기’의 순서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국소적 조직화는 기하 재발명에서 중심적인 활동이 

된다(김남희 외, 2011). 국소적 조직화란 학습자의 현실에서 참이라 

여겨지는 수학적 지식들로부터 시작하여 부분적으로 기하가 조직화되는 

것을 말하며, 반대로 전체적 조직화는 기하 영역 전체를 정의와 공리로부터 

전반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을 의미한다(황혜정 외, 2007; 김남희 외, 2011). 

초등학교 기하 영역에서는 각 도형에 성질까지만 파악하고 각 성질끼리의 

연결 고리는 형성하지 않고 있으며, 정의나 증명은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기하 영역에서 다루는 기하영역의 수학화는 도형의 성질 

발견까지이다. 해당 단계까지의 학습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주변 현상을 도형이라는 본질로 조직 : 학습자의 현실에 존재하는 

여러 모양들을 관찰하여 공통점을 발견하고, 공통점에 따라 모양을 

분류한다. 그리고 모양의 이름을 인지하도록 안내한다. 하지만 

정의는 내리지 않는다. 

②  도형의 성질 발견 : 분류된 모양을 이리 저리 다뤄보게 한다. 

다양한 모양들을 만들어보기도 하고, 모양들을 이용해서 무늬를 

꾸며보게도 한다. 주어진 모양을 채우거나 덮어보는 활동도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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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도형의 성질을 발견한다. 

 

전체적인 수학화 과정에서 살펴보면, 수평적 수학화 단계에 해당하며, 

추상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직적 수학화에는 접어들지 

않았다. 딘스의 놀이 6단계를 통해 살펴보면, 공통성 탐구 단계까지를 

의미하며, 일부 표현단계나 기호화 단계에 들어설 수 있다. 초등학교 기하 

학습에서는 용어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해당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수준에는 어려울지라도 기호화 단계의 학습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은 다음과 같다[그림 

13]. 

 

 

[그림 13] RME와 놀이학습의 기하 영역 적용 

 

2. 수학적 직관을 키우는 교육용 게임 콘텐츠 개발 

방법론 도출 

 

디지털 게임을 활용한 교수 · 학습은 수학을 직접 다룰 수 있는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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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여 수학적 대상과 관계를 구체화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직접적인 

조작을 할 수 있고, 다양한 표현 체계들을 서로 연결하여 학습할 수 있으며, 

이는 기하 교수 · 학습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는 딘스가 주장하는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에 부합한다(황혜정 외, 2007). 또한 게임 환경을 

활용하기 때문에 현실 맥락을 제공하기에 적합하여 수학의 실용적 가치 

또한 인식할 수 있게 해주며(이용률, 1996; 강문봉, 2001), 동기유발 및 

몰입된 학습환경 제공에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어설픈 학습용 디지털 

게임은 학습자들의 지도를 돕지 못하며, 잘못된 방식을 통해 학습 자료를 

제공할 경우 학습자들이 수학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에 교육학적으로 조심스럽게 설계되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앞서 도출된 RME와 놀이학습을 기하영역에 적용한 교수 학습 방법을 

그대로 따를 것이며, 추가적으로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딘스의 학습 원리를 교육용 게임화 콘텐츠에 적용하고자 한다. 

딘스가 제안한 학습 원리는 게임을 활용한 학습은 예비 놀이 단계 - 

구조화된 놀이 단계 - 실습 놀이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역동적 원리, 

분석적 사고 이전에 구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는 

구성의 원리, 개념의 성장을 위해 여러 변인이 조작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 개념 형성에 개인차가 있음을 

인지하고 다양한 수단과 다양한 변화를 가진 구체적 형태의 학습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지각적 다양성 원리로 4가지이며, 이는 게임화 

방법론에서 충실하게 재현될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원리가 

게임에서 구현될 수 있는 예시 상황은 다음과 같다. 

 

 역동적 원리: 게임의 레벨을 아무런 학습 개념이 없이 그저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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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이용해서 놀 수 있는 예비 놀이 단계, 예비 놀이 단계에서 

사용한 학습 자료 중 실제 학습과 깊이 관련있는 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퀘스트를 해결하는 구조화된 놀이 단계, 교사의 지도와 

구조화된 놀이 단계를 통해 학습한 개념을 문제 풀이로 이어나갈 

수 있는 실습 놀이 단계로 나눈다. 

 구성의 원리: 게임에 주어진 도형을 활용하여 다양한 모양 만들기 

등의 활동을 퀘스트로 두고 게임 객체들에게 다양한 상호작용을 

부여하여 구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한다.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 같은 유형의 문제를 여러 개 두고 변수를 

조작할 수 있게 만들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지각적 다양성의 원리: 학습자들의 성취도를 파악하여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는 동적 레벨 시스템을 탑재한다. 

 

또한 게임 환경이 RME와 함께 활용될 경우 강점을 지닐 수 있는 

부분은 현실 맥락을 손쉽고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이다. 게임은 

학습자에게 가상의 환경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텍스트나 종이 기반으로 

제시되는 것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게임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상호작용성은 게임 환경을 보다 현실적으로 만들어 학습자에게 풍부하게 

현실 맥락을 제공할 수 있다. 다양한 게임 메커니즘은 학습자의 몰입을 

돕고, 동기 유발에 효과적일 수 있으며, 특히 적극적인 학습 태도를 

이끌어낼 수 있기에 전반적인 학습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다음은 각각의 메커니즘이 어떤 학습 단계에 적용되면 좋을지를 정리해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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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수학은 수많은 규칙들로 이루어진 학문이다. 따라서 수학 

교육용 콘텐츠라는 특성상 학습 전반에 활용되어야 한다. 

 갈등 및 경쟁: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학습 중반(게임 단계, 

공통성 탐구 단계)에 활용되어야 한다. 

 목표/결과 지향: 학습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학습 중반(게임 단계, 

공통성 탐구 단계)에 활용되어야 한다. 

 활동, 프로세스, 이벤트: 활동을 중심으로 두는 메커니즘이므로, 

학습 초기(자유놀이 단계)와 학습 중반(게임 단계)에 활용되어야 

한다. 

 의사결정: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의사결정을 의미하므로, 목표/결과 

지향과 함께 활용되어야 한다. 

 인공적/안전/일상생활 밖: 학습 콘텐츠가 게임의 형태를 띌 경우 

전반적으로 활용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전혀 활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학습자의 현실 맥락을 쉽게 제공하기 

위해서 일부 필요할 수 있다. 

 자발성: 자발성 메커니즘의 경우 게임 활동이라면 당연히 지녀야 

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학습 전반에 활용되어야 한다. 

 보상 시스템: 목표 달성시 주어지며, 학습자의 참여 욕구를 

유발한다. 따라서 학습 전반에 활용되어야 하지만, 특히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학습 중반(게임 단계, 공통성 탐구 단계)에 

활용되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학습 용이성: 학습이 주가 되어 게임 활동이 학습을 방해해서는 

안되므로, 해당 콘텐츠는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져야 한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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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수학적 직관을 키우는 교육용 콘텐츠는 RME와 딘스의 

놀이 학습 이론을 바탕으로 한 흐름을 지켜야 하며, 게임 메커니즘을 학습 

도입부, 학습 중반부 등에 활용하여 학습자의 자발적 참여와 몰입을 이끌어 

내야 하며, 딘스의 학습 원리에 따라 퀘스트 및 미션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현실 맥락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작하여 학습자에게 풍부한 맥락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수학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그림 14]. 

 

 

[그림 14] 수학적 직관을 키우는 교육용 게임 콘텐츠 개발 방법론 

 

제 4 절 수학적 직관을 키우는 교육용 게임 콘텐츠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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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에서는 앞서 3 절에서 도출한 방법론을 기반으로 수학적 직관을 

키우는 교육용 게임 콘텐츠의 설계 방법 및 구현과정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3 절에서 도출된 방법론은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 

연구에서 한정된 시간동안 전체 초등학생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초등 5학년 2학기를 위한 기하영역 학습으로 구체화 하여 

개발하고자 한다. 초등 5학년 2학기에 다루는 기하영역은 도형의 대칭 

부분이며, 이에 이 연구에서 개발되는 콘텐츠는 초등 수학 5-2 도형의 

대칭을 학습하기 위한 콘텐츠가 될 것이다. 

 

1. 방법론의 구체화 

 

이 연구에서는 앞서 도출된 방법론에 철저히 입각한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한다. 하지만, 같은 방법론을 적용하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방법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콘텐츠 제작자에게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 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5학년 수학교과서의 도형의 대칭 영역은 선대칭도형, 

선대칭의 위치에 있는 도형, 점대칭도형, 점대칭의 위치에 있는 도형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각각의 특징과 성질에 대해 알고 구분할 수 있으며, 그러한 

도형을 그릴 수 있는 수준을 추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학습 

목표들을 구현하기 위해 게임을 활용하여 학습자 자신이 게임에 몰입, 

게임에서 제공하는 현실 맥락을 통해 도형에 대칭을 접하고, 학습자를 

대변하는 주인공 캐릭터와 인터랙션을 하면서 학습 원리를 깨우쳐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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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제작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적용된 방법론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그림 15].  

 

[그림 15] 적용된 방법론의 개요 

 

본 콘텐츠에서는 현실 맥락을 제시하기 위해 증강현실, 카툰, 동영상, 

미니게임 등을 활용할 것이며, 학습자들의 토론 활동을 추구하기 위해 

학습과 관련된 많은 질문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현실 맥락이 충분히 

제공되면 게임 단계로 넘어가 주변에 존재하는 수학적 공통성을 점차 

추출하도록 할 것이며, 토론 활동과 안내된 재발명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통성 탐구 단계로 넘어가도록 설계할 것이다. 게임 단계/공통성 탐구 

단계에서는 다양한 학습 퀘스트를 제공하여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를 

구현하고 드래그, 사진 찍기, 터치, 줄긋기 등의 학습자 스스로 조작할 수 

있는 다양한 인터랙션을 제공하여 구성의 원리를 구현하고자 한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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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현실세계/자유놀이 단계: 증강현실, 카툰, 동영상, 미니게임 등을 

활용, 다양한 현실 맥락을 제공. 제공된 현실 맥락은 학습자가 

자유롭게 조작하여 자유놀이 단계를 구현하고, 동료 학습자들과 

함께 토론을 하거나 발표활동을 하면서 공통성 추출 시작. 

 게임단계: 학습자는 자유놀이 단계와 자유놀이 단계에서 발생하는 

토론, 발표 활동을 통해 학습 자료들의 공통성이 있음을 지각. 

제공되는 현실 맥락에서 도형의 대칭이라는 수학적 본질에 대해 

일부 지각하게 됨. 게임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주변 물건들 중에서 

자유놀이 단계에서 파악한 공통성이 있는 물건을 찾아내는 퀘스트 

진행. 퀘스트에서는 다양한 인터랙션 제공. 

 개념 추출 및 반성/공통성 탐구 단계: 게임단계에서 확실하게 

제공된 현실 맥락이 공통성이 있음을 파악하게 되면 공통성 중에서 

수학적 특징을 추출. 학습 게임에서는 이러한 공통성을 추출할 수 

있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학습자들은 토론활동 후 발표를 함. 이를 

통해 도형의 대칭이라는 수학적 지식을 축적하게 됨. 학습 지식은 

여러 개가 있으므로, 개념 추출 및 반성/공통성 탐구 단계는 여러 

퀘스트와 질문을 제시하고 학습 지식에 따라 반복되서 진행될 수 

있음. 퀘스트에서는 다양한 인터랙션 제공. 

 얕은 표현 및 기호화: 공통성 탐구 단계와 유사한 시기에 진행되며, 

다양한 퀘스트가 끝나고 토론 및 발표 활동 이후 용어를 

설명해주면서 표현 및 기호화를 거침. 이 단계 역시 앞선 단계처럼 

여러 개념 학습을 위해 반복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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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텐츠 개요 

 

이 연구에서 제작하고자 하는 콘텐츠는 RME를 기반으로 한 수학 

개념학습용 기능성 게임이며, 기존의 완성된 수학의 연역적체계를 중시하고 

주입식으로 진행되는 수학 교육과 달리 수학 풍부한 현실맥락을 제공하여 

학습자의 현실로부터 수학적 개념을 스스로 찾아내는 활동을 중점에 둔 

교육 콘텐츠이다. 이를 위해 학습자의 반성된 사고를 유도하고,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안내된 재발명 원리를 내포할 수 있게 디자인 되어야 하며, 

이를 충분히 반영한 방법론의 도출과 방법론의 적용 방법은 앞서 

설명하였다. 여기서는 이러한 적용 방법이 게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서술하고자 한다. [그림 16]은 콘텐츠의 전체 개요를 나타내며, 

이는 게임 기획의 틀이 된다.  

 

[그림 16] 콘텐츠 전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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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콘텐츠는 학습자에게 현실 맥락을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스토리가 있는 카툰을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현실 맥락 

제공의 보조를 돕기 위해 미니 게임과 증강현실이 활용될 것이다. 특히 

증강현실은 자유놀이를 구현하기에 유용하며, 학습자는 증강현실을 통해 

구현되는 실제 사물의 3D모델을 손으로 자유롭게 돌려보며 관찰하여 

공간감각 또한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각의 현실 맥락 제공을 

돕는 미니 게임과 증강현실은 학습 스토리의 흐름을 따르며, 이는 충분히 

반복되어 모든 학습자가 학습소재로부터 공통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학습자에 따라 학습 수준과 이해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콘텐츠만으로 충분한 공통성을 파악하기가 부족한 경우, 학습자들간의 토론 

활동과 교사의 발표 유도로 인해 보충될 수 있다. 

학습 지식은 자유놀이가 충분히 반복된 후 주인공 캐릭터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이나 학습 퀘스트 팝업창을 통해 획득될 수 있고, 이는 역시 

스토리가 있는 카툰을 통해 기성 수학지식과 통합되어 정리된다. 학습 

지식은 앞서 제공된 현실맥락과 충분히 연동되어야 하며, 이는 

스토리상으로 구현할 수 있다. 이어지는 문제풀이는 학습자가 문제풀이를 

생소하게 느끼지 않도록 스토리상으로나 맥락상으로도 이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학습자는 자유놀이단계에서 획득한 학습 소재의 공통성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역시 학습자에 따라 학습 수준과 이해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콘텐츠만으로 충분한 공통성을 파악하기가 부족한 경우, 

학습자들간의 토론 활동과 교사의 발표 유도로 인해 보충될 수 있다. 

문제풀이를 통해 얻어진 수학적 본질들은 다른 도우미 캐릭터의 설명으로 

인해 기성 지식과 연동되고 다음단계로의 심화된 학습 또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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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안하는 콘텐츠는 학습자들이 재미를 느끼고 학습에 몰입할 수 

있게끔 디자인 되기 위해 게임 메커니즘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전체적인 콘텐츠 디자인은 게임처럼 보이도록 일반적인 게임의 형태와 

흐름을 따른다. 따라서 전체적인 콘텐츠의 모습은 게임과 유사한 형태가 될 

것이며, 하지만 실제 게임과 달리 필요한 부분에만 약하게 게임메커니즘을 

도입하여 학습에 방해가 되지는 않아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게임의 

형태를 지닌 에듀테인먼트 콘텐츠가 될 것이다. 

제안하는 콘텐츠는 앞서 도출된 방법론을 따르되 방법론과 다른 부분이 

약간 있는데, 이는 지각적 다양성의 원리를 게임으로 구현한 동적 레벨 

시스템 부분이다. 이는 동적 레벨 시스템이 꽤 오랜 시간 학습자의 

어플리케이션 이용 행태를 관찰하고 학습자의 수준을 파악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본 콘텐츠는 초등 수학 5-2 도형의 대칭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동적 레벨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기에는 너무 짧은 차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각적 다양성의 원리는 다른 방법으로 

구현하였는데, 이는 콘텐츠 전체 부분에 있어서 자유놀이 및 게임단계에 

해당하는 개념 추출 및 반성 이전의 단계를 충분히 반복하는 형태로 

구현하였고, ‘다음’ 버튼을 눌러야 다음 학습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만들어서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디자인하여 학습자의 수준을 

충분히 고려한 콘텐츠를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전반적으로 방법론과 

일치하게 구현되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및 구현 부분은 다음과 같다[표 6]. 

표의 메커니즘/원리 칸에는 앞서 방법론에서 제시한 메커니즘과 학습 

원리가 나와있으며, 설명칸에는 구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적혀있다. 

예시는 콘텐츠에서 실제 구현된 모습들을 일부 스크린 캡쳐하여 설명을 

보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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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방법론의 구체적인 적용 및 구현 예시 

메커니즘

/원리 
설명 예시 

규칙 

맞고 틀림이 분명한 수학 

학습을 위한 기능성 게임 

콘텐츠이므로 전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오답/정답 팝업) 

갈등 및 

경쟁 

게임 시스템 내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수업 중 토론 및 발표 

활동을 통해 구현한다. 

예시 없음 

목표 및 

결과 

지향 

학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으며, 

스토리상 분명한 목표가 

존재한다.  

(스토리의 엔딩 - 목표달성) 

활동, 

프로세스

, 이벤트 

다양한 활동(스토리 진행, 팝업 

미니 게임을 통한 이벤트, 

퀘스트 학습, 증강현실, 실제 

카드를 활용한 문제풀이 등)을 

구현하여 전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양한 활동) 

의사결정 

게임의 경우 학습 활동을 위한 

퀘스트에서 자유도를 주어 

학습자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학습자들간의 토론 

활동을 통해서도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자유놀이 및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퀘스트) 

인공적/

안전/ 

일상생활 

밖 

학습자에게 인공적이며 안전한 

상황을 제공하지만, RME의 

특성상 일상생활과 완전히 

거리가 있지는 않다. 

 

(인공적인 상황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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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성 

일반적인 게임의 형태를 

그대로 따르며, 다양한 게임 

메커니즘을 넣어 기획하므로 

자발성 메커니즘을 전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게임적인 화면 구성 및 게임 

메커니즘의 도입) 

보상 

시스템 

학습을 돕는 도우미 캐릭터의 

칭찬을 통해 구현된다. 

 

(도우미 캐릭터의 칭찬) 

학습 

용이성 

최대한 간결한 인터페이스를 

지닐 것이며, 대부분의 

화면에는 버튼을 하나만 두어 

학습이 용이하다. 또한 별도의 

인터랙션이 요구되는 경우 

충분한 설명을 곁들일 수 있다. 

 

(간결한 인터페이스와 지시문) 

역동적 

원리 

예비 놀이 단계, 구조화된 놀이 

단계, 실습 놀이 단계가 제시된 

콘텐츠 플로우를 통해 

구현된다. 
 

(제시된 단계에 따른 설계) 

구성의 

원리 

증강현실, QR코드, 드래그 

등의 다양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구현된다. 
 

(다양한 상호작용 구현)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 

충분히 반복된 비슷한 상황과 

문제를 제시하여 구현된다. 

또한 도형이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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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스트 문제를 제공하여 

구현된다. 

(사용자 선택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퀘스트) 

지각적 

다양성의 

원리 

다양한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자유놀이 및 

게임단계를 충분히 반복한다. 

또한 학습자는 스토리의 

진행을 ‘다음’ 버튼을 통해 

충분히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으므로, 지각적 다양성에 

따라 학습의 흐름을 

학습자마다 조절할 수 있다. 

 

(‘다음’ 버튼으로 학습 흐름 

조절) 

 

3. 콘텐츠 특징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교육 콘텐츠는 RME 교수 · 학습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RME는 현실 맥락으로부터 학습자가 안내된 재발명을 

통해 수학적 본질들을 점진적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특징인 교수 · 학습 

이론이므로 이를 적용한 수학적 직관을 키우는 교육용 게임 콘텐츠는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현실 맥락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도입 부분에서는 

학습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자신의 경험을 구현할 수 있는 풍부한 현실 

맥락이 제공되어야 한다(이해연, 2012). 풍부한 현실 맥락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존재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교육학 논문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학습지라는 전통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현실 

맥락을 포함한 질문들을 던지는 형태로 제공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교육 콘텐츠는 풍부한 학습맥락의 제공을 

위해 게임 구동에 적합하고 터치스크린, 카메라, 스피커 등을 탑재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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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현실맥락을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 태블릿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학습 자료가 제공될 경우, 일반적인 학습지를 활용한 

학습 상황에서와 달리 플랫폼에 내장된 다양한 기기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학습지가 제공할 수 없는 더욱 풍부한 상황 맥락들을 

실감나게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이에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교육 콘텐츠는 

풍부한 현실 맥락 제공을 위해 학습자들의 몰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카툰, 미니게임, 증강현실 등을 활용하여 학습자에게 

현실 맥락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게임 메커니즘을 활용한 미니게임이나 

스마트 태블릿의 카메라를 활용한 증강현실은 멀티미디어를 포함한 

일반적인 학습 매체와 달리 일방향적이지 않고, 매우 상호작용적이며 

생동감이 있어서 RME를 기반으로 한 수학 교육용 콘텐츠에 효과적일 수 

있다[그림 17]. 각각의 현실 맥락 제공 방법들은 스토리와 게임 흐름상 

지장이 없게 서로 이어지도록 구성한다. 

 

 

 

[그림 17] 스마트 태블릿을 활용한 콘텐츠의 다양한 현실맥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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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교육 콘텐츠는 학습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문제풀이에서도 현실 맥락을 제공하고자 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카메라를 활용한다. 학습자들은 본인이 현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들이 프린트된 카드를 활용하여 문제풀이를 할 수 있으며, 스마트 

태블릿을 통해 각 카드들을 인식, 문제의 체점또한 기기가 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학습자들은 개개인의 장비를 가지고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문제 풀이에 있어서는 맞고 틀림을 정확하게 

제어하여 통제된 환경 또한 기대할 수 있게 된다[그림 18]. 

 

 

[그림 18] 현실 맥락을 활용한 문제풀이 

 

RME 교수 · 학습이론에 기반한 학습은 반성적 사고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 상호 의사교환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를 통한 수학적 원리의 

형식화, 일반화를 추구한다(이선경, 2004). 이를 위해 스마트 태블릿과 

증강현실 카드, 문제풀이 카드 등은 2인 1조로 제공되어 활발한 토론 및 

협동학습을 구현하고자 한다. 또한 콘텐츠 중간 중간에 질문들을 넣어 토론 

후 발표 학습을 유도 할 수 있도록 제작할 것이며, 교수자는 이러한 

질문들을 이질감 없이 물어볼 수 있다[그림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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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토론 및 발표 학습을 위한 질문의 제공 

  



 

 85 

제 4 장 연구 문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게임 요소들의 도입에 의한 효과성이나 

추가적인 게임 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변화에 치중되어 있었다. 사례들 또한 

문제 풀이나 공식 암기에 특화되어 있어서 수학과 목표인 수학적 사고를 

함양하는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수학을 제대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수학이 형성되는 과정을 스스로 경험하여 수학적 지식을 스스로 

구성하는 학습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네덜란드의 현실적 수학 

교육(RME) 이론을 바탕으로 현행 초등 기하 단원의 G-러닝 기반 수학 

학습 기능성 게임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하여 학생들의 수학 

학습 태도와 수학 문제 해결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수학 학습 태도에 대해 일반적인 태도에 대한 정의를 

적용하였다. 즉, 수학적 대상이나 수학학습과 관련된 상황에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반응하려는 개인의 학습 성향을 수학 학습 태도로 보았으며, 

수학에 대한 성향을 수학 학습 태도로 해석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RME 수학 기능성 게임은 기존의 수학 교육에 비교했을 

때, 학습자의 수학 학습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가설 1) RME 수학 기능성 게임은 기존의 수학 교육에 비교 했을 

때, 학습자의 수학적 자신감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연구 가설 2) RME 수학 기능성 게임은 기존의 수학 교육에 비교 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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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학습자의 수학적 융통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연구 가설 3) RME 수학 기능성 게임은 기존의 수학 교육에 비교 했을 

때, 학습자의 수학적 의지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연구 가설 4) RME 수학 기능성 게임은 기존의 수학 교육에 비교 했을 

때, 학습자의 수학적 호기심을 더해줄 것이다. 

(연구 가설 5) RME 수학 기능성 게임은 기존의 수학 교육에 비교 했을 

때, 학습자의 수학적 반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연구 가설 6) RME 수학 기능성 게임은 기존의 수학 교육에 비교 했을 

때, 학습자의 수학적 가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많은 수학 학습자들은 수학을 추상적이고 쓸모없는 것으로 인식하여 

수학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학습의 

어려움으로 인해 수학을 포기하는 학습자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프로이덴탈은 수학의 유용성이 응용에 있다고 보았고, RME 역시 

수학의 유용성과 수학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맥락을 학습자가 스스로 

깨닫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콘텐츠를 통해 학습할 경우 실제로 

학습자가 수학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였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학습자의 수학 학습 태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는지 

보고자 한다. 

 

연구 문제 2. RME 수학 기능성 게임은 기존의 수학 교육에 비교했을 

때, 학습자의 수학 문제 해결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가설 1) RME 수학 기능성 게임은 기존의 수학 교육에 비교 했을 

때, 학습자의 수학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성취도 평가의 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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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킬 것이다.  

 

기존의 수학 교육은 연역적 체계로 이루어져 학습자들의 이해수준을 

고려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수학적 

사고 증진을 돕고, 스스로 학습과정에 따라 지식을 구성할 수 있기에 더욱 

손쉬운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이해도가 증가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학습자의 수학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는지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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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대상 

 

이 연구의 목적인 RME를 활용한 수학 기능성 게임이 초등 수학5-2 

도형의 대칭 영역의 수업에서 활용될 경우 학생들의 수학 학습 태도와 수학 

문제 해결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로 설정하였다. 연구 대상은 성남시의 

한 초등학교의 5학년 2개 학급으로 선정하였으며, 두 반을 비교반과 

연구반으로 나누었다. 해당 학급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동질 집단임이 

판정되었으며, 총 53명으로 실험 집단 29명 비교 집단 24명으로 구성된다. 

선정된 초등학교는 대규모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에 있어 총 35학급으로 

구성되었으며, 경제적 수준이 높고,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 있는 학교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의 학습 수준이 이미 매우 높고, 학생들간의 성적 

편차가 크지 않으며, 학습에 대한 의욕 또한 높은 편이다. 

 

제 2 절 연구 절차 

 

이 연구에서는 문헌 조사 및 요소 분석을 통해 RME와 기능성 게임의 

특징 및 핵심 요소를 각각 추출하고 각각의 특징 및 요소들을 서로 

매칭시겨 수학적 직관을 키우는 G-러닝 수학 기능성 게임 개발 방법론을 

도출한 후, 도출된 방법론에 입각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해당 콘텐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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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성을 보고자 한다. 다음 그림은 연구의 절차를 대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그림 20]. 

 

 

[그림 20] 연구 절차 

 

RME 이론을 활용한 수학적 직관을 키우는 G-러닝 수학 기능성 

게임이 학습자의 수학 문제 해결 능력과 수학 학습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 연구에서 교육 연구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전후 검사 통제집단 설계(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를 

적용하고자 한다[표 7]. 본 연구는 실험 처치를 위해 학습자들에게 도형의 

대칭 수업을 두 차시동안 진행한다. 

 

[표 7] 연구 설계 

집단 사전 처치 사후 

실험반 

수학 학습 태도 

수학 문제 해결 

능력 

RME 

기능성게임을 

활용한 교수 · 

학습 

수학 학습 태도 

수학 문제 해결 

능력 

비교반 
수학 문제 해결 

능력 
일반 교수 · 학습 

수학 문제 해결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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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진행시 실험 교실의 환경은 일반적인 교실 환경과는 일부 다를 

예정이다. 이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특징 때문인데, 학습자들은 일반적인 

교재가 아니라 스마트 태블릿과 학습에 필요한 AR 및 QR카드를 2인 

1조로 지급받게 된다. 교수자는 앞에서 큰 스크린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을 

통솔한다. 교수자가 학습자들을 통솔하는 이유는 RME는 교수자의 안내된 

재발명을 통한 학습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습자들의 토론 활동 및 

발표활동을 제대로 이끌어 나가려면 자유로운 환경에서의 학습보다는 

통솔된 환경이 알맞기 때문이다. 이에 전체적인 교실의 환경은 다음과 

같다[그림 21]. 하지만 본 학습 환경은 일반 교실 환경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기에 쉽게 환경을 꾸릴 수 있다. 

 

 

[그림 21] 교실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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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평가 도구 

 

이 연구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학 문제 해결 능력, 수학 학습 

태도에 관한 사전 및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학 학습 태도 검사 

 

‘연구문제 1’을 해결하기 위해 실험반만을 실험 처치 사전 · 사후 

동형으로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수학 학습 태도에 대해 태도에 대한 

정의를 적용하여 수학적 대상이나 수학학습과 관련된 상황에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반응하려는 개인의 학습 성향으로 정의하였으며, 때문에 수학적 

성향을 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검사 도구는 실험반의 수학 학습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1992년 한국교육개발원이 개발, 수 

많은 교육학 연구에서 사용되어 검증된 검사 도구이다. 본 검사 도구는 

수학에 대한 자신감, 융통성, 의지, 호기심, 반성, 가치를 평가하고자 하는 

6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영역별로 총 4문항씩 총 25문항으로 

긍정적인 문항이 23개, 부정적인 문항이 1개(5번)로 

이루어져있다(한국교육개발원, 1992). 부정적인 문항은 역으로 채점하여 

계산하였으며, 채점 방법은 항상 그렇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인 

등간척도로 구성되어있어서, 본 검사지에서는 점수가 낮을수록 문항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게 된다. 검사도구의 구성은 다음의 [표 8]과 같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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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지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표 8] 수학적 태도 검사 문항 내용 

구성 요인 문항 번호 문항 수 

자신감 1, 7, 13, 19 4 

융통성 2, 8, 14, 20 4 

의지 3, 9, 15, 21 4 

호기심 4, 10, 16, 22 4 

반성 5, 11, 17, 23 4 

가치 6, 12, 18, 24 4 

 

검사 도구의 결과 및 처리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문 점수를 

토대로 t-검증을 실시하였다. 

 

2. 수학 문제 해결 능력 검사 

 

‘연구문제 2’를 해결하기 위해 실험반과 비교반의 실험 처치 사전 · 

사후 동일, 동형 난이도의 문제를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본 검사 도구는 사전 · 사후 수학 문제 해결 능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실험 처치 전에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검증하고 사후에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총 20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자가 학습지, 수학 학업성취도 문제, 교과서 

유형 문제 등을 연구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발췌, 변형하여 출제하였다. 

RME를 적용한 현실맥락을 활용한 문제와 일반적인 형태의 문제가 골고루 

섞여있으며, 실제 난이도, 체감 난이도, 문제의 형태가 사전, 사후 시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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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동등함을 2명의 교육 전문가에게 검수받았다. 검사지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검사 도구의 결과 및 처리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문 점수를 

토대로 t-검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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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 결과의 분석 

 

제 1 절 수학 학습 태도 검사 

 

RME를 기반으로 한 수학적 직관을 키우는 교육용 기능성 게임을 

활용한 교수 · 학습을 실행한 실험반의 수학 학습 태도에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학 학습 태도에 대한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사전 ·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결과를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문 점수를 

토대로 t-검증을 실시하였다. 

RME를 기반으로 한 수학적 직관을 키우는 교육용 기능성 게임을 

활용한 교수 · 학습을 실행하기 전 수학 학습 태도 검사지의 응답을 

점수화하여 하위 영역 6개의 평균의 차를 구하고 t-검증한 결과는 다음의 

[표 9]과 같다. Levene의 등분산 검정에서 유의확률은 모두 0.05 이상으로 

나와 등분산을 가정하였으며, 자유도는 56이다. 

 

 [표 9] RME 기능성 게임을 활용한 교수 · 학습을 실행하기 전, 후 

수학 학습 태도의 하위 영역 변화 결과 

하위 영역 시기 학생수 평균 표준편차 t 값 유의수준 

자신감 
사전 29 2.87 .85 

3.96 0.00** 
사후 29 2.06 .70 

융통성 
사전 29 3.06 .69 

3.45 0.00** 
사후 29 2.46 .65 

의지 
사전 29 3.04 .91 

2.95 0.00** 
사후 29 2.34 .89 

호기심 사전 29 2.99 .64 2.71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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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29 2.47 .80 

반성 
사전 29 2.88 .65 

2.67 0.00** 
사후 29 2.38 .77 

가치 
사전 29 2.43 .76 

2.73 0.00** 
사후 29 1.91 .71 

p < 0.01** 

 

위의 [표 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수학 학습 태도 하위 영역 6개 

모두에서 학습 후가 학습 전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신감, 융통성, 호기심 영역에서 유의수준 0.01 내에서 유효한 

결과를 보인 것은 주목할만하다. 수학에 대한 자신감 영역은 수학을 

이용하여 문제를 푸는 데에 대한 자신감, 융통성 영역은 문제를 해결할 때 

수학적 아이디어나 다른 해결 방법을 찾으려는 융통성, 호기심 영역은 

수학을 하는데의 관심, 호기심, 창의력을 나타내는 영역이다(한국교육개발원, 

1992). 이러한 영역들이 매우 유효한 결과를 보였다는 것은 학습자들이 

RME를 기반으로 한 수학적 직관을 키우는 교육용 기능성 게임을 활용해서 

수학을 학습할 경우 기존의 닫힌 체계로써의 수학을 연역적인 방법을 통해 

주입식으로 교육 받는 것에 비해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음을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당 콘텐츠가 수학적 직관이나 

창의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위 영역 중, 의지 영역은 수학 과제를 꾸준히 수행하려는 의지와 

관련된 영역이며, 반성은 RME에서 반성적 사고를 이끌어 내기 위한 

사고를 측정하는 영역인데, 이는 유의수준 0.01 내에서 유효하여, 해당 

방법이 반성적 사고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치 영역은 

수학을 일상 생활 경험에 적용하는 것의 가치 인식과 수학의 역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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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에 대한 것으로, 유의수준 0.01 내에서 유효한데, 이는 학습자들이 

수학을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게 판단한다는 의미에서 RME의 교육 목표와 

맞아 학습자들이 수학의 유용성을 알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다음은 하위 영역의 구분이 없이 전체의 결과를 사전 · 사후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표 10]. 이 때, Levene의 등분산 검정에서 

유의확률은 0.05 이상의 값이 나와 등분산을 가정하였으며, 자유도는 

56이다. 

 

[표 10] RME 기능성 게임을 활용한 교수 · 학습을 실행하기 전, 후 

수학 학습 태도의 전체 변화 결과 

시기 학생수 평균 표준편차 t 값 유의수준 

사전 29 2.89 .58 
3.80 0.00** 

사후 29 2.27 .64 

p < 0.01** 

 

위의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습 전, 후의 수학 학습 태도는 

유의수준 0.01 내에서 유요한 결과를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RME를 

기반으로 한 수학적 직관을 키우는 교육용 기능성 게임을 활용한 교수 · 

학습이 수학 학습 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 

수학 학습 태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이러한 정량적인 설문 결과를 

활용하는 방법 외에도 관찰을 통해 많은 것들을 알아낼 수 있으며, 관찰은 

정량적 분석에서 알 수 없는 것들을 알 수 있게 해주기에 수학 학습 태도의 

측정은 관찰에 의한 분석도 병행되어야 한다. 관찰에 의한 분석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수업 당시를 녹화한 비디오를 보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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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분석 결과 학습자들은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여 수학 학습을 

하는 것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임이 확인되었다. 일반적인 학습과 달리 

학습 내용에 대한 질문시 응답률도 높았으며, 학습 내용에 비해 더욱 

심화된 대답을 하거나 역으로 연구자에게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자주 있어, 

보통의 수업에서 학습자들이 교사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지 않는 

모습에 비해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수업 진행을 통해 확인되었다. 일반적인 

학습 상황에서 학습자들은 교사의 질문에 잘 대답하지 않고, 발표와 토론에 

소극적으로 응하는 등, 수동적인 태도를 많이 보였는데, 이와 달리 RME를 

기반으로 한 수학적 직관을 키우는 교육용 기능성 게임을 활용한 교수 · 

학습을 실행한 실험반에서는 먼저 답변을 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손을 들며 

발표를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함께 학습을 진행하는 동료 학습자와 

적극적으로 함께 토론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그림 22]. 이러한 학습자들의 

변화에 대한 관찰의 내용은 수학 학습 태도의 하위 영역중 호기심, 의지, 

자신감 영역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 결과의 내용을 보충한다. 또한 토론 

및 발표 활동 중에는 일부 학습자들이 이해를 잘 못하여 발표 활동에 잘 

참여하지 못하여 올바른 발표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학습 내용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다른 학습자가 해당 내용에 대해 다시 

발표 하면서 내용을 보충하는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 스스로 수학적 지식을 

정정하고 보충해 나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관찰 내용은 서로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고 비추어 보는 반성적 사고에 기반한 것으로, 

해당 학습 활동이 수학 학습 태도의 하위 영역중 반성 영역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옴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RME를 기반으로 한 수학적 직관을 키우는 교육용 기능성 게임을 

활용한 교수 · 학습에서는, 일반적인 학습을 진행하였을 때 커리큘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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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지 않는 내용들까지 다룰 수 있었는데, 예를 들면 어떤 학습자는 AR 

방식을 통해 제시되는 파르테논 신전이 정면에서 보면 대칭을 이루지만, 

옆에서 보면 지붕 안쪽의 건물 때문에 대칭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였으며, 

또 다른 학습자는 추가적으로 이는 수업 중 앞서 제시된 타지마할과 

다르다는 점을 언급하여 입체 물체의 경우 보는 면에 따라 대칭을 

대칭이기도, 대칭이 아니기도 한다는 점을 알아냈으며, AR방식을 통해 

에펠탑을 학습 자료로 사용한 경우 한 학습자가 에펠탑은 다리가 4개여서 

다리가 3개인 것에 비해 안정감을 이룬다는 대답을 하였는데, 이는 3개의 

다리가 일반적으로 4개의 다리에 비해 적은 면을 이루기 때문에, 평평하지 

않은 면에서도 끄덕거리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안정적일 수 있지만, 4개의 

다리의 경우 3개의 다리에 비해 외력에 강하고, 하중을 분산시켜 쉽게 

무너지지 않음을 언급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일반적인 학습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인데, 이처럼 학습자들이 커리큘럼 이외의 학습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보통의 평면으로 이루어진 자료와 달리 

학습 맥락을 디지털 장비를 활용하여 3D로 제공하였으며, 일반적인 주입식 

환경의 학습과 달리 학습자들이 스스로 현실 맥락으로부터 수학적 지식을 

추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학습자들은 본인에게 주어진 현실 

맥락으로부터 학습 내용을 추출하였기에, 주입식 교육에서와 달리 자신의 

수학 수준과 경험에 맞는 수학 지식을 재발명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찰의 

내용은 수학 학습 태도의 하위 영역 중 융통성, 가치 영역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 결과의 내용을 보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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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왼쪽) 

[그림 23] 증강현실에 관심을 보이는 학습자들(오른쪽) 

 

대다수의 학습자들은 증강현실을 활용한 자유놀이에 많은 흥미를 

보였으며, 비디오 분석 결과 증강현실을 활용한 자유놀이 단계를 통해 

제공된 현실 맥락에 몰입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학습에도 몰입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들 대부분은 해외의 건물들을 보고 자기도 

주인공처럼 실제로 가보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어떤 학습자는 파리의 

에펠탑에 대해 설명할 때, 자신이 프랑스 파리에 가서 실제 에펠탑을 봤던 

경험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간접 경험이 직접 경험으로 이어진 것인데, 

이를 통해 학습 맥락의 충분한 내면화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학습자들은 게임을 통해 제공된 현실 맥락을 실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설명하고자 시도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러한 방법을 통한 학습 맥락의 

제공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그림 23]. 예를 들면 학습 

게임에서 제공된 보기들은 모두 학습자의 실제 생활속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인형이나 물건들로 구성하였는데, 이러한 보기들을 통해 학습자들은 

자신이 실제 쓰고 있거나 집에서 사용하는 물건과 비교하며 학습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 학습내용의 전달을 손쉽게 이룰 수 있었다. 또한 

학습 맥락의 손쉬운 전달을 돕기 위해 사용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만화나, 방학 숙제, 놀이동산 등은 학습자들이 모두 직 · 간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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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어보았거나 추구하고 있는 현실이기에 현실 맥락 제공에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학습자들에게 이질감 없이 공감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에 

필요한 현실 맥락제공에 부족함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연구문제1의 모든 연구가설들은 사실임이 증명되었다. 

 

제 2 절 수학 문제 해결 능력 검사 

 

RME를 기반으로 한 수학적 직관을 키우는 교육용 기능성 게임을 

활용한 교수 · 학습이 기존 학습에 비해 문제해결력을 향상시켜 성취도 

평가 점수를 향상시키는지를 알아보기위해 RME를 기반으로 한 

기능성게임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한 실험반과 일반 수업을 진행한 

비교반에게 각각 수학 문제 해결 능력 검사를 수행하여 사후 검사 결과를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가 점수를 토대로 t-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제대로 검증하기 위하여 최상위권 학습자들은 제외하였는데, 이는 최상위권 

학습자들이 이미 상당부분 선행학습이 진행 되어 있어서 사전 검사에서 

95점 이상을 받아 사후 검사에서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비교반의 경우 특수반 아동이 1명 있어 특수반 아동 

또한 통계에서 제외시켰다. 그렇기에 실제로 통계를 내기 위해 추출된 

학습자 수는 전체 학습자수와 차이가 난다. 비교반의 경우 전체 24명 중 

10명이 사전 검사에서 95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으며, 추가적으로 특수반 

아동이 한명 더 있어서 총 11명이 통계에서 제외되었다. 연구반의 경우 

전체 29명 중 9명이 사전 검사에서 95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 통계에서 

제외되었다. 이렇게 많은 학습자들이 최상위권으로 분류가 된 이유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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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들이 부유한 지역에 있는 신도시에 위치한 초등학교이기 때문이며, 

상당수의 학습자들이 이미 선행학습을 진행하여 수학 지식 수준이 매우 

높은편이었음을 연구자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먼저 실험반과 연구반이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서 동일한 집단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사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결과를 t-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Levene의 등분산 검정에서 유의확률은 0.05 이상의 값이 나와 

등분산을 가정하였으며, 자유도는 31이며, 두 집단은 유의수준 0.05 에서 

크게 벗어나 있어 동질 집단임이 파악되었다[표 11]. 

 

[표 11] 문제 해결 능력 사전 검사 결과 

집단 학생수 평균 표준편차 t 값 유의수준 

비교 13 83.46 6.89 
.49 0.63 

연구 20 81.75 11.27 

 

이후 실험반과 연구반에서 각각 RME를 기반으로 한 기능성게임을 

활용한 수업과 기존의 일반 수업 2차시 을 진행하고 동일 수준의 문제 해결 

능력 검사를 실시하여 사후 검사 결과를 보아 두 집단간의 차이가 있음을 

보고자 하였다. 해당 결과는 t-검증 하였다. Levene 의 등분산 검정에서 

유의확률은 0.05 이상으로 등분산을 가정하였으며, 자유도는 31이며, 검증 

결과 두 집단은 유의수준 0.1 내에서는 유효한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유의수준 0.05 내에서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엄중한 의미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RME를 기반으로 한 수학적 직관을 키우는 교육용 

기능성 게임을 활용한 교수 · 학습이 기존 학습에 비해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는가를 통계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RME를 기반으로 한 수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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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을 키우는 교육용 기능성 게임을 활용한 교수 · 학습이 기존 학습에 

비해 문제해결력을 향상시켜 성취도 평가 점수를 어느 정도는 향상 

시키지만 엄중한 수준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유의미하게 향상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12]. 이로써 연구문제 2의 연구가설1은 유의수준 

0.1 수준에서는 성립하지만 0.05수준에서는 성립할 수 없음을 증명하였다. 

 

[표 12] 문제 해결 능력 사후 검사 결과 

집단 학생수 평균 표준편차 t 값 유의수준 

비교 13 80.00 13.99 
-1.40 0.09 

연구 20 85.25 7.52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 이미 학습자들의 수준이 

높아 이미 사전 검사에서 너무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이는 학습 효과가 

극명하게 나타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연구자는 문제 해결 능력 

평가를 위한 사전 검사지와 사후 검사지가 동일 유형, 동일 난이도임을 

교육 전문가에게 검수 받아 사전 · 사후 검사지가 동일할 것임을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로 학습자들은 사후 검사지를 더 어렵게 받아들여, 비교반의 

경우 사전 검사에서 평균 83.46점으로 나왔지만 오히려 학습 후인 사후 

검사 결과에서는 3.46점이 더 낮은 점수인 평균 80.00점이라는 결과가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검사지가 학습자들이 느끼기에는 동일 난이도가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할 경우 학습 후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점수 향상이 적어 보일 수 있다. 

통계적으로 엄중한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RME를 기반으로 한 수학적 직관을 키우는 교육용 기능성 게임을 활용한 



 

 103 

교수 · 학습이 기존 학습에 비해 효과적임을 추측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비교반과 연구반의 사전 · 사후 점수 변화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비교반의 경우 사전 검사에 비해 사후 검사의 평균 점수가 3.46점 하락한 

반면, 연구반의 경우 사전 검사의 평균 점수가 81.75점이었으나 사후 

검사에서는 85.25점을 받아 점수가 3.5점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평균적으로 학습자들의 실제 사후 검사 결과에서 사전 검사 결과를 차한 

결과가 꽤 클 수 있음을 의미하기에 이를 t-검증하여 두 집단의 차가 

유의미하게 큰 지를 알아보았다. 이 때, Levene의 등분산 검정에서 

유의확률은 0.05 이상이 나와 등분산을 가정하였으며, 자유도는 31이다.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표 13]. 

 

[표 13] 문제 해결 능력 사후 검사 와 사전검사 차 결과 

집단 학생수 평균 표준편차 T 값 유의수준 

비교 13 -3.46 9.66 
-1.7 0.049* 

연구 20 3.50 12.47 

p < 0.05* 

 

 그 결과 두 집단간의 학습 전 후의 문제 해결 능력 검사의 점수 

차이는 유의수준 0.05 내에서 유효하여 점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두 집단간의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의 점수차에 대한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감안할 경우 이 연구에서와 달리 학습자들이 

느끼기에도 난이도가 동일한 문제 해결 능력 검사지가 사용되고, 두 집단의 

사전 평균을 좀 더 정확하게 맞출 경우 그 차이가 유의미할 수도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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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구반에서 일부 학습자들은 매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는데, 

특히 사전 검사에서 수학 부진아임이 판명된 학습자들의 경우 다른 

학습자들에 비해 높은 점수 향상을 보였다. 빈도분석결과 10점 이상 점수가 

향상된 학습자는 총 4명인데, 특히 30점 이상의 차이를 보인 2명은 

공통적으로 사전 검사에서 50점대의 점수를 받은 학샏습자들이었다. 나머지 

2명은 사전 검사에서 80점을 받은 학습자들로 각각 90점과 100점으로 

향상되어 RME를 기반으로 한 수학적 직관을 키우는 교육용 기능성 게임을 

활용한 교수 · 학습은 상위권의 학습자들보다는 평균점수 이하의 

학습자들에게 더욱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존재함을 추측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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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요약 및 결론 

 

현재의 최신 교육과정은 수학 학습에 있어서 학습자들의 창의성과 

수학적 직관을 기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하지만 실제 학교에서 

진행되는 수학 교육은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여전히 닫힌 

체계로써의 수학, 완성된 형태로써의 수학을 그대로 주입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학습자들은 이러한 수학을 많이 어렵게 생각하여,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수학교육’을 제안하였고, 이에 많은 교육 

회사나 게임 회사에서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한 방법인 게임을 활용한 수학 

교육을 다방면에서 연구 ·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출시된 수학 

교육용 기능성 게임들은 여전히 기존의 수학 교육을 답습하여, 

학습자들에게 닫힌체계로써의 수학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 수학적 직관과 

창의성을 기른다는 수학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수학 학습과 수학 학습용 기능성 게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이데덴탈의 RME 교수 · 학습 이론과 딘스의 놀이를 활용한 수학 교수 

· 학습 이론을 기반으로 게임 메커니즘을 적용하여 최신 교육과정의 수학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학적 직관을 기르는 교육용 게임 콘텐츠를 개발하고 

평가하는 연구를 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RME 수학 교수 · 학습 이론과 딘스의 놀이를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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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교수 · 학습 이론을 게임 메커니즘과 접목하여 기존과 다른 형태의 

초등 기하 학습을 위한 수학적 직관을 기르는 수학 교육용 게임 콘텐츠 

개발 방법론을 도출하고, 도출된 방법론에 입각하여 실제 수학 교육용 게임 

콘텐츠를 개발하여 해당 콘텐츠의 효과성을 알아보는데 있다. 

효과성은 수학 학습 태도와 수학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두 관점에서 

바라보았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반과 비교반을 나누어 각각 실험반에서는 적절한 수학 교수 · 

학습 이론을 통해 도출된 방법론을 기반으로 한 수학적 직관을 기르는 수학 

교육용 게임 콘텐츠를 이용하여 도형의 대칭에 대한 수업을 실시하였으며, 

반대로 비교반에서는 일반 학습을 진행한 후 사전 ·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RME와 딘스의 놀이를 활용한 수학 교수 · 학습을 

기반으로 도출된 방법론을 따라 제작한 수학적 직관을 기르는 수학 교육용 

게임 콘텐츠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한 실험반의 학습자들은 수학 학습 

태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며, 문제 해결 능력 향상에 있어서도 

어느정도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수학 학습 태도에 

있어서는 하위 요인인 자신감, 융통성, 의지, 호기심, 반성, 가치 영역에서 

모두 유의미한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었다. 또한 문제 해결 능력의 경우 

어느정도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는데, 특히 수학 학습 부진아들에게 더욱 

효과가 클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RME와 딘스의 놀이를 활용한 수학 

교수 · 학습을 기반으로 도출된 게임 제작 방법론과, 이러한 방법론을 

기반으로 제작된 수학적 직관을 기르는 교육용 게임 콘텐츠가 학습자들의 

수학 부진을 해결하고 수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며 수학적 직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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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러 수학 학습 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며, 수학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과거의 수학 교육은 일련의 수학적 규칙을 교사로부터 지도 받고, 

학생은 단지 완성된 지식을 받아들이는 교수자 중심이었다면, 현재의 수학 

교육은 규칙을 찾고, 탐구하고, 이해하는 과정으로 변화하였다(Van de Walle, 

2006). 이에 수학적 탐구심을 높여주고, 수학적 사고를 하는 것을 돕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수학 교육학적으로 다음의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첫째, 기존의 문제 풀이 및 공식 암기에 집중한 수학 기능성 게임과 

달리 수학화 교수 · 학습 원리를 적용하여 학습자의 수학에 대한 흥미도를 

높이고 수학적 사고의 함양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더 나아가 수학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습부진아들 및 수학에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추가적으로 기능성 게임 산업 분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다음의 의의를 

추가적으로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 연구는 어학교육에만 편중되어있는 교육용 기능성 게임에서 

벗어나 수학학습에 적합한 기능성게임 개발 방법론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넷째, 이 연구에서 도출한 방법론은 스토리 텔링 기반의 수학교육에 

적합하여 정부에서 지향하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수학교육’을 위한 기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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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개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물은 구성주의 학습과 맥락을 

활용한 학습에 기반하여 제작되기 때문에, 향후 이 연구를 참고하여 교육용 

기능성 게임 전체 영역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 연구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사항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첫째, 이 연구는 초등 기하학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영역으로의 확장이 필요하며, 다른 학교군을 대상으로도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일반화 가능한 결과가 도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효과성 평가가 한 학년에만 한정되어 실시하여 

전체 초등 과정을 대상으로 일반화가 어렵다. 그렇기에 다른 학년군을 

대상으로도 그 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는 단 두 차시 동안만 수업을 진행한 후 그 결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긴 시간 동안 연구를 진행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 연구는 수학 문제 해결 능력 검증에 있어서 엄중한 

수준에서의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환경에서 

다시 연구를 진행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사전 · 사후 문제 

난이도가 동일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에서는 사전 · 사후 

수학 문제 해결 능력 검사지 난이도를 좀 더 고심하여 동일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이 연구에서는 현실 맥락을 활용한 문제를 개발한 후, 일반적인 

형태의 수학 문제와 적절히 섞어 사전 · 사후 수학 문제 해결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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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지를 구성하였는데, 대다수의 학습자들은 현실 맥락을 활용한 문제를 

대부분의 경우 여렵게 느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첫째로, 현실 

맥락을 활용한 문제가 학습자들에게 익숙한 형태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며, 둘째로, 문제에서 상황 맥락의 전달을 위해 일반적인 문제보다 긴 

지문을 사용하였는데, 여기서 학습자들의 언어적인 문장 해석 능력이 수학 

문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실험 후 

교육전문가의 피드백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문제와 

현실 맥락을 활용한 문제가 동일 난이도로 설정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문장 해석 능력 또한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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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수학 학습 태도 설문지 

안      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검사는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게임미디어 연구실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수학 교과를 공부하는데 있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며, 수학 

공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또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 검사는 수학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행동, 태도, 습관 등을 잘 알아서 여러분이 

보다 재미있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고 보다 능률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검사에는 맞거나 틀리는 답이 없습니다. 또 누가 얼마나 잘하고 못하는 것을 

재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물음이라도 여러분 각자의 생각, 태도, 습관에 

따라 저마다 다르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검사의 가장 중요한 점은 각 

물음을 잘 읽고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나 습관 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할 점을 잘 읽고 정직하게 답해 주십시오. 

 

 주의할 점 

 

1. 물음의 번호와 답지의 번호를 반드시 맞추어야 합니다. 

2. 5개의 보기 중 반드시 하나에만 O 표를 해야 합니다. 

3. 물음을 잘 읽고 여러분 각자의 생각을 솔직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4. 한 문제라도 빼놓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답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게임미디어연구실 

연구자: 김 요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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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질              문 

항상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다와 

아니다가 

반반임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수학 문제를 풀면 신이 난다. ① ② ③ ④ ⑤ 

2 

수학 문제를 풀 때 내가 푼 방법과 

다른 학생들이 푼 방법이 다를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금방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들을 푸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중요한 수학적 개념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배우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한번도 풀어보지 않은 문제를 

푸는데 자신이 없고 잘 못 풀겠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수학을 이용해야만 앞으로 잘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수학을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문제를 풀 때, 가끔씩 

선생님이나 교과서에서 제시하지 

않은 방법을 이용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수학 문제를 풀 때나 공부할 

때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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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숫자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나를 

즐겁게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수학 문제를 풀고 난 후 꼭 

검토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수학을 사용할 수 있는 

직장에서 일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수학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수학 문제를 풀 때 참고서에 

나와있는 풀이 방법을 따르지 않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푼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정답이 나올 때까지 열심히 

푸는 성질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번호 
질              문 

항상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다와 

아니다가 

반반임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6 
나는 수를 다루고 있는 것은 다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한번 틀렸던 문제가 다시 출제되면 

그 문제는 틀리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8 
누구나 수학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수학 문제를 풀 때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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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나는 수학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풀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수학을 잘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수학을 잘하는 친구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다른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푼 

방법을 눈여겨 보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수학은 일상생활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유익하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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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수학 문제 해결 능력 검사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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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수학 문제 해결 능력 검사지(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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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mathematics learning 

game content development 

methodology to raise mathematical 

intuition 
: For elementary geometry learning  

 

Yoseob Kim 

Department of Digital Contents Converg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urrent up-to-date 7th national curriculum courses of study put 

emphasis on raising students creative so that they can associate with 21st 

century society. Especially mathematics is mainly used as a tool in 

engineering or science, so that is very important. However, teaching 

mathematics by rote in the school seem far from the creativity and students 

who feels mathematics difficult and useless are increasing. 

 To resolve this problem, the goverment proposed the method for 

mathematics education which uses storytelling. This leads to lots of research 

and developments of serious game for mathematics education.  However 

most of the current serious games are made by the deductive frameworks of 

mathematics. This makes it impossible to achieve the purpose of r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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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creative. This is because the existing serious games for mathematics 

have not deeply contemplated many aspects such as the purpose and 

theories of teaching and learning mathematics. 

 Therefore,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education 

system with teaching mathematics by rot, this research proposes the new 

kind of serious game contents for elementary geometry and evaluate that 

this new method of mathematics is useful to improve mathematical intuition, 

based on Realistic Mathematics Education, the theory of teaching and 

learning mathematics.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research proceeds follow this steps. 

1. Propose the new method of developing serious game contents for 

elementary geometry study.  

2. Develop serious game contents for elementary based on proposed 

method 

3. Evaluate serious game contents that I suggest.  

As a Result, Realistic Mathematics Education based on serious game 

content change learners’ attitudes for mathematics and improve skill of 

solving mathematical test. 

 

…………………………………… 

Keywords: Realistic Mathematics Education, Serious game, Game elements, 

Mathematics education using storytelling 

Student Number: 2012-22462 

 


	제 1 장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 2 절 연구의 목적 
	제 3 절 연구의 제한점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 1 절 프로이덴탈의 수학화 교수  학습론 
	1. 수학화의 의미 
	2. 수학화 활동의 중요성 

	제 2 절 RME 교수  학습 이론 
	1. RME의 배경 
	2. RME의 교수  학습 원리 
	3. 안내된 재발명 
	4. 반성적 사고 
	5. 현실과 결부된 수학 
	6. Van-Hiele의 수학 학습 수준 이론 

	제 3 절 게임을 활용한 수학 교육 
	1. 게임의 활용 
	2. 게임을 활용한 교육 
	3. 게임을 활용한 수학 교육 

	제 4 절 사례 연구 
	1. 기능성게임을 활용한 수학 교육 


	제 3 장 시스템 제안 
	제 1 절 게임 메커니즘의 활용 
	1. 게임 메커니즘 
	2. 게임 메커니즘의 적용 

	제 2 절 기하학 교수  학습 
	1. 기하 교수  학습의 내용 
	2. 기하 교수  학습의 방법과 목표 

	제 3 절 수학적 직관을 키우는 교육용 게임 콘텐츠 개발 방법론 
	1. RME의 기하학습 적용 
	2. 수학적 직관을 키우는 교육용 게임 콘텐츠 개발 방법론 도출 

	제 4 절 수학적 직관을 키우는 교육용 게임 콘텐츠 제작 
	1. 방법론의 구체화 
	2. 콘텐츠 개요 
	3. 콘텐츠 특징 


	제 4 장 연구 문제 
	제 5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대상 
	제 2 절 연구 절차 
	제 3 절 평가 도구 
	1. 수학 학습 태도 검사 
	2. 수학 문제 해결 능력 검사 


	제 6 장 연구 결과의 분석 
	제 1 절 수학 학습 태도 검사 
	제 2 절 수학 문제 해결 능력 검사 

	제 7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요약 및 결론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참고 문헌 
	부록 1: 수학 학습 태도 설문지 
	부록 2: 수학 문제 해결 능력 검사지(사전) 
	부록 3: 수학 문제 해결 능력 검사지(사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