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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4차 산업혁명시대로 접어들면서 수학의 중요성이 예전보다 더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수학 학습을 포기한 학생들, 소위 ‘수포자’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발생되고 있다.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이 수학을 포

기하는 이유는 형식화된 식에 대한 이해부족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 구체적인 

수를 다뤘던 초등수학은 중등수학 단계로 접어들며 문자 위주의 식을 주로 다루

는 대수로 점차 형식화된다. 그러나 문자에 내포된 변수개념을 인지하지 못해 

일반화도구로서 문자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습자가 많다. 이에 대해 

Freudenthal은 구체적인 경험에서 형식적인 표현으로 바로 이행하는 것을 원인

으로 지적하면서 학습자에게 일반화하는 경험을 제공할 것을 주장했다. 본 연구

는 학생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사례에서 패턴을 인식하고 점차 형식적인 식으로 

표현하도록 하는 패턴의 일반화에 주목했다. 패턴의 일반화는 대수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경험을 제공하는 초기대수(early algebra)로서 세계 각국의 교육과정에

서 형식적인 대수교육에 앞서 제시되고 있다. 단, 패턴의 일반화활동이 주어진 

문제의 패턴을 찾아 지필로 작성하는 활동으로 구성되면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

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학습자 입장에서는 패턴의 일반화를 해야 하는 이유도 

없고, 자기결정성이론(SDT)에 의하면 자율성과 유능감이 충족되어야 내재동기가 

유발되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학습자가 자율성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교실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학생이 동시에 학습하기에, 지필환경으로는 교사가 

학습자에게 각자 수준에 걸 맞는 과제를 제공하기도 어렵고 개별적으로 피드백

을 주기도 힘들다. 종합하면 지필환경에서는 모든 학습자에게 유능감을 느끼도

록 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행식(executable expression)을 기반으로 패턴의 일반화 

활동을 구성하였다. 실행식은 가상공간인 터틀 쌓기나무 환경에서 기호의 의미

가 쌓기나무 이미지로 실행되는 기호표현체계이다. 학습자는 가상공간에서 자유

롭게 무언가를 만들어볼 수 있다. 실행식은 이해하기 쉬운 구체적인 기호부터 

시작해서 점점 추상화되기 때문에 모든 학습자는 자신의 수준에 맞는 기호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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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다. 또한 쌓기나무 이미지는 학습자가 가진 사고에 대해 피드백 역할

을 할 수 있다. 이로써 교실에 있는 모든 수준의 학습자가 유능감을 느낄 수 있

다고 기대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교육과정에서 적용해보았다.

  터틀 쌓기나무 환경은 학습자에게 자신이 가진 내재적 표상이 옳다는 피드

백을 줬으며 내재적 표상 중 어디에 오류가 있는지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의사

소통 수단이 됐다. 또한 자신의 학습속도에 맞춰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수준의 

기호를 사용하므로 개별적으로 일반화활동을 할 수 있었고 어떤 수준의 학습자

도 자신에게 도전적인 과제를 만날 수 있었다. 이는 모든 학생들에게 유능감을 

느끼게 하였고, 변수개념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심상을 형성하였으며 교육과정

의 대수를 이해하는 데도 연결고리역할을 하였다. 게다가 만들기 과제에서 자율

성을 느낀 것은 물론 추상화된 기호를 사용해서 더 복잡한 구조물을 간단하게 

만들겠다는 학습의 필요성을 인지해 학습자 스스로 노력해서 이해해보려고 하고 

재미를 느끼는 태도로 나타났다. 더불어 실행식의 구조화된 정도와 가상공간에

서 만든 완성품의 복잡도로 학습자의 추상화 ․ 자동화 역량도 어느 정도 객관적

이면서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었다. 

  그동안 수학교과가 가진 추상성으로 인해 수학을 배우는 학습자와 가르치는 

교사 모두가 어려움을 느껴왔다. 본 연구는 컴퓨터 환경을 학습 환경에 적용하

면 지필환경에서 겪는 교수학습과정 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했다. 이는 다양한 수준의 학생이 혼재하는 학교 현장에 컴퓨터 환경을 적용했

을 때 학습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나아가 수학교과가 우수한 학생을 거르는 도구가 아닌 모든 학생의 사고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과정이 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초기대수, 패턴의 일반화, 실행식, 내재동기, 자기 결정성 이

론(SDT), 추상화 자동화역량 평가

학  번 : 2016-2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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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4차 산업혁명시대로 접어들면서 그 어느 때보다 수학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 2016)에 따르면 새로 태어날 

미래직업 200만개 중 41만개가 수학 관련 직업으로 밝혀졌다(클라우드 

슈밥, 2016). 이에 미래부는 인공지능, 보안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의 기초인 ‘수학’연구에 50억원을 투입한다고 하였다.1) 그런데 이

렇게 커져가는 수학의 중요성과는 정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수학 학습을 

포기한 학생들, 일명 수포자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발생되고 있

다. 

2015년도 조사결과에서 우리나라 초등학생중 약 8%, 중학생 중 약 

18%, 고등학생 중 약 24%의 학생이 수학학습을 포기했다고 답했다. 이

는 PISA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2012년도에 약 9%였던 것에서 

2015년도에 약 15%로 증가하는 수학 학력의 양극화로도 이어졌다(서울

특별시 교육청, 2018). 고영준(2018)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학을 포기

하는 이유를 조사하였는데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응답한 이유로는‘열심히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수식, 기

호 등 수학적 표현이 어려워서’, ‘수학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아

서’가 있었다. 박보라(2010)는 중학생 2, 3학년을 대상으로 수학이 싫어

지기 시작한 시기를 조사하였는데 중학교인 학생이 81%였다. 그 중에서 

중학교 1학년 1학기인 학생이 33%, 중학교 2학년 1학기인 학생이 33%였

는데, 두 학기 모두 문자와 식을 다루는 단원이 있는 학기로 형식화된 

식을 이해하는데 겪는 어려움이 수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과 상당한 관

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 미래부, 수학 연구에 50억원 투입 …“4차 산업혁명에 대응”. 연합뉴스.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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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수학에서 중등수학으로의 가장 큰 변화는 산술에서 대수로의 전이

이다. 일상언어 중심으로 이루어진 수학은 상징을 사용하는 대수로 점차 

형식화된다. 그리고 그 상징은 주로 문자를 사용한 식을 주로 다룬다. 

이를 김남희(1998)은 문자식이라 칭하였다. 문자식은 대수 뿐만 아니라 

기하와 해석을 포함한 모든 수학의 언어로서 수학을 이용하는 다른 제 

분야의 학습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그런데 상징을 사용

하여 수학을 학습하는 것은 외국어의 학습처럼 학생들에게 인지적 부담

이 될 수 있다(김선희, 이종희, 2003). 실제로 김남희(1997)는 학습자의 

문자식에 대한 이해도를 조사하였는데 많은 학생들이 문자식에 대해서 

다양한 오개념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수학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지 생각하기 전에 학습자가 수학학습에 겪는 어려

움부터 살펴보는 것이 우선임을 알 수 있다. Freudenthal은 형식적인 표

현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구체적인 경험에서 형식적인 표현

으로 바로 이행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였다. 그는 수학은 처음부터 연

역적인 체계에 의해 수학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마주한 어떤 

현상이 출발점이 되어 이를 계속적으로 재조직하는 수단으로 추상적인 

수학이 형성되어 가는 것이기에 학습자 또한 이를 경험할 것을 강조하였

다(김연식, 정영옥, 1997). 수학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던 이러한 관

점아래,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수학적 개념

을 습득하는 방식의 MiC 교과서가 새로운 수학 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구

되었다. 그 중 문자식에 대한 학습은 학습자가 구체적인 사례에서 패턴

을 인식하고 점차 형식적인 식으로 표현하도록 하여 점진적인 일반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다(김나리, 서용현, 조한혁, 2017). 

일반화 도구로서 문자식을 이해하려면 문자식이 여러 형태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동시에 주어진 양 사이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도구임을 인지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패턴의 일반화는 패턴을 통해 

과정을 표현하는 것이며, 대상과 구조를 파악하는 것으로 일반화 도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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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문자식을 이해하는 데 출발점이 될 수 있다(김성준, 2003). 이에 패

턴의 일반화활동은 세계 각국의 대수 교육과정에서 변수, 대수식, 방정

식에 앞서 제시되고 있다(Stacey & MacGregor, 2001). 

단, MiC 교과서에 제시된 방식으로 패턴의 일반화활동을 학교 현장에

서 적용할 경우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

렵다. 지필환경에서 주어진 과제에 알맞는 표현을 생각해보는 활동은 학

습자 입장에서 자율성과 유능감을 느끼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또

한 학습자 입장에서는 패턴의 일반화를 해야 하는 이유도 없기 때문이

다. Glasersfeld(1995)는 “소로 하여금 물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물’이라는 외적 지각이 아니라, 갈증이라는 내적 지각이다”라고 하

였다(양미경, 2002, 재인용). 그런데 어떤 과제가 주어지고 패턴을 찾아보

자는 질문으로 바로 이어지는 MiC교과서는 학습자에게 패턴의 일반화 

활동을 해야만 하는 또는 하고 싶도록 하는 내적 지각을 주고 있다고 보

기 어렵다. 

Deci 와 Ryan(2000)은 사람이 어떤 활동에 즐거움을 느껴 스스로 참여

하게 되는 동기를 내재동기라 할 때, 이 내재동기가 발생하는 원인을 자

율성, 유능감, 관계성이라는 심리적 욕구의 만족도와 연결시켜 해석하였

다. 심리적 욕구가 얼마나 만족되는지에 따라서 그 활동에 흥미를 느끼

는 정도와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참여하는지가 결정된다고 설명하

고 있다. 자율성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행동하기를 원하는 

욕구이고, 유능감은 자신의 능력으로 해볼 만한 도전적인 과제를 효과적

으로 수행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다. 

청소년들이 게임에 빠져드는 이유도 게임은 이용자에게 자율성과 유능

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Przybylski, Rigby, Ryan, 2010).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출발하여 성공경험을 축적하면 점수가 올라가거나, 아

이템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주어지는 보상은 모든 이용자로 하여금 유능

감을 느끼도록 한다. 그리고 활동하는 내내 이용자는 선택을 해야 하는

데 이 과정에서 이용자는 자율성을 부여받게 된다. 이러한 게임의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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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학생에

게 같은 수준의 패턴을 찾는 과제가 제시되면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가 

존재하는 교실에서 모든 학생이 유능감을 느낄 수는 없고, 주어진 과제

에서 패턴을 찾기만 하는 활동은 학습자에게 자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MiC 교과서의 패턴의 일반화 활동은 학습자가 내재동기를 가

지고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터틀 쌓기나무 환경에서 패턴의 일반화 활동을 구

성해보고자 한다. 조한혁과 송민호(2010)은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새로운 공학적 도구로 터틀 쌓기나무 환경을 제시하였

다. 터틀 쌓기나무 환경은 마인크래프트 같은 가상공간으로 터틀이 이동

하는 은유로서의 기호(s,t,u,d,l,r)를 이용하여 나타낸 식을 실행시키면 터

틀이 이동하는 방식으로 쌓기나무가 자동적으로 표현되어 완성된 이미지

가 얻어진다. 그리고 터틀이 이동하는 은유로서의 기호로 표현된 식은 

치환과 변수 등 추상화된 기호를 사용하여 점차 형식화할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MiC 교과서에서 제시된 패턴의 일반화활동과 같이 어떤 

구조물에서 패턴을 찾아 구조물을 점차 형식적인 기호로 표현해보는 활

동을 터틀 쌓기나무 환경에서 시도한 바 있다. 그 결과 학습자가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고 패턴의 일반화 역량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가 도

출되었다(김나리, 서용현, 조한혁, 2017; 소호섭, 2016; 정진환, 2015; 조아

라, 조한혁, 2017). 

이때, 학습자가 기호를 사용하여 작성한 식을 아바타인 터틀의 행동으

로 바로 실행가능(executable)하다는 점에서 실행식 (executable 

expression)이라고 부른다(박천기, 2015). 지필환경에서 패턴의 일반화활

동을 언플러그드 패턴의 일반화 활동으로 본다면 터틀 쌓기나무 환경에

서 실행식기반 패턴의 일반화 활동은 플러그드 패턴의 일반화 활동이라 

볼 수 있는데, 내재동기 유발에 있어서 실행식기반 패턴의 일반화활동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가 활동과정에서 자율성을 느낄 수 있

다. 터틀 쌓기나무 환경에서는 마인크래프트와 같이 가상의 공간에서 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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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나무를 기반으로 자유롭게 구조물을 만들어볼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

는 자신의 자율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을 이용하여 정진

환(2015), 소호섭(2016), 김나리, 서용현, 조한혁(2017), 조아라(2018)에서는 

패턴의 일반화 활동을 mathland 만들기, 핸드폰 거치대 만들기, 공원 만

들기, 다리 만들기로 구성하였고 학생들은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점이 

재미있다고 평가하였다. 

둘째, 모든 수준의 학습자가 유능감을 느낄 수 있다. 3D 공간에서 구

성할 수 있는 구조물의 복잡도는 매우 다양하여 자신의 수준에 따라 목

표를 설정할 수 있기에 누구나 구조물을 완성하는 데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이는 3D 공간에서 마우스 클릭으로 정육면

체를 쌓아 창작물을 만드는 샌드박스형 게임‘마인크래프트’에서도 관

찰된 바 있다. 윤현정(2015)에 따르면 이용자는 창작물을 제작하는데서 

만족감을 느끼고 자랑하고 싶어 한 달 동안에만 3만 5천건 이상의 마인

크래프트 창작물 제작 동영상이 웹에 업로드 되었고 창작물의 난이도는 

사용자 각자 수준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다.

또한 터틀 쌓기나무 환경에서는 신체적 활동에 기반한 기호로 작성된 

표현을 치환과 변수 등 추상적인 수학적 개념을 가진 기호를 사용하여 

표현의 수준을 상승시킬 수 있다. 이는 ‘바닥은 낮게 천장은 높게’라

는 말로 설명되는 것으로(papert, 1980),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배운다는 

뜻인 ‘디자인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esign)'에서 추구하는 원리이다. 

어린학습자도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시작해 자유롭게 만들어보는 놀이과

정에서 지식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누구나 접

근이 가능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표현 수준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학습자가 유능감을 느끼게 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 

게다가 터틀 쌓기나무 환경에서 구조물을 만드는 활동은 가상공간에서 

진행되는 메이커 활동으로도 볼 수 있다. 메이커 활동이란 다양한 도구

와 재료를 이용하여 의미있는 결과물을 설계 및 제작하는 활동을 뜻한

다. 메이커 활동이 학습자의 자율성, 유능감을 만족시켜 내재동기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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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는 것으로 드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교육방안으로 논의되

고 있는 것으로 볼 때(Blikstein, 2013; Bullock & Sator, 2015; Fields & 

Lee, 2016; Halverson & Sheridan, 2014; Lee, 2015; Sheridan et al., 

2014; 강인애, 김명기, 2017, 재인용), 실행식 기반의 패턴의 일반화 활동 

역시 학습자에게 자율성과 유능감을 제공할 것이란 기대가 가능하다.  

셋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터틀 쌓기나무 환경에서 학습자가 기

호를 이용하여 나타낸 식을 실행하면 쌓기나무로 표현된 이미지가 얻어

지는데, 이는 학습자에게 피드백 역할을 하게 된다. 기호는 그 추상성으

로 인해 학습자에게 불분명한 대상이 되어 학습자가 기호를 내면화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터틀 쌓기나무 환경의 기호 표현 체

계는 학습자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기호를 통해 구체적인 대상과 조작이 

정의되기 때문에 학습자는 기호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결과물에 대한 내재적 표상이 생성된다. 이때 쌓기나무로 표현된 

이미지는 학습자가 기호를 이용하여 나타낸 식에 따른 결과물인 외재적 

표상이 된다(조한혁, 송민호, 2010). 

내재적 표상과 외재적 표상이 일치하면 학습자는 본인의 내재적 표상

이 옳다고 인식할 것이고 다르면 본인의 내재적 표상에 오류가 있음을 

인지하게 된다. 옳다고 인식하게 되면 본인이 생각한 과제가 성공했다는 

경험을 갖게되고, 오류가 있을 때에는 쌓기나무 이미지를 수단으로 본인

의 사고과정 중 어디에 오류가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하

는 과정으로 나아간다고 느낄 수 있다. 학습자의 수행결과에 오류가 있

을 때, 학습자에게 실패감으로 다가오지 않으려면 오류라는 결과 외에 

학습자의 사고과정 중에서 무엇이 오류의 원인인지도 피드백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학교 현장은 1명의 교사가 여러 명을 상대하는 현실

이다. 그런 상황에서 지필환경으로는 학습자에게 1대1로 피드백을 제공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학습자는 본인이 잘하고 있는지 알 수 없거나 어

떻게 노력해야할지 몰라 포기하게 될 수 있는데, 실행식 기반의 패턴의 

일반화 활동은 이러한 지필 환경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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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패턴의 일반화활동을 해야 하는 이유를 제공한다. 영문을 모른 

채 패턴을 찾는 활동과 패턴을 찾아서 좀 더 추상화된 표현을 사용하여 

더 짧은 기호로 더 복잡한 구조물을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패턴을 찾는 

활동은 학습자가 학습에 임하는 태도가 다를 수 밖에 없다. 김나리, 서

용현, 조한혁(2017) 결과에서도 학습자는 추상화를 하는 이유에 대해‘매

우 큰 것을 쉽게 만들 수 있다’와 같이 답변을 한 바 있다. ‘수학에 

필요하다, 더 어려운 수학을 배우는 것 같다’와 같이 기존 수학수업에

서 변수를 배우는 이유로 답한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추상화의 가치를 

내재적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답변이었다. 

종합해보면 터틀 쌓기나무 환경에서 구성한 실행식 기반 패턴의 일반

화 활동은 학습자가 문자와 식을 이해하는데 바탕이 되는 초기대수 경험

을 갖게 되면서도 내적으로 동기화되어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

다. 단, 기존의 연구는 온라인상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학교 

현장이지만 자유학기제 선택활동 또는 동아리 활동에서 중학생을 대상으

로 형식적인 문자와 식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추상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음을 연구한 것이다. 정규교육과정에서 실행식 기반의 패턴의 일반화 

활동을 적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는 연구된 바가 없다.

실제 정규수업 안에서 문자식을 이해하는 데까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어야 실행식 기반의 패턴의 일반화 활동이 수학학습에 대한 어

려움을 해소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학교 

때부터 수포자가 많이 발생되기 시작하고 성취수준이 낮을수록 수학을 

포기한 학생이 많이 나타나므로(고영준, 2018), 성취수준이 낮은 중학생

이 문자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연구가 된다면 교육현장에 유의

미한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행식 기반의 패턴의 일

반화 활동이 학습자가 문자와 식을 이해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성

취수준이 낮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질적으로 면밀히 연구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학교 현장은 한 교실에 다양한 수준의 학생이 혼재하는바, 모든 

수준의 학습자의 내재동기가 유발되어야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가



8

능성이 높다. 따라서 성취수준이 낮은 학생과 높은 학생 모두에게 내재

동기가 유발되는지 관찰해본다. 

더불어 실행식 기반의 패턴의 일반화 활동은 ‘추상화’와 ‘자동화’

역량을 길러주는 데에도 적합한 것으로 연구된바 있다(김나리, 서용현, 

조한혁, 2017; 정진환, 2015; 조아라, 조한혁, 2017). 추상화와 자동화 역

량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소양으로 새롭게 거

론되는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 : CT)의 대표적인 요소이

다. 추상화는 구체적인 사례에서 패턴을 파악하여 일반화를 도출하는 것

이고, 문제해결과정을 효율적으로 공식화하는 것이 자동화이다(장경윤, 

2017; 정영식, 신수범, 성영훈, 2017; Grover, Pea, 2012; Yadav et 

al,2016; Wing, 2006; 김나리, 서용현, 조한혁, 2017, 재인용). 그런데 이러

한 추상화와 자동화는 사실 그동안 수학교육에서도 추구해오던 역량이라

고 할 수 있다. 

중고등학교 수학에서 제시되는 수많은 공식은 여러가지 사례에서 패턴

을 인식하고, 패턴에서 발견한 관계와 규칙을 형식적인 표현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원래 취지와 달리 학습자는 문자식에 내포된 의미를 이

해하기 어려워하여 추상화와 자동화의 결과로서 ‘공식’을 다루지 못하

고, 수동적으로 ‘공식’을 받아들였을 뿐이다. 만약, 문자식의 의미를 

제대로 인지한다면 추상화와 자동화역량을 기르는 방향으로 수학학습이 

이뤄질 수 있다. 따라서 정진환(2015), 조아라, 조한혁(2017), 김나리, 서

용현, 조한혁(2017)은 문자식의 의미를 내면화할 수 있는 패턴의 일반화

를 추상화와 자동화역량을 기르는데 적합한 과제로 보아, 초등학생과 중

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한 결과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사실 역량교육은 21세기를 맞이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왔다. 

지식정보사회에서 앎 자체 보다는 앎을 기반으로 한 실천 능력이 중요해

지면서 수학교육에서도 역량교육을 강조했고, 2009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에서는 수학과와 연관성이 높은 역량으로 창의적 사고능력, 문제해결 능

력, 추론 능력, 정보처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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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학습, 협동학습, 토론학습 등 결과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다

양한 과정 중심의 교육이 연구되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객관적이면서 

올바르게 수행과정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히 없어, 서술

형․논술형 문항을 사용한 지필평가가 주된 과정평가방안으로 사용되어왔

다(정상권 외, 2012). 

서술형·논술형 문항을 사용한 지필평가는 문제해결능력을 향상하는 

좋은 평가도구이지만, 포기하는 학생이 많고(한귀원, 2007), 끝까지 해결

해보는 학생은 수학적 능력이 우수한 학생에 한한다(박석순, 김구연, 

2013)는 문제가 있다. 이 평가방안이 사실상 우수한 수학적 능력을 가진 

학생을 거르는‘거름체’역할을 한다는 것을 대다수의 교사도 알고 있지

만 객관성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사

용하고 있었다(정상권 외, 2012). 이에 학생들 또한 수학을 더 좋은 대학

과 직장을 구하기 위한 ‘거름체’로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는 2015년에 실시된 39개국에 대한 TIMSS 결과에서 우리나라 학생들

의 학업성취도는 2위였지만, 수학에 대한 흥미는 37위, 자신감은 35위, 

가치 인식은 37위인 것(서울특별시 교육청, 2018)과 같이 정의적 영역에

서 최하위권을 나타낸 것에서도 드러난다. 이를 종합해볼 때 역량을 개

발할 수 있도록 새로이 연구된 교수학습방안이 현장에서 잘 사용되려면 

모든 수준의 학습자가 역량이 향상될 수 있어야 하고, 역량이 향상된 정

도를 객관적이면서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터틀 쌓기나무 환경에서는 학습자가 사고한 과정이 학습자가 작성한 

기호표현에 여실히 드러난다. 기호는 터틀의 행동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기호를 읽어보면 터틀을 어떻게 움직여서 쌓기나무로 구조물을 만들었는

지 알 수 있고, 그 이동과정의 효율성정도가 사고의 수준을 의미하기 때

문이다. 이에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학습자가 작성한 표현을 근간으로 수

행결과를 평가하였다. 정진환(2015)과 소호섭(2016)은 터틀 쌓기나무 환

경에서 만든 구조물과 작성한 표현을, 패턴을 발견하고 조직하여 사용했

는지와 양질의 구조물을 구성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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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는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다리만들기 과제를 제시한 후 수행

결과를 작품의 완성도와 표현의 구조화된 정도에 따라서 수학적 창의성

을 평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취수준이 높은 학생과 성취수준이 낮은 학생

을 대상으로 실행식 기반의 패턴의 일반화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추

상화와 자동화역량의 발달을 관찰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

한지 고찰해본다. 성취수준이 높은 학생도 자신의 역량을 한 껏 발휘할 

수 있어야 하고, 성취수준이 낮은 학생도 자신의 할 수 있는 선에서 역

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사는 이를 수월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실행식 기반의 패턴의 일반화 활동을 통해 

모든 성취수준의 학습자가 추상화와 자동화역량을 기를 수 있고 평가될 

수 있다면 수학교과는 우수한 학생을 거르는 거름체가 아닌 사고능력을 

향상시키는 가치가 있는 교과로서도 다가가볼 수 있다. 이는 수학교육의 

취지를 실현하는 것이며 수학에 대한 정의적 측면에 대한 변화로도 이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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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이상의 연구의 배경과 방향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한

다. 

성취수준은 본 연구에서 설계한 형성평가 결과로 기준을 삼는다.

 

연구문제 1. 실행식 기반의 패턴의 일반화 활동은 성취수준이 낮은 학

생이 대수를 이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는가?

연구문제 2. 실행식 기반의 패턴의 일반화 활동은 모든 성취수준의 학

습자에게 내재동기를 유발하는가? 

연구문제 3. 실행식 기반의 패턴의 일반화 활동 결과물에서 모든 성취

수준의 학습자에 대해‘추상화’와 ‘자동화’역량의 발달 정도를 공정

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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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문자식에 대한 고찰

1.1. 문자식의 교수학적 분석 

   

산술과 구체적인 경험으로 이루어졌던 초등수학은 중학교에 올라오면

서 추상적인 내용을 다루는 대수가 주를 이루게 된다. 수학에서 흔히 대

수라 하면 방정식을 떠올리지만 Freudenthal(1968)은 대수를 수학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들을 추상화하고 위계를 구성하는 개념적 도구로 보고 있

다. 그는 대수는 유리수체 들을 다루는 ‘수의 대수’와 기하에서 점, 

선, 변환과 그 합성을 다루는 ‘기하의 대수’로 나누면서 추상화하고 

일반화하는 모든 사고를 대수적사고라 하였다. 추상화란 여러가지 대상

간의 규칙을 파악하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하나의 대상을 품는 집합

의 고찰로 이행하는 것이 일반화라고 설명될 수 있다(김남희, 1997). 즉 

대수는 방정식의 풀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구조를 파악하는 모든 것

이 대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추상화가 시작되는 중학교부터는 대수

적 사고 없이 수학을 학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때, 유한 또는 무한개의 여러 가지 경우를 한 번에 조작하기 위해서 

변수는 일반화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변수는 주로 문자로 표현된다(김남

희, 1997). 예를 들어   식에서 a, b는 

 ×  ×× 과 같은 여러

가지 식의 구체적인 수를 한 번에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대수는 문자

식2)의 조작으로 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학습자가 문자에 내포된 변수

2) 김남희(1998)은 수와 문자를 계산기호, 관계기호 또는 괄호와 결합시켜 수학적인 관계를 나타
내는 식을 ‘문자식’이라 불렀다. 예를 들어 다항식, 분수식, 방정식, 부등식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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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정확히 인지해야 학습자의 문자식 조작활동이 대수적 사고로 이

어질 수 있다. 그러나 대수를 처음 접하는 학습자는 산술에 동화된 

schema로 인해 대수를 학습하기가 쉽지 않다. 산술에서의 연산은 사건

이나 행동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비해 대수에서의 연산은 하나

의 대상이며 동시에 논리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김성준, 

2003). 김남희(1997) 연구결과에서도 학습자는 문자에 내포된 변수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구조를 파악하지 못했고, 이는 <표 Ⅱ-1>와 같이 

문자식을 다루는 과정에서 다양한 오류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지적 장애가 발생된 배경은 문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올바르게 이해할 충분한 경험없이, 문자로 표현된 변수를 사용하여 일반

화된 식이나 두 양사이의 관계를 표현한 데 있다. 문자에 내포된 변수개

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변수개념에 대한 심상이 형성되어야 한다. 심상

오류 내용 설명

변수가 나타내는 대상 범

위의 제한

· 변수가 나타내는 대상을 수에 국한시킴.

· 변수기호가 A,B,C 와 같은 문자만 가능하다고 생각함. 

(예를 들어 ∘와 같은 기호로 변수로 인식하기 어려워함)

변수 기호의 임의성에 대

한 이해 결여 

· 변수를 표시하는 기호의 변화가 변수가 나타내고 있

는 대상의 변화를 함의한다는 생각

(예를 들어 y=2x와 z=2w를 다른 함수 관계로 생각함)
변수를 포함한 대수식을 

불완전한 것으로 받아들

임

· 산술적 사고에 얽매여 있어 x+2를 불완전한 것으로 

받아들여 2x 등으로 마무리 지음

변수가 특정한 대상만을 

대신하는 것으로 오해

· 방정식의 해에 대한 자리지기 개념에 갇혀서, 학생들

은 x+y=y+x에서 x, y가 임의의 수(양)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문자로 생각하는 데 익숙하지 않음

· y=ax에서 a를 변수로 생각하지 못함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개

념의 불완전한 이해

· 어떤 관계에서 한 변수의 변화에 의해 다른 문자의 

값이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개념을 잘 인식하지 못

함. 

<표 Ⅱ-1>  문자식 조작에서의 오류(김남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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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개념이미지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학습자가 추상적인 개념을 자유

자재로 다룰 때에는 개념 정의가 아니라 개념 이미지에 의존한다는 것이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었다(Freudenthal, 1983; Vinner & Drefus, 

1989; 김남희, 1997, 재인용). 개념이미지는 개인의 마음 속에 형성된 모

든 표상 즉, 그림, 기호, 그래프 등의 집합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빗변

의 정의는 직각의 대변이지만 학습자는 정의로서 빗변을 구별하지 않고, 

직각이 오른쪽에 오도록 했을 때 비스듬하게 생긴 변을 빗변으로 인식한

다. 따라서 학습자가 y=2x와 z=2w를 다른 함수로 생각하는 것은 y, x로 

이루어진 문제를 주로 해결하면서 x값에 따라서 y값이 변한다는 개념이

미지는 있지만, x, y는 내용을 담고 있는 껍데기로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개념이미지는 없기 때문이다. 하여 y=2x와 z=2w를 같은 함수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변수개념에 대한 심상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문자로 표현되는 

형식적인 기호가 도입되기 전에 학습자가 그림이나 언어 등 비형식적인

기호로 표현해보는 경험을 충분히 제공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변수개념에 대한 심상을 형성할 수 있다. Freudenthal(1983) 또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학적 개념을 최종적으로 다음어진 결과로서 

가르쳐서는 안 되고 그 이면에 있는 본질을 현상과 관련지어서 도입하면

서 학습자가 ‘결과로서의 수학’을 만들어가는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

록 지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김연식, 정영옥, 1997, 재인용).  그 후에 

문자로 표현된 변수를 사용하여 일반화된 식이나 두 양사이의 관계를 표

현해야, 문자식을 구조를 표현하는 도구로서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한

다. 

김남희(1997)는 변수개념 형성을 위해 제공해야할 경험을 학교수학에

서 이뤄지는 학습상황에 비춰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는 변수개

념의 본질을 정적측면과 동적측면으로 구분하고, 정적측면으로서의 변수

개념을 먼저 형성한 후 동적측면으로서의 변수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적

절하다고 보았다. 또한 그에 앞서 문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 문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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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반성· 유연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문자로 표현되는 변수개

념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김남희, 1998). 문자 사용의 일반성이란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수와 달리, 동시에 많은 수를 표현할 수 있다

는 것이다. 또 하나는 문자가 의미하는 바가 관습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

니라 우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김남희는 같은 기호

가 임의의 수, 임의의 삼각형, 문자식 등 여러가지 대상을 의미함을 경

험해보도록 하여, 변수가 나타내는 범위가 점차 넓어지는 경험을 통해 

일반화로서의 변수 역할을 인식하도록 하여 정적측면으로의 변수개념의 

바탕을 마련해줄 것을 권유한다. 문자 사용의 유연성이란, 일상에서는 

언어 표현이 변화하면 그 언어가 나타내는 대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과 

달리 주어진 대상을 지칭하기 위해서 임의로 문자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는 것이다. 이에‘어떤 수를 □로 나타냅니다’와 같이 직접적으로 기호

를 도입하는 것은 문자 선택에 대한 자유를 느끼기 어렵다면서 학생들이 

( ), ○, △ 등 다양한 기호를 만들어보는 경험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문자사용의 특징이 내면화되면 정적측면으로의 변수개념의 형성을 시

도한다.  먼저 ‘3→6, 4→7, 5→8 …’ 과 같은 상황에서 발견한 규칙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도록 한 후, □+△=△+□와 같은 기호로 표현하도록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표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비

형식적으로 일반화된 표현을 구성해보는 활동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

다. 그리고 학습자는 □, △를 임의의 수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

적인 수들을 대신하는 기호라고 생각하는 수준에 있으므로, 여러가지 값

을 넣어보면서 □, △의 역할을 이해하도록 한다. 이 일련의 과정을 통

해 말로 표현하는 규칙보다 기호표현의 장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그

리고 비형식적인 수준에서 다루었던 □+△=△+□ 표현을 a+b=b+a로 형

식화한다. 이때, a, b는 임의의 수를 대신하며, 2+2=2+2 와 같이 a, b가 

같은 값을 가지는 경우의 예도 다룸으로써 ‘다른 문자도 같은 값을 가

질 수 있음’을 인지하도록 한다. 더 나아가 y=2x, y=3x, y=-4x 라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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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함수 식의 패턴을 일반화 한 것이 y=ax임을 이해하도록한다. 즉, 

y=ax(a는 상수)라는 표현으로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표현이 

무엇을 일반화한 것인지 다양한 예를 충분히 제시하고, 다시 a에 여러가

지 수를 대입해봄으로써 a의 변화성을 체험해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

다. 

마지막으로 동적측면으로의 변수개념을 익히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저

학년에서 수도꼭지에서 물이 흘러나온 시간과 물의 양을 비교하는 문제 

상황과 같이 변하는 대상을 소재로 한 학습에서 ‘변화성’을 ‘체험’

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시간과 물의 양의 관계를 대응표로 표현

해보고, 대응표 값의 변화를 관찰하여 두 양 사이의 관계를 ‘(물의 

양)=(물이 나온 시간(초))× 0.5L’와 같이 언어적으로 표현하여 ‘관계에 

의한 변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그 후, 언어적으로 표현한 관

계를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이때 y=0.5x 란 표현에서 x, y는 표에 

제시된 여러가지 값을 대신함을 이해시키고, x(물이 나온 시간)에 종속해

서 y(물의 양)가 변하는 성질이 있음을 인식시킨다. 그리고 기호를 사용

한 표현이 훨씬 간단하고 기억하기가 쉽다는 장점을 설명한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기초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습자가 수학학습 

부진아로 선정이 되면 숫자만 바뀐 다양한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풀어보

는 경험을 통해서 학업성취도를 달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원리가 이해되

지 않은 채로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보는 경험은 학습자에게 좌절감과 

답답함을 선사할 뿐이다. 문자식 조작에 오류가 많은 학습자는 변수에 

대한 개념 이미지가 없는 것으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변수개념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시켜 주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2. 초기대수와 실행식 기반의 패턴의 일반화 활동

 

변수개념을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험을 어떤 방법으로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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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효과적일까? 이에 ‘초기대수(early algebra)’를 우선 관찰해보도록 

하자. 초등학교 이후 형식화된 대수로 바로 접근하여 학습자에게 인지적 

장애를 초래하는 학교수학의 문제점은 1990년대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

에, 형식적인 대수를 학습하기 이전에 학습자 수준에 맞추어 대수와 관

련된 관계나 구조를 파악하는 경험을 제공하자는 목적아래 ‘초기대수

(early algebra)’가 등장하였다. 초기대수와 관련된 논의는 네덜란드, 미

국, 영국, 호주 등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는데(김성준, 2003), 그 중 

Freudenthal의 수학화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된 MiC 교과서에서 문자식 

학습내용은 형식적인 표현이 바로 제시되지 않고, 구체적인 사례에서 패

턴을 찾고 일반화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있다(김나리, 서용현, 조한혁, 

2017). Freudenthal은 수학이 처음부터 연역적인 체계에 의해 형성된 것

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자는 학습자가 마주한 현상이 출발점이 되어 계

속적으로 재조직하는 과정을 통해 추상적인 수학을 형성하는 경험을 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그는 ‘수학화’라고 표현하였다(김연식, 정영

옥, 1997). 

<표 Ⅱ-2>와 같이 MiC 교과서의 대수교육과정은 시각적 패턴에 내재

해있는 관계를 파악하고 일반화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패턴의 일반화는 패턴을 통해 과정을 표현하는 것이며, 여기서 대상과 

구조를 파악하는 것으로 일반화 도구로서의 문자식을 이해하는데 출발점

이 될 수 있다(김성준, 2003). 게다가 시각적으로 표현된 패턴은 수의 나

열이나 표보다 패턴을 인식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김철호, 2012). 따

라서 시각적 패턴을 일반화 하는 경험은 대수적 추론능력을 길러 산술에

서 형식적인 대수로의 이행과정에 중간매개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초기대수’로서 시각적 패턴을 이용하여 대수적 사고를 기르는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김성준, 2003; 정진환, 2015; Radford, Peirc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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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원
학습 과제  지도하고자 하는 수학적 내용

Patt

ern

s &

S y

m b

ols

∙ 누워있는 벽돌은 L, 

세워져있는 벽돌은 S라 하

자. 왼쪽 그림을 문자로 

바꾸어 보아라. 

∙ LSLLSSLSL을 벽돌그림

으로 그려보아라.

 기호가 어떤 대상을 표현하

는 데에 사용됨을 이해한다. 

지금 이 과정은 변수개념의 

도입이 된다. 

 SLSLSSLSLSLSSL

∙ 이 벽을 기호로 표현한 

것에서 반복되는 부분을 

찾아 이 벽을 연장해보자. 

 반복되는 부분을 기호로 표

현하면 더 쉽게 인지할 수 있

다. 

Buil

d i n

g 

For

mul

as

∙ 각 Row는 반복되는 패

턴이 있는가? 있다면 각 

Row의 패턴을 그려보아라. 

 패턴의 개념을 비형식적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이해한 개념

은 각 Row에서 벽돌의 개수를 

세는 식(Direct formula)을 만

드는 데 사용된다. 

∙ Path Number에 따라 타

일그림이 왼쪽 그림과 같

다. Path Number에 따른 

검은색 타일의 개수를 세

는 식(Direct formula)을 만

들어보자. 

 시각적으로 인지한 패턴을 

수로 이루어진 표와 기호로 

이루어진 식(Direct formula)으

로 표현할 수 있다. G=3+5P라

는 뜻은 회색으로 칠해진 쌓

기나무의 수가  Path Number

의 5배하고도 3개가 더 있다

는 뜻이다.  

<표 Ⅱ-2> MiC 교과서의 대수교육과정의 학습 과제(김나리, 서용현, 조한혁, 2017)

그러나 MiC교과서에서 제시된 대로 기하적으로 표현된 문제를 제시하

고 패턴을 찾아보는 활동을 학교현장에 적용한다면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학습자 입장에서는 패턴의 일반

화를 해야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Glasersfeld(1995) 또한 “소로 하

여금 물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물’이라는 외적 지각이 아니라, 

갈증이라는 내적 지각이다”라고 하였다 (양미경, 2002, 재인용). 그런데 

어떤 과제가 주어지고 패턴을 찾아보자는 질문으로 이어지는 MiC 교과

서의 문제는 학습자에게 패턴의 일반화 활동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터틀 쌓기나무 환경에서 패턴의 일반화 활동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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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해보고자 한다. 조한혁, 송민호(2010)은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새로운 공학적 도구로 터틀 쌓기나무 환경을 제시하였

다. 터틀 쌓기나무 환경은 마인크래프트와 같은 가상공간에서 터틀이 이

동하는 은유로서의 기호(s, t, u, d, l, r)을 이용하여 나타낸 식으로 실행

시키면 [그림 Ⅱ-1]와 같이 터틀이 이동하는 방식으로 쌓기나무가 자동

적으로 표현된다. 

X=2s[3u]
do 3X

실행식 
편집 창

쌓기나무가 
표현되는 
실행 창

[그림 Ⅱ-1] 터틀 쌓기나무 환경 

학습자가 기호를 사용하여 작성한 식이 아바타인 터틀이의 행동으로 

바로 실행가능(executable)하다는 점에서 실행식 (executable expression)

이라고 부른다(박천기, 2015). 실행식은 <표 Ⅱ-3>와 같이 신체적 활동에 

기반하여 터틀을 이동시키는 기호 뿐만이 아니라 터틀의 이동을 줄여주

는 ‘도돌이표([ ])’ 기호, 반복적인 기호의 나열을 간단하게 줄여주는 

‘치환 기호’, 수와 관련된 규칙을 나타내는 ‘변수 기호’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이동기호(s, t, u, d, r, l)로 구조물을 표현하면 실행식이 매우 

길어지는데, 패턴을 발견하여 도돌이표 기호, 치환기호, 변수기호로 표현

하게 되면 실행식이 짧아지고 구조화된다. 따라서 MiC교과서에서 제시된 

패턴의 일반화 활동처럼 어떤 구조물의 패턴을 찾아서 표현해보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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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성할 수 있어,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터틀 쌓기나무 환경에서 패턴

의 일반화 활동을 구성하였다(김나리, 서용현, 조한혁, 2017; 소호섭, 

2016; 정진환, 2015; 조아라, 조한혁, 2017). 지필환경의 패턴의 일반화활

동을  언플러그드 패턴의 일반화 활동이라 본다면, 터틀 쌓기나무 환경

에서 실행식 기반의 패터의 일반화활동은 플러그드 패턴의 일반화 활동

이라 볼 수 있다.    

실행식 기반의 패턴의 일반화 활동은 지필환경에서 패턴의 일반화 활

동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패턴의 일반화 활동을 해야 

하는 이유를 제공한다. 영문을 모른 채 패턴을 찾아야 하는 과제와 패턴

을 찾아서 좀 더 간단한 실행식으로 더 복잡한 구조물을 만들겠다는 목

실행식 기호 
표현

설명 실행식 사용의 예시

s 쌓기나무를 앞으로 하나 만든다. do s

u 쌓기나무를 위로 하나 만든다. do su

l, L
쌓기나무를 왼쪽으로 하나 만든다.
(대문자는 방향만 바뀜)

do ssuul

r, R
쌓기나무를 오른쪽으로 하나 만든다.
(대문자는 방향만 바뀜)

do ssuur

d 쌓기나무를 아래로 하나 만든다. do suuld

t 쌓기나무를 뒤로 하나 만든다. do suuldt

[  ]
[ ] 전의 위치를 기억해 그 자리로 
돌아간다.

do s[uu]s

X=‘     ’
do aX 

 [치환 표현]
 X를 a번 한다.

X=‘2s[3u]’
do 3X

X=‘~(n)~
(n=n+1)’

n=a 
do bX 

 [변수 표현]
 n은 변수역할
 n=a부터 1씩 커지면서 
 X를 b번 한다.  

X=‘s[(n)u] 
(n=n+1)’
n=0
do 3X

<표 Ⅱ-3> 실행식 기호 표현 (김나리, 서용현, 조한혁,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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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아래 패턴을 찾는 활동은 학습자가 학습에 임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를 Wigfield와 Eccles(1992)는 과제가치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주어진 과제가 본인에게 유용하다고 인식할 때, 학습을 스스로 하게 된

다고 주장한다. 이는 양미경(2002)의 연구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시계보기, 돈 계산하기와 같이 실제 생활에 사용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초등수학과 달리 실생활에 쓰이기 어려운 추상적인 내용을 학습하는 중

학교에서는 의문이 생겨도 ‘질문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다’라

는 이유로 질문하는 학생이 현저히 적었다. 따라서 가상공간이지만 학습

자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추상화된 표현의 유용성은 패턴의 일반화 

과정에 수반되는 인지적 노력을 하려고 하는 동기를 부여하게 될 것이

다.

둘째, 수학화활동에 필요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Freudenthal은‘수학

화’는 현실을 출발점으로 하여 현상과 본질의 교대작용에 의한 사고 수

준의 상승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반성적 사고는 수준 상승의 원동력

이라고 하였다(김나리, 서용현, 조한혁, 2017). 그리고 반성적 사고는 본

인이 한 수행결과에 대해 피드백이 있어야 자신의 사고를 반추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다. 그런데 1명의 교사가 여러 명의 학생을 상대해야 

하는 학교현장에서 학습과정마다 개별적으로 학습자에게 피드백을 제공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실행식은 학습자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기호를 통해 구체적인 대상과 

조작이 정의되기 때문에 학습자는 실행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결과물에 대한 내재적 표상이 생성된다. 이때 실행식을 

실행했을 때 생성되는 쌓기나무로 표현된 이미지는 실행식에 따른 결과

물인 외재적 표상이 된다(조한혁, 송민호, 2010). 내재적 표상과 외재적 

표상이 일치하면 학습자는 본인의 내재적 표상이 옳다고 확인받게 되고 

다르면 본인의 내재적 표상에 오류가 있음을 인지하게 된다. 게다가 정

육면체 단위로 분절되서 표현되는 이미지는 터틀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고과정 중에서 어디에 오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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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찾는데 수단이 된다. 이를 신동조(2013)는 쌓기나무를 의사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터틀 

쌓기나무 환경에서 패턴의 일반화를 수행하게 되면 개별적이면서도 즉각

적으로 자신의 수행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반성적 사고를 

하는 과정에서 피드백을 의사소통의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실행식 기반의 패턴의 일반화 활동을 초기대수경

험으로서 학교 현장에 적용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김나리, 서용

현, 조한혁, 2017;소호섭, 2016; 정진환, 2015). 정진환(2015)은 온라인상에

서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소호섭(2016)은 자유학기제 선택활동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행식 기반의 패턴의 일반화 활동의 수행결과를 관

찰한 결과 패턴의 일반화 역량이 증진되었다. 김나리, 서용현, 조한혁

(2017)은 자유학기제 선택활동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직사각형, 삼각형

과 같은 기본 도형에서 패턴을 찾아 치환기호, 변수기호로 작성해보록 

한 후, 이를 응용하여 공원을 만들어보는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과제수행

결과 과제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증가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정규수업안에서 실행식 기반의 패턴의 일반화 활동에서 제공한 초기대수 

경험이 구체적으로 문자식조작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성취수준이 낮은 

학습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

다. 또한 중학교때 부터 수포자가 많이 발생되기 시작하고 성취수준이 

낮을 수록 수학을 포기한 학생이 많이 나타나므로(고영준, 2018), 성취수

준이 낮은 중학생이 문자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연구가 된다면 

교육현장에 유의미한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행식 

기반의 패턴의 일반화 활동이 학습자가 문자식을 이해하는 데 어떤 역할

을 하는지, 성취수준이 낮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질적으로 면밀히 연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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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재동기에 대한 고찰

  2.1. 내재동기와 심리적 욕구

 

동기란 행동을 시작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따라서 교수학습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떤 동기를 지니고 학습에 참여하느냐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

때, 외적인 보상에 관계없이 그 활동 자체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스스로 

결정해서 참여할 때, 내재 동기를 지니고 참여했다고 본다. Deci와 

Ryan(2000)은 능동적인 유기체라면 내재 동기를 가지고 있기에 인간은 

자유롭게 본인이 흥미를 느끼는 일을 선택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

해 성장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즉, 본인이 흥미가 있는 일

이라면 별다른 보상이 없더라도 더 잘하고 싶다는 욕구가 모든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연구결과에서도 내재동기를 가진 학습자가 학습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학습결과가 더 좋으며 심

리적 안녕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옥, 2014; Benware&deci, 

1984; Pintrich&Groot, 1990)

그런데 2011년도 TIMSS 결과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도는 

매우 높은 반면, 수학 학습에 관한 자신감, 흥미, 가치와 같은 내재동기

와 관련된 요소는 비슷한 성취를 보인 미국, 영국, 싱가포르 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런 결과는 1995년부터 4년 마다 실시된 

TIMSS 평가에서 계속 같은 결과가 지속됐다(Choe, 2016). 내재동기와 관

련된 성취는 낮은데도 불구하고 학업성취도는 높다는 것은 억지로 열심

히 학습하고 있는 학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억지로 학습한다면 학

습하는 것 자체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심리적으로 평온하지 못한 상

태로 이어질 것이다. 실제로 김아영, 이명희(2008)가 중고등학생을 대상

으로 한 연구결과에서도 자신감과 같은 내재동기와 관련된 요소가 충족

되지 않는 경우에 우울감이 생겨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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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났다. 

그동안 이러한 우리나라 학습자의 정의적 영역에 대한 낮은 성취를 해

결하기 위해, 학습자에게 실생활 관련 이야기, 게임 등 흥미로운 소재를 

수업에 적용하여 더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하는 연구는 많이 이

루어졌다(박순복, 김인수, 2007; 조은순, 김인숙, 2007). 그러나 단지 흥미

로운 소재를 적용한 연구는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

끼도록 한 것인지, 소재에 흥미를 느껴 참여도가 높아지게 한 것인지 알

기 어렵다. 눈 앞에서 벌어지는 발레 공연에 시선을 뺏기는 것과 발레를 

배우는 재미에 푹 빠지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다. 따라서 학습자체에 흥

미를 느끼도록 하려면 시선을 주목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내재동

기가 발생되는 심리에 주목해야 한다. 

Ryan과 Deci(2000)는 내재동기가 발생하는 원리를 인간의 심리적인 측

면과 연결시켜, 자율성(autonomy)과 유능감(competence), 관계성

(relatedness)이라는 기본심리욕구의 만족도에 따라 개인이 의지를 사용

하는 정도가 결정된다고 보고 이를 자기결정성이론

(Self-Determination-Theory)으로 정리하였다. 자기결정성 이론은 이 세 

가지 심리욕구는 어떤 문화에 처한 사람이든지간에 건강한 발전과 행복

한 삶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욕구의 만족 없이는 내재 동기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욕구 만족도에 따라서 그 활동

에 참여하고자 하는 흥미가 더 생기기도 하고, 덜 생기기도 한다고 설명

한다. 즉, 학습환경을 설계할 때 학습자의 내재동기를 유발하려면 흥미

있는 소재를 수업에 적용하는 것을 너머 학습과정에서 학습자가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을 얼마나 느낄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그 중 과제

설계와 관련 있는 자율성과 유능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율성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행동하기를 원하는 욕구이

다. 자기결정성이론에 따르면 금전적 보상, 위협, 감시, 평가, 마감과 같

은 요소는 내재동기를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 자율성은 내재동

기에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목적 없이 수행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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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놀이와는 달리 성취목표가 있는 학습상황에서 자율성을 부여하려면 

교사의 세밀한 과제설계가 필요하다. 김성일, 윤미선(2004)은 학습상황에

서 선택권을 제공하면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면, 

과제 수준을 선택할 수 있었던 집단이 과제 수준이 정해진 집단보다 내

재적으로 동기화되어 과제에 더 지속적으로 참여한 바 있다(Dember et 

el, 1992). 단, 소연희(2007)는 선택권을 제공하되 학습자 수준이나 유능

감, 연령, 사전 지식 등과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권의 범위를 정해

야 내재동기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나치게 많은 선택권제공

은 학습자가 의사결정하는데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되어 오히려 내재동기

가 감소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본인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이 

낮은 학생은 과제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선택권 제공이 효

과적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즉, 학습자의 수준과 특성에 따라서 선

택의 범위와 과제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제시할 지가 

자율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과제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유능감은 사회적 환경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어떤 일을 효과적으로 수

행했을때 느끼는 감정으로 자신이 가진 능력자체라기보다는 자신감에 가

깝다(Ryan & Deci, 2002).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유능감은 Bandura(1977)

가 제시한 자기효능감(self-efficacy)와 비슷한 개념이나 다소 차이가 있

다. 자기효능감이란 어떤 일을 수행하기 전에 그 일을 자신이 얼마나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이다. 즉, 어떤 일을 수행 하기 전에 내가 가

진 능력에 대한 기대나 믿음은 자기효능감에 해당되고 그 일을 수행하고 

난 결과에 따른 내 능력에 대한 감정이 유능감이라고 할 수 있다. 유능

감을 느낄수록 자기효능감은 높아지므로 둘은 상호작용하는 감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학습자의 능력보다 낮은 수준의 과제를 성공하는 경

험은 유능감을 느끼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두자리 수 곱셈을 할 수 있는 학습자가 구구단을 외울 수 있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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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감을 느낄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유능감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

는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에 최적화된 수준의 도전적인 과제를 만

났을 때만 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고 설명한다. 즉, 너무 어렵

거나 너무 쉬우면 학습자는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

습자가 해결하는 데에 흥미를 느낄만한 적당히 난이도가 있는 과제를 설

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가 

한 교실에 혼재하므로 모든 학생이 학습 과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

려면 과제의 난이도는 다양하게 제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능감은 그동안 자신이 수행한 결과의 누적으로 얻게되는 감

정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수반한 행동이 효과적이었다는 긍정적 피

드백은 유능감 만족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김난도(2012)가 사람

이 가장 동기가 잘 유발되는 상황은 성장의 기쁨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 

주장한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는 사람들은 등산, 마라톤, 골프와 같

은 다양한 취미활동 중에서 보통 자신이 잘하는 활동을 취미활동으로 삼

고 본인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하지 않음에도 격렬하게 빠져드는 이

유는 점수나 기록이 향상되면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이

라고 하였다. 즉, 점수나 기록의 향상이 자신의 수행결과에 대한 긍정적

인 피드백이 된 것이다. 학습과제에 학습자가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하

려면 학습자에게 수행결과가 나아지고 있다는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매우 낮고(Choe, 

2016),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수포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

은(서울특별시 교육청, 2018)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현재 학교교육에서 

모든 학생은 정해진 학습량을 정해진 시간 안에 학습해야 한다. 만약 학

생의 학습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기 어렵

게 된다. 따라서 점점 추상화되는 수학학습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이런 과정이 누적됨으로써 유능감을 느끼지 못했고 좌절

로 이어진 것이다. 교사는 학습과제를 설계할 때 수행결과에 대해 피드



27

백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야하고 모든 학생이 자신이 노력만 한다면 수

행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1명의 교사가 여러 명의 학생을 제한 시간 안에 상대해야 하는 

학교 현장에서, 학습과정마다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학교 현장에서 모든 학생에게 유능감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이런 어려움을 보완할 시스템이 필요하다. 

 

2.2. 내재동기와 터틀 쌓기나무 환경  

  

Rieber(1996)은 ‘놀이’를 학습에 있어서 강력한 중재자로서 관찰하였

다. 그는 놀이가 보통 자발적이고, 외적인 보상 없이도 내적으로 동기화

되어 참여하는 활동으로 정의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동안 놀이는 어

린 시절에 필요한 활동으로만 여겨지고 성인으로 갈수록 학습에 비해 가

치가 적은 활동으로 치부되어 왔는데, 그는 놀이를 학습에 대한 동기를 

오랫동안 지속해줄 수 있는 전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런 놀이를 컴퓨터 공간에서  구현한 것이 마이크로월드(microworld)이

다. 마이크로 월드는‘컴퓨터와 함께 학습(learning with computers)’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학습자가 물리적 대상을 직접 만들 수 있는 놀이공간

을 컴퓨터 속에 구현한 것이다. 마이크로 월드는 교수주의(instructionism)

에 따라 만들어진 CAI에서 컴퓨터를 통해 학습을 했던 것과 다르다(김화

경, 2006). 스페인어를 배우려면 스페인에 가서 살아야 한다는 것처럼 학

습자로 하여금 마이크로월드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 마이크로월드의 구성 

원리이다(Rieber, 1996). 

놀이를 할 수 있는 마이크로월드에서 자율성을 느낄 수 있음은 자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마이크로월드에서의 놀이활동은 어떻게 학습과 연결이 

될까? 마이크로월드는 constructionism을 기반으로 구현된 학습 환경으로 

레고 만들기처럼 자유롭게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물리적 대상

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로월드에 내재되어 있는 지식의 구조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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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적으로 습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표상을 활동적(Enactive), 

영상적(Iconic), 상징적(Symbolic)으로 구분하여 어떤 학습자이든지 지식의 

구조를 학습자의 발달단계에 맞는 표상으로 제공하면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고 주장한 Bruner와 같은 맥락이다(조한혁, 2003). 이를 

Papert(1980)은 만드는 과정을 통해 배운다는 뜻으로서 ‘디자인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esign)'이라고 하였다. 

constructionism은 지식은 단순히 전이되고 유지되는 상품이 아니라 학

습자가 경험하는 과정에서 재구성된다는 Piaget의 constructivism과 학습

관을 공유한다. 단, constructionism은 학습자가 지식을 구성하는데 필요

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학습 환경 즉, 도구(media)를 제공하는 것을 강조

한다(Ackermann, 2001). 그동안 구성주의 이론이 21C 인재 양성에 적합

한 교육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능동적이지 않은 학습자들은 학습대상보다

는 놀이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공통적인 약점으로 지적받아 

왔기에(Driscoll, 2005; 최인용, 2014, 재인용), constructionism은 학습자가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론을 제기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constuctionism을 기반으로 구현된 마이크로월드는 

학습자가 자율성을 느끼며 놀이하는 과정에서 지식의 구조를 내면화하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마이크로월드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Papert(1980)의 Logo가 있다. 

Logo는 평면위의 도형과 운동을 ‘가자’와 ‘돌자’의 기본 행동의 합

성으로 파악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그림을 아바타인 터틀을 통해 그릴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다. 그러나 Logo는 문법이 복잡하여 익히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2D로 이루어진 환경은 만들 수 있는 구조물이 다양하

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조한혁, 송민호(2010)은 Logo언어보다 더

욱 간단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3D환경에서 쌓기나무로 입체도형을 구성

할 수 있도록 Logo를 발전시킨 터틀 쌓기나무 환경을 제시하였다. 3D 

공간에서 정육면체의 쌓기나무를 기반으로 인공물을 구성하면, <표 Ⅱ

-4> 와 같이 더 실재에 가까운 모습으로 구현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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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할 수 있는 인공물이 광범위해지면서 학습자는 조작활동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구조물의 복잡도는 학습자에게 

다양한 수준의 도전으로 다가가게 된다.  

이는 3D 공간에서 마우스 클릭으로 정육면체를 쌓아 창작물을 만드는 

샌드박스형 게임 ‘마인크래프트’에서도 관찰된 바 있다. 윤현정(2015)

에 따르면‘마인크래프트’에서 <표 Ⅱ-5>와 같이 창작물을 만드는 과정

을 기록해 공개하는 영상이 3만 5천 건 이상 업로드 되었는데, 이는 사

용자 각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완성하는 데서 유능감을 느낀다는 것을 보

여준다. 이때 창작물의 난이도는 매우 다양했기에 사용자 각자가 자신의 

수준에서 자신만의 도전 목표를 세워 성공하는 경험을 만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실행식은‘앞, 뒤, 좌, 우, 위, 아래’ 에 해당하는 ‘s, t, l, r, 

u, d'의 6가지 기본 기호로 시작하는데, 이 기호는 신체활동에 기반한 기

호로 초보학습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 개인이 경험을 통해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은 익숙하지 않는 외부 자극을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체계 내에 포함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학습자에게 가장 익

숙한 체계인 자신의 신체적 활동을 바탕으로 한 기호는 좀 더 손쉽게 내

면화될 수 있다. 이에 Bruner의 EIS이론을 비롯하여 다양한 학습이론에

서 신체적 활동을 지식 형성의 기초 단계로 나타내고 있다(조한혁, 송민

호, 2014). 

현실 세계 터틀 쌓기나무 환경 

<표 Ⅱ-4> 현실세계와 터틀 쌓기나무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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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 신체적 활동에 기반한 기호로 작성된 실행식을 치환과 변수 등 

추상적인 수학적 개념을 가진 기호를 사용하여 실행식을 구조화할 수 있

다. 초보자도 이해하기 쉬운 기호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추상화된 기호

를 사용하도록 하여 모든 학습자의 인지적 수준에 일치할 수 있는 환경

은 마이크로월드의 중요한 특징이다(Rieber, 1996). 이는 ‘바닥은 낮게 

천장은 높게’라는 말로 설명되기도 한다(papert, 1980). 

이러한 학습환경이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학습의 발달을 학습자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Rieber, 1996). 학습자에 따라서 발달 

속도는 다르기 때문에 각 기호가 내면화되는 속도가 다르다. 따라서 s, 

t, r, l, u, d 가 내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치환기호를 사용하면 사용할 

수 없거나 암기로 접근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터틀 쌓기나무 환경에서

는 자율적으로 학습속도를 조절할 수 있기에 모든 학습자는 지식의 구조

를 내면화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Rieber(1996)또한 학습 속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야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학습에 대한 책임

을 지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터틀 쌓기나무 환경에서는 어떤 능력을 가진 학습자도 자신에

How to build a modern house  
How To Build A Castle Tutorial : 
Barracks tutorial ( Medieval ) Survival 
castle

출처 : https://youtu.be/-LcdpQ2LLK0
출처 : https://youtu.be/63sJnJLJCeA

<표 Ⅱ-5> 인터넷에 업로드 된 마인크래프트로 건축물 만들기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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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맞는 수준에서 학습을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발달 속도에 맞춰 

자신의 실력보다 다소 높은 목표를 설정하여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앞서 자기결정성 이론(SDT)에 따르면 도전적이되 자신의 능력으로 할만

한 도전을 수행했을 때 유능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 모두에게 최적화된 수준의 과제를 제

공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터틀 쌓기나무 환경이 개별적이

면서 지속적으로 최적화된 수준의 과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현장의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는 학습환경으로 기대된다. 

게다가 컴퓨터 화면으로 시뮬레이션된 이미지는 학습자에게 긍정적인 

피드백도 제공할 수 있다. 실행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학습자 내적으로 

형성된 이미지를 내적표상이라고 할 때, 시뮬레이션 된 이미지는 외적표

상이 된다. 외적 표상이 내적표상과 일치하면 학습자는 자신의 사고과정

이 옳았다는 피드백을 받게된다. 앞서 유능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자신이 

수행한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개별적

이면서도 즉각적으로 자신의 행동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

을 수 있다는 점은 1대1 과외가 아니기에 교사가 일일이 매 순간 모든 

학생의 수행결과를 칭찬해줄 수 없는 현실에서 매우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터틀 쌓기나무 환경에서는 모든 학생이 학습활동 내내 자

신의 능력에 최적화된 도전을 수행할 수 있고, 성공했을 경우 긍정적인 

피드백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수행은 학습자에게 진정한 재미도 선사

해준다. 이를 Papert(1999)는 ‘hard fun'이라고 하며 깊이 사고하고 탐

구하여 얻게되는 즐거움으로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하였고 

Constructionism의 8가지 big idea 중의 하나로 꼽았다(정진환, 2015, 재인

용). Rieber(1996)는 이러한 즐거움이 몰입과도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몰입은 Csikszentmihalyi(1997)가 ‘인간은 언제 제일 행복한가’에 대

한 답을 찾기위해 심리학적 지식과 방법을 적용한 연구로, 다른 어떤 일

에도 관심이 없을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푹 빠져 있는 상태를 말



32

한다. 이 연구결과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기 보다는 지루하고, 공허하다고 느끼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몰입은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끼는 즐거움과는 다르다. 그

는 이를 쾌락과 즐거움의 차이라 설명한다. 쾌락이란, 생물학적 프로그

램이나 사회적 환경에 의해 설정된 기대 수준이 충족되었다는 정보를 우

리가 의식하게 될 때 느끼는 만족감으로 충분한 수면, 맛있는 음식을 취

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다. 그러나 쾌락은 정신적 성장까지 일으키지 못

하기에 대개의 경우 쾌락을 느낀 이후에는 덧없다고 느낀다. 몰입은 삶

을 보람있게 만드는 즐거움과 유사한 것으로 이전에 기대했던 바를 성취

하거나 자아가 확장된다고 생각될 때 느끼는 즐거움이다. 

몰입은 철인 3종 경기, 히말라야 등산 등 극한의 도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심지어 갓 

태어난 아이들이 말을 하고 걷는 등 새로운 능력을 학습할 때도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어린아이 때도 경험했던 몰입이지만 중·고등학생이 되

어 학교교육을 받기 시작하면 ‘학습’이 외부의 요구에 대한 반응이 되

면서 학습에서 성장하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수학교육의 상황을 설명한다. 그동안 TIMSS나 

PISA 결과에서 우리 나라 학습자들이 수학에 대한 능력은 우수하나 흥미

나 태도는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Choe, 2016). 

그렇다면 수학교육에서 몰입을 경험할 수는 없을까? 

Csikszentmihalyi(1997)는 몰입의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경험을 최적 경험

(optimal experience)이라 하면서, 문화·사회 계층 ·연령·성별과 상관 

없이 최적경험은 공통점을 갖는다고 했다. 그는 공통점으로 9가지를 설

명하고 있는데 그 중 학습환경 설계에 접목할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능력을 요하는 도전적 활동이어야 한다. 개인이 도전에 직면하여 

자신의 능력에 집중할 때 몰입은 일어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전의 

수준이 개인의 능력보다 적절히 높아야 과제 수행에 빠져들게 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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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Ⅱ-2]와 같이 만약 능력보다 도전의 수준이 현저히 낮으면 지루함을 

느끼고 현저히 높으면 불안을 느끼게 된다. 이를 학습의 관점에서 해석

하면 학습과제의 난이도는 학습자의 능력보다 적절히 높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Ⅱ-2] 학습능력, 과제의 도전 수준과 몰입과의 관계                   

             (Csikszentmihalyi&Larson, 1984; 김진호, 2003, 재인용)

 

둘째, 명확한 목표와 피드백이다. 사전에 명확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어

야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인지할 수 있

다. 그래야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 수 있고 이 과정에 집중하면 

몰입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미술 작품 하나를 완성하는 과제보다 

통합적인 목표가 없이 매번 다른 유형의 문제가 제시되는 수학 수업에서 

몰입을 경험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문제 하나를 명확한 목표

로 본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최적경험이 될 수 있다. 명확한 목표

는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이 있어야 몰입으로 이끌 수 있다.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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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피드백이란 수행을 모두 마친 후에 시험 점수와 같은 방식으로 받

는 것이 아니라, 수행과정에서 즉각적으로 자신이 활동을 제대로 수행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피드백을 받는 것이다. 그래야 목표를 향해 지

속적으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테니스선수가 볼을 칠 때 

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바로 바로 알게 되는 것, 암벽 등반가가 다음 

동작에서 떨어지지 않고 잘 나아갔는지를 관찰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 

따라서 학습상황에 비춰보면 학습과정 내내 수행이 올바르게 이뤄지는지 

여부를 즉각적으로 학습자가 알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내가 이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는 외부에

서 돈, 좋은 조건 등 보상을 걸고 제공하는 활동을 할 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때 몰입을 경험한다는 의미이다. 이

는 외적인 보상이 아니라 그 자체를 수행하는 것이 보상이 되는 행동을 

할 때 몰입을 경험한다는 것과 연관된다. 내가 즐거워서 시작하고 수행

하는 과정 전체를 내가 조절할 수 있어야 몰입은 일어날 수 있다. 학습

상황에 비춰보면 성적우수상이나 스마트폰을 사주는 보상은 몰입을 이끌

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자가 활동 자체에 흥미를 느끼고 수

행과정을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때 몰입이 일어날 수 있

다. 

종합해보면 능력을 요하는 도전적인 활동을 명확한 목표아래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으며 수행할 때 만족되는 감정은 유능감의 만족과 유사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감정은 자율성의 만족과 유사하다. 즉, 유능감과 

자율성의 만족은 몰입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몰입을 연구한 다양한 

선행연구에서도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은 몰입에 필수적이며 내재동기를 

매개로 몰입을 경험하게 한다고 설명한다(석임복, 2007; 이유진, 2007; 이

지혜, 2009). 따라서 실행식 기반의 패턴의 일반화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

에서 학습자는 심리적 욕구가 만족되어 내재적으로 동기화되어 참여하

고, 나아가 몰입까지도 경험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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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상화 자동화 역량에 대한 고찰

3.1. 추상화 자동화 역량과 실행식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 : CT)은 해결 방안이 효율적으

로 처리될 수 있도록 문제와 해결방안을 일반화하는 인지 과정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컴퓨터 과학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갖추어야할 능력으로 여겨진다. CT의 핵심요소로는 추상화와 자

동화가 논의되고 있다. 여기서 추상화란 구체적인 사례에서 패턴을 파악

하여 일반화를 도출하는 것이고, 문제해결과정을 효율적으로 공식화하는 

것이 자동화이다(장경윤, 2017; 정영식, 신수범, 성영훈, 2017; Grover, 

Pea, 2012; Yadav et al, 2016; Wing, 2006; 김나리, 서용현, 조한혁, 2017, 

재인용). 그런데 이러한 추상화와 자동화는 사실 수학교육에서 추구해오

던 핵심적인 역량이다.  

김남희(1997)는 수학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몇 개의 구체적이고 특수

한 경우에서 나타나는 법칙을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경우를 흔히 경험하는 것 자체가 일반화의 사고를 문제해결과정에

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라 설명한다. 이때, 여러 가지 대상에서 공통

적인 속성을 이끌어내는 과정은 추상화이고, 논의의 대상을 관련된 개념

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의 전 범위로 확장하는 것이 일반화이다. 즉, 추

상화는 일반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일반화의 사고는 모든 수

학적 개념, 대상, 명제, 증명 등에 수반된다. 즉, CT의 추상화와 자동화

는 수학의 추상화와 일반화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추상화는 대상을 기호로 표현하여 특정 문맥에서 분리시켜 객관화된 

대상으로 다루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하나의 대상에서 벗어나 유한 

또는 무한개의 여러 가지 경우를 한 번에 표현하는 변수를 사용하면서 

일반화는 완성된다. 대수에서 제시되는 공식들은 이러한 일반화를 거쳐 

만들어진 것으로 여러 형태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게 하며 주어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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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김성준, 2003). 그러나 

많은 학습자들은 문자가 내포하고 있는 변수개념을 인지하지 못해 일반

화의 수단으로서 공식을 사용하지 못했을 뿐이다.  

Radford(2006)은 패턴의 일반화를 대수에서 추구했던 일반화를 경험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주목하였다. 대상과 대상간의 관계에서 변하는 것

과 변하지 않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일반화의 시작이라고 보았다. 패턴

의 일반화 단계는 <표 Ⅱ-6>와 같이 4단계로 설명된다(Friedlander & 

Tabach, 2001; 김성준, 2003, 재인용). 

그리고 김철호(2012)는 시각적 패턴은 다른 패턴에 비해 주어진 패턴

을 훨씬 다양한 방법으로 일반화하는 것이 가능함을 [그림 Ⅱ-3]와 같이 

Samson(2008)이 제시한 패턴 문제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만약 성

냥개비 패턴을 3, 7, 11, 15, 19, 23…으로 제공하면 항 사이의 지속적인 

차가 ‘4’라는 것에 주목하여 n-1이라는 일반화된 식을 얻는 정도에 

그치는데, 시각적으로 제공하면 9가지 방법으로 일반화된 식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유일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 스스로 패턴을 파악하게 되고 이는 일반화능력의 향상으로 이어

질 수 있다. 유일한 정답이 있는 과제는 학습자의 수행결과가 옳고 그름

으로 평가되기에 학습자는 자유롭게 생각해보려고 하지 않게 되기 때문

단계 내용

1단계 시작하는 단계
특별한 예가 학생들에게 주어지거나 또는 그들 스

스로 이러한 예들을 만든다. 

2단계
일반화를 형성하는 단

계

주어진 것 외에 또 다른 예를 생각하고 해결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일반화를 생각하게 된다. 

3단계
일반화를 명확히 하는 

단계
관찰된 패턴을 언어 또는 기호로 기술한다

4단계 정당화 단계
일반화된 식에 구체적인 패턴을 적용하고 확인한

다. 

<표 Ⅱ-6> 패턴의 일반화 단계(Friedlander & Tabach, 2001; 김성준, 200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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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구조물을 실행식으로 표현하는 실행식 기반의 패턴의 일반화 

활동 역시 시각적 패턴의 일반화로 일반화역량을 기르는 과제로 적합함

을 알 수 있다. 또한 반복되는 패턴은 치환기호로, 증가하는 패턴은 변

수기호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기에 실행식이 얼마나 구조화되었는지에 

따라 일반화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에 조아라, 조한혁(2017)은 실행식

의 구조화된 정도로 추상화와 자동화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목표를 <표 

Ⅱ-7>와 같이 제시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학습자가 할 수 있는 만큼 일반화를 할 수 있고 

그 만큼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 수학교육에서 주로 사용되는 

객관식 평가는 문제가 요구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학습자가 나아가지 못

평가요소 평가 목표

추상화

실행식을 축소하여 압축된 형태로 제시할 수 있다. 이를 ‘단순 나열 

→ 동위 문자 축소 → 치환’의 단계로 나누어 학습자의 수준을 평가한

다. 
자동화 추상화로 압축된 실행식을 반복 등의 재료를 통해 구조화 한다. 

<표 Ⅱ-7> 실행식의 추상화, 자동화역량 평가 목표(조아라, 조한혁, 2017) 

[그림 Ⅱ-3] 시각화 패턴 문제(Samson, 2008 ; 김철호, 201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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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틀린 것이 되어, 일부 단계까지 수행한 것은 평가되지 않았다. 그

리고 과정평가로 주로 사용된 서술형․논술형 평가는 문제를 이해하는 것

조차 어려워 시작을 하지 못하거나, 일반화의 수단으로서 문자식을 조작

하기 어려워 하여 백지를 내는 경우가 많았기때문이다(박석순, 김구연, 

2013). 이와 달리, 성취수준이 낮은 학습자도 이해할 수 있는 기호에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구조화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우수한 학

습자를 선별하는 과제가 아니라 모든 학습자를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나

아갈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3.2. 추상화 자동화 역량 평가규준 

학교현장에서 과제가 어떤 역량을 기르는 교육으로 잘 실행되려면 과

제결과물을 통해 역량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실

행식 기반의 패턴의 일반화 활동 수행결과에서 일반화 역량은 실행식의 

구조화 정도로 평가된다. 따라서 프로그래밍 활동에서 학습자가 작성한 

코드의 구조를 분석하는데 많이 사용된 SOLO 분류법(Biggs&Collis, 1982)

은 실행식의 구조를 평가하는데에도 적용할 수 있다.

Biggs 와 Collis(1982)가 고안한 평가 모델인 SOLO 분류(taxonomy)법은 

인지발달에 기초하여 수학 문제 해결에서의 추론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

로(장혜원, 1994, 재인용), 학습자들이 사고 과정에서 어떤 특성을 보이는

가에 대한 연구 중 하나이다. 그들은 인지발달단계를 Piaget의 인지발달 

단계 개념과 유사하게 추상화의 정도에 따라 운동 감각적, 직관적 영상

적, 기호적, 형식적과 같이 네단계로 보았다. 이 인지발달 단계에 기초하

여 학습자의 반응을 반응 요소의 구조에 따라 분류한 것이 SOLO이다. 

<표 Ⅱ-8>와 같이 반응 구조는 5개의 수준으로 구성된다. 

SOLO 분류법에 기초한 평가 문항으로는 열린 반응 형식(Open 

response format)과 닫힌 반응 형식(Closed response format)으로 두 가지 

양식이 있다. SOLO 분류법으로 학생 반응의 구조적 조직화를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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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원래 사용했던 것은 전자이고, 후자는 수학 문제해결능력 검사를 

위해 Collis, Romberg 등에 의해 보완, 개발된 것이다(고경선, 2013; 장혜

원, 1994). 

SOLO 분류 내용
전구조 반응
(Prestructural 
response)

주어진 질문을 그 목적에 맞게 이해하지 못하고 부적절하고 관련
이 없는 반응 요소들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단일구조 반응
(Unistructural 
response) 

문제와 관련이 있으나 제시되어 있는 오직 한 개의 반응 요소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문제를 부분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일관성 없이 중요 핵심을 거의 놓치게 된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학생들은 ‘교육된 추측’이라 불리는 것만 할 수 있다. 

다중구조 반응
(Multistructural 
response)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제시되어 있는 모든 반응 요소들을 이용하
여 질문에 답하게 된다. 그러나 반응 요소들 사이의 관련성에 대
해 인식하고 있지 못한 채 순차적으로 한 개씩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프로그래밍 능력으로 보면 코드를 한 줄 한 줄 설명을 할 
수 있거나 손으로 코드를 실행하여 특정한 변수의 최종값에는 도
달하지만 코드를 하나의 일관된 구조로는 보지 못한다. 

관계적 반응
(Re l a t i o n a l 
response)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자료를 이용하되 자료들 간의 관련성
을 파악하고 있어 마치 숲을 볼 수 있는 능력으로 프로그래밍 능
력으로 보면 특정한 코드의 부분이 어떻게 기능하는 지를 손으로 
작성해보지 않고 추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확대 추상화 
반응
( E x t e n d e d 
A b s t r a c t 
response)

제시되어 있는 반응요소뿐 아니라 제시 되어 있지 않은 요소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데 새롭고 추상적인 특징을 
이끌어 내게 되며 주어진 체제를 초월하여 일반화 할 수 있는 단
계이다. 학생들의 수행결과가 이 수준까지 도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과제가 설계되지는 않는다. 

<표 Ⅱ-8> SOLO 분류 기준(김휴진, 2009; Jimoyiannis, 2013)

열린반응 형식은 학생에게 풀 문제가 주어지고 학생의 반응을 SOLO 

분류 체계에 맞추어 해석, 평가하는 것이다. 닫힌 반응 형식은 어떤 정

보가 있는 상황에 대해 SOLO 분류체계에 따라 문제를 구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들어온 수를 세 번 더한 다음 2를 더하여 내보낸다. 따라서 

4가 들어오면 14가 나온다’는 규칙이 있는 상황을 제시한 후, 단일 구

조 반응을 보는 문제로 ‘14가 나오려면 어떤 수를 넣어야 하는가’, 다

중 구조 반응을 보는 문제로 ‘5가 들어가면 기계는 어떤 수를 내보내는

가’, 관계적 구조 반응을 보는 문제로 ‘41이 나왔다면 어떤 수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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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는가’, 추상적 구조 반응을 보는 문제로 ‘수 Y가 들어올 때 나오는 

수가 X라면 그 관계식을 써라’라는 문제족(stem)이 제시된다. 

SOLO로 학생의 반응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고

경선, 2013; 김휴진, 2009; Jimoyiannis, 2013), 모두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분류하는 열린반응형식으로 연구하였다. 김휴진(2009)은 

‘독서 대회 참가자에게 상금을 주는 방식 정하기’문제에 대한 수학적 

모델링 수행결과를 SOLO분류법을 활용하여 <표 Ⅱ-9>와 같이 평가하였

다. 다중구조 반응은 여러 변수사이의 관련성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중점으로 분류하였고, 관계된 모든 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관계적 반응으

로 분류하였다. 

 

반응구조 구체적 반응

전구조

- 문제를 이해하지 못함 

-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외적인 부분에 치중함

   예) 도서관 가는데 회비가 필요해요?

단일구조

- 문제에서 제시된 오직 한 개의 변수만을 고려하여 일반화된 수학적 모

델을 구성함. 

  예)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무조건 일등이 됨 

- 오직 한 개의 요소 내에서 수학적 모델을 일반화함  

다중구조

- 점수를 책정하기 위해 책과 관련된 여러 변수를 고려하지만 그들 사이

의 관련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수학적 모델을 구성함 

- 일반화된 수학적 모델을 구성하지만 자료간의 상호관련성이 부족하여 

상황에 따라 일관으로 적용되지 않음

관계적

- 점수를 책정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요인들이 고려되며 관계된 자료가 

상호 관련되어 사용됨 

- 일반화된 수학적 모델을 구성하며 일관성있게 적용함 
확대추상

화

문제의 특성상 연역추론을 통해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다양한 결론의 존

재성을 인정하는 이 단계까지 이를 수 없음

<표 Ⅱ-9> 수학적 모델링 반응 결과 SOLO 분류 기준(김휴진, 2009)

고경선(2013)은 기존 선다형문항이나 단답형 위주의 문항이 고등사고

능력을 평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단점을 보완하기위해 개방형질문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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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SOLO 분류법을 활용하여 반응을 분류하였다. ‘함수에 대해 상세하

게 기술하여라’라는 질문에 대한 학생의 반응을 분류한 것은 <표 Ⅱ

-10>와 같다. 전구조를 제외하고 분류기준을 선정한 것을 볼 수 있다. 

종합해보면 과제에 따라서 과제에 대한 반응이 5가지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과제에 대한 반응을 5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

라, 반응을 객관적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인지수준의 발달 정

도와 적합하도록 분류기준을 선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사고수준 분류기준

단일구조

함수의 뜻을 알고 있다 

함수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다. 

순서쌍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낼 수 있다. 

다중 구조
함수식이 주어질 때 함숫값을 구할 수 있다. 

함수식이 주어지면 대응표를 그릴 수 있다. 

관계적 구

조

함수를 대응표, 식, 그래프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해석할 수 있다. 

실생활 문제를 함수를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식, 대응표, 그래프 사이의 관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확장적 추

상화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표 Ⅱ-10> 함수 개방형 질문 반응 결과 SOLO 분류 기준(고경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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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습 과제 설계

1. 학습과제 목표 

앞서 언급했듯이 터틀 쌓기나무 환경은 학습자가 자율성과 유능감을 

느낄 수 있는 학습환경이다. 그러나 의도된 과제목표가 없으면 학습자는 

레고 만들기처럼 만들기에만 집중하여 사고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

을 수 있다. 따라서 자유롭게 만들되 <표 Ⅲ-1>과 같이 패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만들기 과제가 초기대수 경험으로 이어지도록 하였

다. 일반적으로 패턴은 반복패턴과 증가패턴으로 이루어지는데 패턴을 

일반화하는 과제는 반복패턴에서 증가패턴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증가한

다(정진환, 2015). 그리고 이명귀, 나귀수(2012)는 

     유형의 패턴일반화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ax 

유형에서 일반화 수행결과가 가장 높았고,    의 순

서로 낮은 수행결과가 나타났다. 즉, 상수항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갈 때 난이도는 증가한다(정진환, 2015,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반복되는 패턴을 상수항이 없는 패턴으로 구성하여 반복되는 부분을 쉽

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구성하였다. ax 꼴의 반복되는 패턴은 

다양하나, MiC 교과서에서도 제시되었듯이 이미지로 반복되는 부분을 쉽

게 파악할 수 있도록 1번과 같이 ㄴ이 반복되는 패턴을 가장 난이도가 

낮은 반복되는 패턴으로 선정하였다. 그 후, 반복되는 부분을 다양하게 

찾을 수 있는 직사각형 모양을 난이도가 다소 있는 반복되는 패턴으로 

선정하였다. 더불어 직사각형 모양의 패턴은 모든 구조물의 기본이 되는 

모양이기도 하고, 직사각형 모양에서 한 줄이 반복되는 패턴을 입체 구

조물에서 한 면이 반복되는 패턴으로 응용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계단 모양의 패턴을 가장 기본적인 증가패턴으로 선정하였다. 직

사각형 모양은 한 줄을 대상으로 보게 되는데, 고정된 값이었던 각 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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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기나무 개수가 점점 증가한다고 생각하면 계단모양이 되어 직사각형 

모양의 패턴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또한 2개의 계단모양을 붙이면 

아치가 만들어 지는 등 응용가능성 또한 높다. 증가패턴은 상수항이 없

는 패턴에서 상수항이 있는 패턴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증가한다(정진환, 

2015). 따라서 <표 Ⅲ-2>와 같이 상수항이 없이 증가하는 패턴(5번 패턴)

과 상수항이 있는 증가하는 패턴(6번 패턴)으로 계단 모양을 구성하였다. 

내재된 패턴 세부과제

반복되는 패턴으로 

이루어진 세부과제

1 2

3 4

증가되는 패턴으로 

이루어진 세부과제
5 6

<표 Ⅲ-1> 내재된 패턴에 따라 제시된 세부과제

단, 성취수준이 낮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을 계획하는 바, 이 패턴

을 어떻게 조합해서 자유롭게 건축물을 완성해야 하는 지에 대한 예시를 

제시해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과제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좁으면 자율성을 느끼지 못하고 

너무 많아도 어떻게 시작해야할 지 난감해하여 자율성을 느끼는데 어려

움이 있기 때문이다(소연희,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 Ⅲ-2>와 

같이 숭례문과 대교를 건축물 완성품의 예시로 제시하였다. 숭례문의 담

과 울타리, 대교의 도로는 세부과제에 제시된 반복패턴으로 구성이 가능

하다. 숭례문의 계단, 아치, 대교의 트러스구조와 현수교는 증가패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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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이 가능한 구조물이다. 단, 숭례문과 대교를 만드는 데 대각선이 필

요하여 4번과 같이 대각선모양을 반복되는 패턴 세부과제로 추가 구성하

였다.

숭례문 참고 자료 출처 대교 참고자료 출처

http://cafe.na

ver.com/blac

kandmint/227

5

http://cafe.na

ver.com/mine

craftpe/18401

31

<표 Ⅲ-2> 예시로 제시된 숭례문과 대교 참고자료

그리고 이 목표가 학습자에게 더욱 의미있는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우

수 작품은 3D 프린터로 출력해줄 것을 약속하였다. 

2. 초기대수 경험으로서 교수학습과정 구성

김남희(1997)은 변수개념의 본질을 정적측면과 동적측면으로 구분하고, 

정적측면으로서의 변수개념을 먼저 형성한 후 동적측면으로서의 변수개

념을 형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초기대수 경험 또한 이

러한 방향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적측면으로의 변수개념

우선, 정적측면으로의 변수개념을 형성하기 위해  [그림 Ⅲ-1]과 같이 

반복되는 패턴을 하나의 대상으로 보고, 치환기호로 정의한 후 ‘do 

(n)X’와 같이 치환기호로만 실행해보는 과제를 제시한다. 이 과제를 통

해 학습자는 X라는 기호에 어떤 대상을 담을 수 있다는 이미지를 갖게 

되어 X라는 기호를 이해하는 기반이 된다. 나아가 X에 다양한 패턴을 

담는 경험을 통해 문자에 담기는 내용은 수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문자 사용의 일반성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이 경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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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김남희(1997)연구결과에서 드러난 문자가 나타내는 대상을 수에 국한

시키는 인지적 장애 또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do 2s[3u]2s[3u]2s[3u] X=‘2s[3u]’
X=‘2s[3u]’

do 3X 
치환 기호 사용하지 않음 치환 기호로 정의 치환기호 사용함 

[그림 Ⅲ-1] 치환 기호 사용예시

반복되는 패턴을 치환기호를 사용하여 표현해보는 과제는 <표 Ⅲ-3>과 

같이 진행하였다. 세부과제를 웹상의 게시판에 제시하고, 알맞는 실행식

을 활동지에 작성하도록 하였다. 반복되는 기호의 나열에서 패턴을 파악

하기 쉽도록 처음에는 치환을 사용하지 않고 실행식을 작성하도록 했고, 

그 후에 이 실행식에서 반복되는 부분을 찾아 치환기호를 사용하여 좀 

더 짧게 줄여보도록 하였다. 이 때, 본인이 작성한 실행식이 맞는지는 

과제

번호

코딩 실행창에 표현되는 블록 

구조물
과제가 제시된 게시판 

자바말1

자바말1 실행을 클릭하면 
왼쪽 자바말 1에 해당하
는 블록구조물이 생성된
다. 
그러나 구조물을 만드는 
실행식 코드는 보이지 않
는다.

자바말2

자바말3

자바말4

자바말5

자바말6

<표 Ⅲ-3> 세부과제 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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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작성한 실행식을 실행 후 얻은 이미지가 제시된 이미지와 맞는지

를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때, 실행되서 얻은 이미지는 학습자가 

작성한 실행식에 대한 외적 표상으로 피드백 역할을 하였다. 

 

동적측면으로의 변수개념

 

do s[3u]s[5u]s[7u]s[9u]
X=‘s[(n)]u (n=n+2)’

n=3

X=‘s[(n)]u (n=n+2)’

n=3

do 4X 

변수 기호 사용하지 않음
한 줄을 대상으로 보고 

증가하는 규칙을 찾음

변수 기호를 사용하고 초

기값을 3, 증가하는 양은 

2로 표현함 

[그림 Ⅲ-2] 변수 기호 사용 예시 

  

실행식에서 ‘변수기호’는 규칙을 가지고 변하는 패턴을 표현할 때, 

기호의 힘이 발휘된다. 증가되거나 감소하는 패턴을 ‘변수기호’를 사

용하여 표현하려면 [그림 Ⅲ-2]와 같이 어떤 모양을 단위로 했을 때, 증

가하거나 감소하는 규칙이 보이는 지를 판단한 후 찾은 규칙을 변수의 

시작값과 변화하는 값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때, n은 가질 수 있는 값이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하면서 실행되고, 그 값이 쌓기나무 개수로서 이미

지로 표현되기 때문에 학습자는 어떤 하나의 대상이 계속적으로 증가하

거나 감소하는 동적측면으로의 변수개념을 경험하게된다. 이는 바로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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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이해하는 것과 연결된다. 

증가하는 패턴에서 패턴을 찾는 활동을 하기에 앞서 변수기호의 내면

화를 위해 [그림 Ⅲ-3]과 같이 다양한 예시문을 제공하고, 예시문을 실행

하면 어떤 구조물이 나올지 예상하여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였다. 그 

후에 실행식을 실행해본 후 얻어진 이미지와 본인이 예상한 그림과 비교

하고, 틀리다면 어떤 부분을 잘못 해석하였는지 찾아보도록 하였다. 즉, 

실행하여 얻어진 이미지는 학습자가 가진 생각에 피드백을 제공하게 된

다. 이러한 방식은 자신의 학습 속도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변수를 이용하면 간단한 명령어로 계단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

왼쪽과 같이 명령어를 입력하면 오른쪽과 같은 계단모

양이 나옵니다. 

그 이유 :

 n=0   → s[0u] → 

                                  n=1   → s[1u] →  

  

                                  n=2   → s[2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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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0

do 3X

명령어 코딩 해석
결과 (그림으로 그리세
요)

증가패턴

X=‘s[(n)u] (n=n+1)’
n=0
do 3X

s[0u]s[1u]s[2u]

B=‘s[(a)u] (a=a+2)’
a=3
do 4B 

도전 과제 

X=‘3s[(n)u] (n=n+1)’
n=2
do 4X

감소패턴
A=‘s[(c)d] (c=c-1)’
c=5
do 4A

[그림 Ⅲ-3] 변수기호 학습 활동지(변수 기호 해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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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교사가 각 예시를 설명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1번째

4번째 1) 1번째의 쌓기나무 개수에서 do s에서 s에 해당하

는 부분을 제외하면 몇 개가 있는가? 

2) 쌓기나무가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
3) 쌓기나무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방향이 위인가? 
아래인가?
4) 쌓기나무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개수는 몇 개
인가?
5) 맨 위에 있는 예시를 참고하여 실행식을 작성해
보시오. 

1) 1번째의 쌓기나무 개수에서 do s에서 s에 해당하

는 부분을 제외하면 몇 개가 있는가? 

2) 쌓기나무가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
3) 쌓기나무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방향이 위인가? 
아래인가?
4) 쌓기나무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개수는 몇 개
인가?
5) 맨 위에 있는 예시를 참고하여 실행식을 작성해
보시오. 

도전과제!!!!

왼쪽 그림을 만드는 실행식을 작성하시오. 

[그림 Ⅲ-4] 변수기호 학습 활동지(패턴 찾아서 변수기호 사용해 실행식 작성하기)

동시에 문자의 유연성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 X, n이외에 다양한 기호

를 사용하여 어떤 대상을 표현하는 기호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이 경험을 통해 김남희(1997)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변수를 표시하는 기호가 변하면 내용도 변한다는 인지적 장애를 극복하



49

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 후 [그림 Ⅲ-4]와 같이 증가패턴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패턴을 찾아 

변수기호를 사용한 치환기호로 표현해보도록 하였다. 이때 패턴은 상수

항이 없는 패턴과 있는 패턴을 모두 제시하여 난이도를 다양하게 구성하

였다. 나아가 학습수준이 높은 학습자를 위해 규칙적으로 변하는 줄과 

변하지 않는 줄이 함께 존재하는 패턴과 변하는 규칙이 2개 이상인 패턴

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하게 응용하여 구조물을 완성하길 기

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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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료수집 도구  

1. 변수개념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변수개념의 이해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검사지를 

사용하였다(이종영, 1994; 박숙현, 2009; 조민경, 2009). 박숙현(2009)은 

Sutherland가 제안한‘변수개념 이해 정도를 분석하기 위한 7가지 범

주’를 참조하여 문항을 개발하여 변수개념 검사지로 사용하였다. 각 문

항에서 평가하는 변수 개념 이해 내용은 <표 Ⅳ-1>와 같다. 이를 참고하

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구성은 <표 Ⅳ-2>와 같다. 

단, 임의의 변수명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다른 변수

명이 같은 값을 표현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과 맞물려있다. ‘서로 다

문항 Sutherland(1989)의 변수 개념 이해 정도를 분석하기 위한 범주

1

변수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용

: 변하는 수학적 대상들의 변하지 않는 관계를 인식하여 그 대상을 문자로 

고정 시킬 수 있는가?

2

한 변수가 많은 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변수의 임의성)을 이해

: 변수가 특정한 한 값을 취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변하는 많은 수를 

표현한다는 것을 인식하는가?

3

임의의 변수명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

: 변수의 표현으로 특정 문자가 아니라 임의의 문자가 사용될 수 있음을 인

식하는가?

4
다른 변수명이 같은 값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

: 다른 문자가 꼭 다른 값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가?

5
완전성의 결여(lack of closure)를 수용

: 식 자체를 하나의 탐구 대상으로 인정하는가?

6
일반화를 표현하기 위하여 변수를 사용 가능 

: 변수가 포함된 두 식간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는가?

<표 Ⅳ-1> 변수개념 검사지(박숙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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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기호가 같은 값을 가질 수 있는지’를 이해했는지 묻는 질문을 박숙

현(2010)은 ‘임의의 변수명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였는지를 

평가하는데 사용했고, 이종영(1994)는 ‘변수명이 다른 두 변수가 같은 

값을 가질 수 있는지’를 이해했는지 평가하는데 사용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하나의 문항으로 두 가지를 모두 평가하는데 사용하였다. 그리

고 ‘완전성의 결여를 수용’하였는지는 박숙현(2010)에서 사용한 문항

과 연구자가 개발한 문항을 모두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표 Ⅳ-3>과 같이 면담을 통해 본 연구에서 설계한 학습환

경이 변수 개념과 대수식에 대한 개념이미지를 정립하는데 효과적이었는

지를 알아보았다. 

문항 Sutherland(1989)의 변수 개념 이해 정도를 분석하기 위한 범주

1

변수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용

: 변하는 수학적 대상들의 변하지 않는 관계를 인식하여 그 대상을 문자로 

고정 시킬 수 있는가?

2

한 변수가 많은 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변수의 임의성)을 이해

: 변수가 특정한 한 값을 취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변하는 많은 수를 

표현한다는 것을 인식하는가?

3

임의의 변수명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

: 변수의 표현으로 특정 문자가 아니라 임의의 문자가 사용될 수 있음을 인

식하는가?
다른 변수명이 같은 값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

: 다른 문자가 꼭 다른 값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가?

4
완전성의 결여(lack of closure)를 수용

: 식 자체를 하나의 탐구 대상으로 인정하는가?

5
완전성의 결여(lack of closure)를 수용

: 변수를 포함하는 식 사이의 이차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6
일반화를 표현하기 위하여 변수를 사용 가능 

: 변수가 포함된 두 식간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는가?

<표 Ⅳ-2> 변수개념 검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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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재동기 및 몰입

내재동기가 유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검사지는 ARCS의 학습동기 

검사지나 학습의지, 가치, 흥미와 함께 내적동기를 평가하는 정의적 영

역에 대한 검사지 또는 자기결정성 이론에 기반한 동기유형을 묻는 검사

지가 사용되어 왔다(김미례, 2017; 김아영 외, 2012; 이환철 외, 2017). 

ARCS 검사지의 항목을 보면 새로운 접근이나 질문으로 호기심을 자극하

여 주의를 집중시켰는가를 묻는 주의집중, 나에게 유용하다고 느끼는지

를 묻는 관련성,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자신감, 수업이 나에

게 얼마나 만족스러운지를 묻는 만족감으로 이루어져 있다(김미례, 

2017). 이 항목들은 교수자가 학습자가 수업에 참여하고 싶도록 설계했

는가를 묻는 질문에 가까워서, 학습자가 어느 정도의 내재동기를 가지고 

수업에 참여했는지를 묻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다. 

이환철 외(2017)은 수학학습에 있어서 가치, 흥미와 같이 태도를 묻는 

정의적 영역에 대한 검사도구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였다. 검사문항 중에

서 내적동기를 평가하는 문항으로는‘나는 수업 내용 이상의 폭 넓고 깊

은 수학 지식을 쌓고 싶다’, ‘나는 새로운 수학 내용을 배우고 싶어서 

관련내용 질문

정적변수
치환을 사용한 실행식은 문자 x, y, a, b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문자식으

로의 전이
치환을 사용한 실행식은 식의 계산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동적변수
변수를 사용한 실행식은 함수에서 변수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문자의 유

용성

치환이나 변수를 사용한 실행식은 문자나 변수를 사용하는 이유를 이해하

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함수의 그

래프로의 

전이

변수를 사용한 실행식을 함수와 연계하여 만든 학습지는 변수의 개념과 

함수의 그래프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표 Ⅳ-3>  면담지 중 변수 개념이해에 관한 질문



                            

53

공부한다’를 사용하였다. 김아영 외(2012)는 Deci와 Ryan의 자기결정성 

이론에 기반하여 학습에 참여한 동기가 무동기, 통제동기, 내재동기 중 

어떤 동기유형인지를 물었는데, 내재동기를 묻는 질문으로 ‘나는 지식

을 쌓는 것이 재미있어서 공부한다’, ‘나는 모르는 것에 대한 해답을 

알고 싶어서 공부한다’, ‘나는 생각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공부한

다’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 질문들은 평소 학업 전반에 대한 질문으

로 본 연구에서 설계한 수업에 참여했을 때 일어난 내재동기를 평가하기

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한편, 몰입은 내재동기를 기반으로 활동에 참여하여 푹 빠져들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 몰입을 경험하였는가를 묻는 것이 

이 수업에 내재동기를 가지고 참여하였는가를 평가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몰입에 대한 검사지는 석임복과 강이철(2007)이 

Csikszentmihalyi가 설명한 몰입의 조건에 기반하여 몰입척도를 개발한 

검사지가 있다. 질문을 보면 <표 Ⅳ-4>와 같이 ‘ 나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때 다른 주변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가 있다. ’와 같이 본 연

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수업에서 이루어진 학습에 대한 내재적 동기유

발의 측정으로 적합하다고 보았다. 

이 몰입 척도는 평소 학업 전반에 해당하는 바, 본 연구에 알맞게 사

전검사에서는 ‘작년 수학수업’으로, 사후검사에서는 ‘실행식 기반의 

패턴의 일반화 활동’으로 한정하여 평가지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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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 내용

도전과
능력의 
조화

선생님께서 어려운 과제를 주셔도 나는 충분히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다.

선생님께서 문제를 내어 주시면 나는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한다.

과제가 주어지면 나는 해결하는 단계들이 머릿속에서 금방 떠오른다.

문제를 풀 때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정답이 저절로 떠오른다.

행동과
의식의
통합

나는 문제가 주어지면 자동적으로 해결한다.

나는 수업시간에 공부하는 것이 힘들지 않다.

나에게 공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에게 있어 공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나는 수업시간에 학습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 같다.

명확한
목표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

나는 수업시간에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있다.

구체적인
피드백

나는 수업시간에 내가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 수 있다.

나는 내가 주어진 과제를 정확하게 처리했는지를 알 수 있다.

공부를 하는 동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 수 있다.

공부를 할 때 나는 내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다

나는 공부를 할 때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과제에 
대한
집중

나는 수업 시간에는 수업 내용에 관심을 둔다.

나는 수업을 들을 때 선생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다.

나는 수업 내용이 재미있어서 수업에 열중한다.

통제감
아무도 나에게 공부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나는 열심히 공부한다.

나는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시키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공부한다.

자의식의
상실

나는 공부를 하는 동안 그 공부 내용에만 신경을 쓰는 편이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때 다른 주변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가 있다.

좋아하는 과목을 공부할 때면 그 공부 외에 다른 생각은 나지 않는다.

나는 내가 하는 활동에 열중하면 다른 것들은 잠시 동안 까맣게 잊는다.

나는 재미있는 공부에 열중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시간감각
의
왜곡

나는 좋아하는 공부를 할 때면 가끔 시간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

나는 공부에 열중하면 시간가는 줄 모를 때가 있다.

문제를 푸는 동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때가 있다.

자기목적
적
경험

나는 배우는 것 자체가 즐겁다.

나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

나는 공부하는 것을 즐긴다.

공부를 할 때 나는 행복하다.

나는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 그 자체가 재미있고 즐겁다.

나는 수업시간에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그 자체가 즐겁다.

<표 Ⅳ-4> 학습 몰입 척도 (석임복, 강이철,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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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파일럿 테스트

본 과제 적용에 앞서 겨울방학 방과후 수업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수행

하였다. 

1. 진행방법

터틀 쌓기나무 환경에서 변수개념을 경험해보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

됨을 안내 후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신청자는 예비 중학생 2학년(현재 1학년)2명, 예비 중학생 3학년(현재 2

학년)2명으로 총 4명이었다. 

2. 파일럿 테스트 결과

2.1 연구대상자 성취 수준 

변수개념 사전검사 결과는 <표 Ⅴ-1>와 같다. 표에서 쓰인 ○, △, ×

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 정답을 올바르게 나타낸 경우

  △ : 작성했으나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경우 

  × : 작성하지 못했거나, 작성했는데 오류가 심각한 경우 

S1 S2 S3 S4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표 Ⅴ-1> 변수개념 사전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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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S4은 변수개념에 대한 이해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다. 학생 S1 역

시 변수개념에 대한 이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4번 문항을 일부 해

결한 것은 문장제 문제를 식으로 변환하는 연습을 한 경험으로 답안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 S3은 변수개념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

어 있었으나 변수가 가지는 값의 범위, 식을 하나의 대상으로 다루는 것

과 같이 좀 더 세밀하게 이해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완전하지 않았다. 학

생 S2는 정확하게 변수개념을 이해하고 있었으나 일반화하여 식으로 표

현하는 데에는 아직 어려움을 보였다. 

2.2 실행식 기반의 패턴의 일반화 활동 수행 결과 

연구 대상자 모두 초등학교때 스크래치는 해보았지만 텍스트 코딩은 

처음이었다. 따라서 실행식 기반의 패턴의 일반화 활동에 대한 수행결과

는 코딩 경험으로 인한 중첩효과는 고려하지 않고 분석하였다. 

정적측면으로의 변수개념

[그림 Ⅴ-1]와 같이 제시된 쌓기나무 이미지에 알맞는 실행식을 댓글

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 치환기호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과제는 학생 S1

[그림 Ⅴ-1] 과제 수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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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외하고 모두 수행하였다. 학생 S1은 이 과제를 수행하는 수업에 불

참하여 수행결과가 없다. 학생 S2은 쌓기나무의 방향을 위, 아래로 파악

했고 학생 S3는 오른쪽 왼쪽으로 파악했다는 점이 달랐다. 각자 자신의 

관점에서 터틀의 방향을 해석했다는 점은 주어진 모양을 터틀이 그리는 

방향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학생 S4는 그림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찾기 어려워하여 우선 

‘suuddssuuddssuuddssuuddssuudd’와 같이 실행식으로 표현한 후에 실

행식에서 반복되는 부분을 찾도록 했다. 

그 후, 학습했던 반복되는 패턴을 이용하여 건축물을 만드는 활동을 

하였고 그 결과는 <표 Ⅴ-2>와 같다. 학생 S1과 S2는 결석으로 결과분석

에서 제외하였다. 학생 S3와 S4는 치환기호는 내면화 하였으나, 치환 기

호를 X가 아닌 다른 기호가 사용가능하다는 것은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학생 실행식 구조물

S3

X=‘[18sH8sC18s]’  sXlX
X=‘[17sH8sC17s]’  HsClXlX
X=‘[16sH8sC16s]’  HsClXlX
X=‘[15sH8sC15s]’  HsClXlX
X=‘[14sH8sC14s]’  HsClXlX
X=‘[15sH4sC15s]’  HsClXlX
X=‘[32s]’  HsClXlX
X=‘[30s]’  HsClX
X=‘H2sC2s’ 
Hls[C2s2XH7sC2sH2sC2sH2sC2s]Hl[C2s2XH7sC2s
H2sC2sH2sC2s]Hl[C2s2XH7sC2sH2sC2sH2sC2s]
H8tCs[43s]HlC[42s]HlsC[40s]HlsC[38s]Hl29sC18tl5
sH6sC6sl5tH6tC6tl17s 
l9s[35t]HlC[34t]HltC[32t]HltC[30t]

S4

X=‘u[30s]’  7X
do s [3u] 
X=‘3s[3u]’  9X
 do s28tuu 
X=‘u[27s]’  5X s [3u]
X=‘5s[3u]’  5X
do uu 
X=‘u[25t]’  5X

<표 Ⅴ-2> 반복되는 패턴을 이용하여 건축물 만들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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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동적측면으로의 변수개념 

학생 활동지

S2

S3

<표 Ⅴ-3> 변수개념 활동지 수행 결과 

학생 S4는 치환기호를 숙지하는데 시간이 걸려 동적측면으로의 변수개

념을 경험하는 과제는 하지 않고, 본인의 속도에 따라 치환기호 학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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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기로 하였다. 학생 S1은 결석으로 이 수행결과가 없다. 학생 S2와 

학생 S3는 수행과정에서 <표 Ⅴ-3>과 같이 X=‘s[(n)u]’로 학습했던 치

환기호에서 X, n 기호가 다양하게 변형되니 처음에는 다소 당황스러워

하였다. 그러나 X는 이름이고 ‘  ’안에 있는 실행식이 X에 담겨진다

는 것을 직접 치환기호를 사용하고 실행해보는 경험을 통해 X라는 이름

은 껍데기일 뿐,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음을 쉽게 이해하였다. 활동지에 

스스로 오류내용을 정정하는 과정을 보면서 두 학생이 이해하는 과정에

서 오류가 있는 부분은 실행된 그림과 본인이 생각한 그림과의 일치여부

를 통해 본인이 작성한 실행식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 실행식 구조물

S1

.........
Z='t[(n)u] (n=n-1)'    n= 4 
A='t[(m)u]t[(m)u]t[(m)u]  (m=m-1)'
    m=2 
S='s[(n)u] (n=n-1)'    n= 4
J='s[(m)u]s[(m)u]s[(m)u]  (m=m-1)'  m= 2
............
Z='t[(n)u] (n=n-1)' n= 10 

S2

...........
S='s[(n)r] (n=n-1)' n=7 5S
.............
B='s(m)ls(m)rH3sC' [Hl4sC3BH3sC3B]
S='s[(n)l] (n=n-1)' n=19 20S

<표 Ⅴ-4> 증가하는 패턴을 이용하여 건축물 만들기 결과 

그 후, 학습했던 증가하는 패턴을 이용하여 건축물을 만드는 활동을 

하였고 그 결과는 <표 Ⅴ-4>와 같다. 학생 S3는 변수개념은 학습했지만 

변수개념을 사용하여 건축물을 만들지 못한 것으로 볼 때, 내면화가 아

직 안된 것으로 보인다. 학생 S1은 지각으로 변수개념 활동지를 작성하

지 않았지만 본 연구자에게 구두로 설명을 듣고 바로 사용하여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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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였다. 학생 S1와 S2가 작성한 실행식에서 변수개념을 사용한 부분

위주로 정리한 것이 <표 Ⅴ-4>와 같다. 학생 S1과 S2는 학습한 변수개념

을 내면화하여 사용하였고, 문자의 유연성도 인지했음을 알 수 있다. 

2.3 변수개념 사후 검사 결과

S1 S2 S3 S4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표 Ⅴ-5> 변수개념 사후 검사 결과 

변수개념 사후 검사 결과는 <표 Ⅴ-5>와 같은데, 전반적으로 변수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설계한 학습

과제가 변수개념에 대한 심상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여진

다. 

특히 2번 문항질문인 y=ax+b에서 a, b가 의미하는 바에 대한 답변의 

변화에서 본 연구에서 설계한 과제의 역할을 확연히 알 수 있었다. 학생 

S1은 사전 검사에서는 전혀 그 의미를 몰랐다가 사후 검사에서 ‘a는 증

가되는 수, b는 밑밥’이라고 표현하였다. 학생 S2는 사전검사에서 2번 

문항 질문인‘a는 x의 계수, b는 상수항을 뜻한다’와 같이 암기에 의한 

답을 제시하였는데, 사후검사에서는 ‘a는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양, b는 

처음 값’으로 답변하였다. 학생 S3 또한 사전검사에서는 ‘a, b는 숫자, 

x, y는 문자’라고 답변하였는데, 사후검사에서는 ‘a는 상황에 따라 바

뀌는 수, b는 똑같이 주어지는 수, x는 바뀌는 것, y는 답’이라고 하였

다. 이 답변을 통해 변수개념을 다뤄보는 경험으로 a, b가 의미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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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엇인지 정확하지는 않아도 개념에 대한 심상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2.4 내재동기 및 몰입 

 

몰입 사전 사후 검사 결과는 <표 Ⅴ-6>와 같다. 실행식 기반의 패턴의 

일반화 활동수행에 대한 비교대상은 기존 수학학습 과제 수행으로 설정

하였다. 학생 S4는 사후검사결과에서 몰입도가 다소 하락했다. 사전검사

에서 척도결과를 모두 3점으로 체크한 것으로 볼 때 응답에 대한 성실도

가 낮았고, 하락 정도도 0.11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기호 다루는 

것을 어려워하여 실행식기반의 패턴의 일반화 활동을 하기 힘들어하였기

에 몰입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학생 S2는 사후 검사 결과 

상승 정도가 0.03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기존 수학 수업에 대

한 몰입도가 4점 이상이어서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실행식기반의 패

턴의 일반화 활동에서도 몰입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건축물의 완성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학생 S1과 학생 S3의 결과

로, 몰입도가 상당히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학생 S1과 학생 S3는 기

존 수학수업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인데 실행식 기반의 패턴의 일반

화 활동에서는, 학생 S1은 변수가 포함된 치환기호를 사용해서, 학생 S3

는 변수는 사용하지 못했지만 치환기호를 사용한 것과 같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집중하여 수행할 수 있었던 점이 몰입도의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S1 S2 S3 S4
사전 3.03 4.46 3.8 2.97
사후 4.71 4.49 4.29 2.86
변화도 +1.68 +0.03 +0.49 -0.11

<표 Ⅴ-6> 몰입 사전 사후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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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면담 결과 

변수개념

학생 S4는 실행식을 다루는 것이 어려워 변수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

이 되었다고 답하지 않았다. 이는 성취수준이 매우 낮은 학생은 실행식

을 다루는 것도 어려워 변수개념으로 전이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

한다. 따라서 성취수준이 매우 낮은 학생들을 위한 도움닫기 활동이 필

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학생 S1은 치환기호와 변수기호를 다뤄본 경험이 

학교수학에서의 변수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더불어

‘재미있게 문자와 식을 활용하는 것을 경험하며 배우니 문자와 식에 대

한 부정적인 시선이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다’라고 한 답변에서 본 연

구에서 설계한 학습과제의 취지가 올바르게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 S3 또한 변수기호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이해를 해야 다른 모양을 

만들어볼 수 있다는 생각에 노력하게 되었다고 답한 점은 학습에 앞서 

필요성을 체감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답변이었다. 학생 S2는 교과

서위주의 학습에서도 변수개념을 이해하긴 했지만, 변수개념을 더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이는 학생 S2의 변수개념 사후 검

사지의 변화에서 설명해주고 있다. 

종합적으로 실행식 기반의 패턴의 일반화 활동은 변수개념 형성에 도

움을 주고, 특히 기호를 추상화 할수록 더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은 변

수개념의 유용성을 느끼게 했음을 알 수 있었다. 

내재동기 및 몰입 

학생 S4는 s, t, r, l, u, d 로 표현하는 것도 어렵다고 할 만큼 실행식

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느꼈다. 그러나 ‘재미있지만 어려웠다’라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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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해서 대답한 것이 기존 수학수업에서 ‘어려워서 힘들었다’와 비교되

는 문항이었다. 학생 S1은 기존 수학수업은 ‘어렵고, 재미없다’고 답

했지만, 실행식 조작활동은 ‘재미있고, 행복했으며, 빠져들어서 했다’

고 답했다. 빠져들어서 한 이유로는 본인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일반화하는 과정이 어렵지만 노력해

서 이해하고 싶었다고 하였다. 학생 S3 또한 기존 수학수업이 어려워서 

따분했고,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는 수업이 답답했

다고 한 반면, 실행식 기반의 패턴의 일반화 활동은 기계적으로 식을 해

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해서 알맞는 식을 세우는 것이고 그 결

과를 이미지로 볼 수 있다는 점이 빠져들게 했다고 답했다. 학생 S2은 

본래 수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기존 수학수업에서도 재미있었지만 교

과서 위주의 수업은 아쉬웠던 반면, 본인이 작성한 실행식을 실행하면 

그림으로 표현되는 것이 실행식 조작활동에 빠져들게 만들었다고 답했

다. 종합해보면 자유롭게 만들어볼 수 있다는 점, 내 속도에 맞춰서 생

각하고 그 결과를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배우면 더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성취수준에 관계없이 노력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들게 한 

것으로 보였다. 

2.6 파일럿 테스트 후 보완한 점  

행동에 기반한 기호는 대체적으로 쉽게 이해하였지만 어려워하는 학습

자도 있었다. 그리고 치환기호와 변수기호를 숙지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은 학습자마다 상이하였고, 쌓기나무 이미지에서 반복되는 패턴이나 규

칙을 바로 찾기 어려워하는 학생에게는 도움닫기 역할을 하는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리고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 댓글로 답변을 작성하도록 하였

더니 본인이 작성한 실행식이 어떤 결과가 될지 생각하지 않고 터틀 쌓

기나무 환경에서 바로 실행해 본 후 옳은 이미지가 실행이 될 때까지 실

행식을 수정하였다. 따라서 학습자는 실행식에서 오류가 발생된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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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이런 학습과정은 외부자극으로 인한 인지 

불균형에 따른 수준상승이 아니라 시행착오를 통한 정답찾기에 가까웠

다. 따라서 댓글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을 찾는 활동을 

지필로 작성하고 실행된 결과를 생각해본 후 터틀 쌓기나무 환경에서 실

행해보는 활동으로 변경하였다. 

변수개념 사후 검사 결과에서 본 연구에서 설계한 실행식 기반의 패턴

의 일반화 활동이 학습자에게 변수개념에 대한 심상을 형성하는데 유의

미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 학생 S1, 학생 S3의 결과를 

보면 변수개념의 본질을 이해했어도 대수식 조작으로 완전히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변수개념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대수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것이 대수의 전부는 아니다. 대수

는 식을 조작하는 데 있어 수많은 규칙이 존재하는 영역이기 때문이

다.‘학생들의 합의’를 거치는 초등학교와 달리 중등학교에서부터는

‘학생들의 합의’를 간과함으로써 암기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지도되는 

규칙은 학습자가 형식적인 대수를 학습하기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

이기도 하다(김창수, 강정기, 2016; 이민정 외, 2012). 그런데 실행식에서 

계수 활용, 치환 문자 활용 등은 대수식의 조작과 상당히 유사하여(조아

라, 2018), 실행식을 다룬 경험은 대수식 조작에 대한 개념이미지로서 역

할을 할 수 있다. 단, 실행식에서는 사칙연산이 반영되지 않아 대수 문

자에서 학습해야 하는 모든 요소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조아라, 2018). 

따라서 추상적 사고력이 부족한 학습자에게는 실행식을 다룬 경험이 형

식적인 대수식을 이해하는 것으로 바로 전이되지 않을 수 있다. 전이란, 

한 과제의 성공적인 학습은 두 과제가 어떤 같은 요소를 갖고 있는 범위

에서, 두번째 과제의 학습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하

보금, 2010). 따라서 실행식에서 문자를 다뤄본 경험이 대수식 조작으로 

전이가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수업을 구성하였다. 

1명을 제외한 3명이 몰입도가 높은 것으로 볼 때, 설계한 학습과제에

서 학습자가 느끼는 자율성과 유능감은 적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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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검사지만으로 몰입여부를 판단하기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다음을 추가하였다. 첫째, 연구자는 학습자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수업하는 바와 다르게 몰입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던 바, 동료 

수학교사가 제3의 관찰자로서 몰입척도에 근거하여 과제 수행을 관찰하

도록 하여 몰입에 대한 추가 근거로 수집하였다. 둘째, 몰입이 되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심리적 욕구에 근거하여 세밀하게 묻는 면담질문

을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습자가 작성한 실행식에서 사고 수준의 차이를 볼 수 있

었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작성한 실행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규준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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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과제 설계 및 자료수집 보완 

1. 치환기호 지필 활동지 추가

[그림 Ⅵ-1] 과 같이 s, t, r, l, u, d 로 먼저 작성해본후 실행식에서 반

복되는 부분을 찾도록 하여 쌓기나무 이미지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파악

하도록 도왔다. 

자바말1부터 자바말6까지 실행해보고 각 그림이 나올 실행식을 작성해보세요

과제

번호
자바말1 자바말2 자바말3 자바말4 자바말5 자바말6 

실행

식

쌓기나무준비

ㄱ

ㄴ

쌓기나무준비

ㄱ

ㄴ

쌓기나무준비

ㄱ

ㄴ

쌓기나무준비

ㄱ

ㄴ

쌓기나무준비

ㄱ

ㄴ

쌓기나무준비

ㄱ

ㄴ

이제 위 실행식에서 반복되는 부분을 찾아, 치환기호를 사용하여 실행식을 줄여보세요. 

실행

식

쌓기나무준비

ㄱ

ㄴ

쌓기나무준비

ㄱ

ㄴ

쌓기나무준비

ㄱ

ㄴ

쌓기나무준비

ㄱ

ㄴ

쌓기나무준비

ㄱ

ㄴ

쌓기나무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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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1] 실행식 지필 환경 활동지

2. 초기대수 경험에서 형식적인 대수로의 전이활동 추가

정적변수개념에 대한 이해에서 문자식 조작으로

연구자는 <표 Ⅵ-1>와 같이 실행식을 다룬 경험을 그 본질이 비슷한 

문자식 조작과 연결하여 문자식 조작에 대한 심상을 가질 수 있도록 구

성하였다. 첫째, 실행식에서 ssss=4s로 간단히 했던 경험을 통해  

a+a+a=3×a=3a 로 표현되는 대수 규칙을  3a가 a가 3개의 합을 의미한

다는 심상을 형성시켜주었다. 학교수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간단히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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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라고 하며 ‘a+a+a=3×a’인데 곱셈기호는 줄일 수 있다는 규

칙을 제시한다. 그러나 곱셈기호 생략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없는 학습자

는 덧셈기호는 왜 생략을 하지 않고 곱셈기호만 생략하는지가 의문으로 

남을 수 있다. 수학에서 곱셈기호만 생략하는 규칙은 괄호를 생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2×x×x÷2×x×y와 (12×x×x)÷(2×x×y)은 다른 계

산을 의미한다. 그런데 곱셈기호를 생략하면 ÷는 괄호를 사용한 

것과 같은 의미를 제공한다. 이로써 괄호는 생략될 수 있다 (김창수, 강

정기, 2016). 즉, 곱셈기호의 생략을 능숙히 다루려면 생략규칙을 아는 

것을 너머 2xy를 모두 곱셈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하는 것

이 필요하다. 실행식에서 ‘do 2s3u5d’표현은 학습자에게 2s와 3u와 5d

로 인식된다. 2s가 곱셈기호를 생략한 것은 아니지만 수와 문자를 하나

의 덩어리로 보는 경험은 곱셈기호가 생략된 수와 문자를 하나의 덩어리

로 볼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연결하였다. 

실행식 문자식 조작 3)

ssss=4s로 간단히 할 
수 있다. 이는 코딩
을 편리하게 해준다. 

◦1학년 2. 방정식 - 문자를 사용하여 식 나타내기
 ․ 2+2+2+2+…2 (x 개) = 2×x 
 ․ 곱셈기호의 생략 
 ․ 수와 문자의 곱에서는 곱셈기호 ×를 생략하고, 수를 문자 앞에 
쓴다. 2×x = 2x       
◦1학년 2. 방정식 - 거듭제곱 
  ․ 같은 문자의 곱에서는 곱셈기호를 생략하고, 거듭제곱의 꼴로 나

타낸다. ×××  

1s라고 해도 되지만, 
s = 1s로 굳이 안써
도 된다. 어차피 1개
이기 때문이다. 

◦1학년 2. 방정식 - 곱셈기호의 생략
  ․ 1과 문자의 곱에서는 다음과 같이 1을 생략한다. 1×a = a
◦2학년 2. 식의계산 - 지수법칙 

  ․   와 같으므로 지수가 1일 때는, 1을 생략해서 사용한다. 

4s5s를 9s로 간단히 
할 수 있다. 같은 모
양을 만들기 때문이
다. 

◦ 1학년 2. 방정식 - 동류항
  ․ 3x, 2x와 같이 문자와 차수가 서로 같은 항들을 그 문자에 대한 
동류항이라고 한다. 다항식 3x+2x는 동류항끼리의 덧셈을 통해 5x로 
간단히 할 수 있다. 
◦ 2학년 2. 식의 계산 - 지수법칙 
  ․ 밑이 같은 거듭제곱의 곱은 하나의 거듭제곱으로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  ×× ××  ×××× 

<표 Ⅵ-1> 실행식과 문자식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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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학교수학에서 곱셈기호를 생략할 때, 1a 보다는 a를 사용하는데 

교과서에서는 ‘1a에서는 1을 생략한다’라고만 제시된다. 실행식기반 

활동에서는 1s로 해도 s와 똑같이 쌓기나무 1개가 만들어지지만 어느 학

습자도 1s라고 작성하지 않는다. 같은 결과라면 굳이 1을 붙여서 쓸 필

3) 본 학습내용은 2009년 개정이 반영된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교과서를 참고하였다. 지학사 출판 
신항균 외 

2s 3u 는 5s라고 할 
수 없다. 다른 모양
이 나오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s와 u는 가
지고 있는 의미가 다
르기 때문에 개수를 
합칠 수 없다. 
즉, {2s3u}{s2u}는 s가 
3개, u가 5개 이지만 
더 이상 합쳐서 생각
할 수는 없다. 

◦ 2학년 2. 식의 계산 - 다항식의 덧셈 
  ․ 문자가 두 가지인 일차식의 덧셈도 문자가 한 가지인 일차식에
서와 같이 괄호를 풀고, 동류항끼리 모아서 간단히 하면 된다. 
   (2a+3b)+(a+2b) = 2a+3b+a+2b = 2a+a+3b+2b = 3a+5b
    
이때, a와 b는 다른 기호로 8a나 8b로 간단히 할 수 없다. 

5{4s}는 4s를 5번 하
란 뜻이다. 즉, 20s와 
같다. 

◦ 1학년 2. 방정식 - 단항식과 수의 곱셈 
  ․ 5a×4 = (5×a)×4 = 5×a×4 = 5×4×a = 20×a = 20a 
   이와 같이 단항식과 수를 곱할 때에는 수끼리 곱하여 문자 앞
에 쓴다.
◦ 2학년 2. 식의 계산 - 지수법칙 

  ․  ×  ×  

5{4s3u} 는 4s3u를 5
번 하란 뜻이다. 
즉, 4s도 5번, 3u도 5
번 하게 된다. 

◦ 1학년 2. 방정식 - 일차식과 수의 곱셈 
 ․ 일차식과 수의 곱셈은 다음과 같이 분배법칙을 이용하여
  그 수를 일차식의 각 항에 곱하여 계산한다.
   5(4x+3) = 5×4x+5×3 = 20x+15
 ◦ 2학년 2. 식의 계산 - 지수법칙  

   ․  

X=‘2s3u’
do 3X 
는 X에 2s3u를 대입
해서 3번 하라는 뜻
이다. 

◦ 1학년. 2. 방정식 - 식의 값 
  ․ x=2 일 때, 식 3x+5의 값은 x에 2를 넣어 계산하면 3×2+5 = 11 
이 된다. 
    이와 같이 문자를 포함한 식에서 문자 대신에 수를 넣는 것을 
대입한다고 한다. 
◦ 2학년. 2. 식의 계산 - 등식의 변형 
 ․ 주어진 식의 문자에 수를 대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자에 식을 
대입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A=x+4y, B=  2x-y일 때, 2A+3B 의 A에 x+4y, 
    B에 2x-y를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2A+3B =  2(x+4y)+3(2x-y) = 2x+8y+6x-3y = 8x+5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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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행식에서 1s=s로 다루었던 경험을 1a와 

a^1에서 1을 생략한다는 규칙에 연결하였다.

셋째, 3x+2x=5x를 현 교과서에서는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을 그 문

자에 대한 동류항이라 하고, 동류항의 덧셈은 분배법칙을 이용하여 각 

항의 계수의 합에 동류항의 문자를 곱하면 된다’와 같이 형식화된 규칙

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학습자는 왜 숫자는 더하고 문자는 더하지 않는

지, 왜 3x와 3y는 더할 수 없는지가 의문으로 남을 수 있다. 따라서 실

행식 기반 활동에서‘do 3s 2s ', ‘do 5s ' 가 같은 의미를 가진 실행식

이었던 경험을 통해 3x+2x=(x+x+x)+(x+x)=5x라는 형식에 대한 심상을 갖

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를 곱셈으로 확장하여 ×  와 같은 지수

법칙에 대한 심상도 가질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넷째, 다항식의 계산에서 3a+2b와 같은 식을 불완전한 것으로 받아들

여 5a 등으로 마무리 짓는 오류(김남희, 1997)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3a+2b를 완전한 식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하다. 먼저 3a가 

a+a+a를 간단히 한 것이고, 2b는 b+b을 간단히 한 것임을 이해해야 하

고, a와 b는 다른 기호로 다른 내용이 담겨있을 수 있으므로 합칠 수 없

으며 3a+2b 자체가 3개의 a와 2개의 b의 합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

으로 합치지 않아도 결과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실행식에서 u

와 s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기호로 2s3u를 실행했을 때와 5s나 5u를 

실행했을 때는 다른 구조물이 만들어진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a와 b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3a+2b와 5a나 5b는 의미가 달라진다는 

심상을 갖도록 했다. 그리고 2s3u가 앞으로 2칸 그리고 위로 3칸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듯이 2a+3b 또한 2개의 a와 3개의 b의 합이라는 의미를 

담을 수 있다는 심상을 갖도록 했다. 

다섯째, 5×4a를 현 교과서에서는‘단항식과 수의 곱셈은 수는 수끼리 

곱하여 문자 앞에 쓴다’라고 형식적인 규칙으로 제시된다. 이 규칙이 

내재화되려면 4a를 한 덩어리로 보고 그것이 5배되었다는 이해가 필요하

다. 실행식기반 활동에서는 ‘중괄호{  }’가 이 개념과 관련된다. 5{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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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4s}를 5번 실행하라는 의미가 되고 이는 20s와 같은 결과가 된다. 이 

활동은 5×4a는 4a를 5번 더하므로 a를 20번 더한 것과 같으므로 20a와 

같다는 뜻과 이 과 같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에도 바탕이 될 수 

있어 연결하여 설명하였다. 나아가 분배법칙이라 불리는 5(4x+3)=20x+15 

또한 실행식에서 5{4s3u}와 같은 표현이 개념이미지역할을 하도록 연결

하였다.

여섯째, 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를 현 교과서에서는 x=2일 때, 식 3x+5

의 값을 구할 때 x에 2를 넣어 계산하면 3×2+5=11이 된다. 이와 같이 

문자를 포함한 식에서 문자 대신에 수를 넣는 것을 대입한다고 한다.’

와 같이 제시한다. 이는 실행식기반 활동에서 치환기호를 다뤄본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다.   ‘X=‘2s3u’ do 3X’ 와 같은 표현을 통해 do 

3X에서 X는 반복되는 어떤 내용을 담아서 그 내용 대신 쓰였고, 실행될 

때는 X에 2s3u가 대입되서 실행됨을 경험하면서 ‘대신하고 있다’와 

‘대입된다’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이는 1학년에서 배우는 식의 값

과 나아가 2학년에서 배우는 등식의 변형에서 다루는 문자가 식을 대신

하고 그 문자에 식이 대입되는 내용도 학습하는데 바탕이 될 것이다. 

동적변수에 대한 개념이해에서 함수식에 대한 이해로

나아가 본 경험으로 내재화된 동적측면으로의 변수개념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개념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줄을 왼쪽부터 1번째라고 할 

때, x 번째 줄의 쌓기나무 개수를 y로 표현하여‘x번째 줄의 쌓기나무 

개수를 ax+b의 형태로 표시해보시오’라는 추가질문을 <표 Ⅵ-2>와 같

이 제시하였다. ‘x'값이 변함에 따라 몇번째 줄인지가 바뀌고 그에 따

라서 쌓기나무의 개수인 ‘y’값이 바뀌는 경험을 통해 어떤 관계에서 

한 변수의 변화에 의해 다른 문자의 값이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개

념이 잘 인식되지 못하는 인지적 장애가 해결되기를 기대했다. 

사실 X=‘s[(n)u]’ do 5X 라는 표현에서 더 직접적인 독립변수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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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변수의 관계는 n과 각 줄의 쌓기나무 개수의 관계이다. n의 값에 따라 

각 줄의 쌓기나무 개수는 달라진다. 그런데 구조물의 모양에 따라서 n의 

값은 1부터 값을 가질 수도 있고 5부터 값을 가질 수도 있으며, 1, 2, 3, 

4로 값을 가질 수도 있고, 2, 5, 8로 값을 가질 수도 있다. 따라서 교과

서에서 제시되는 y=ax에서 x에 대한 이미지로 n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

단하여, 각 줄을 1번째 줄, 2번째 줄이라고 볼 때, x번째 줄의 x값을 독

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몇 번째 줄인지에 따라서 쌓기나무의 개수가 결정

되기 때문에 10번째의 쌓기나무 개수가 몇 개일지를 생각하게 해본 후 

실제로 실행해서 확인하도록 해보면 y값을 종속변수로서 경험시켜주기에 

충분하다고 보았다. 게다가 터틀 쌓기나무 환경에서 실행식으로 만들다

보면 얻어진 이미지에서 쌓기나무 개수를 눈으로 개수를 세게 되는데, 

그 개수가 많아지면 개수를 정확히 세지 못하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 따

라서 x번째 줄의 쌓기나무개수 y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탐구해보는 것

은 학습자에게 필요한 경험이 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 경험에 참여하

도록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표 Ⅵ-2>와 같이 학습지를 추가로 구성하여 x번째 줄의 쌓기

나무 개수 y개의 관계에 대해 규칙을 찾아본 활동이 함수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념이미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y=ax+b에서 a는 x가 

변함에 따라서 y가 어떻게 변하는 지를 일반화한 개념이고 b는 x=0일 

때, 어떤 값을 가지고 시작하는지를 일반화한 개념이다. 이를 실행식 활

동과 연결하면 x번째 줄의 쌓기나무 개수를 y개라고 볼 때, 1번째, 2번

째로 변할 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쌓기나무의 개수가 a의 개념이미지가 

된다. 그리고 1번째 줄에서 증가하거나 감소한 양을 제외했을 때 쌓여있

는 쌓기나무의 개수는 b의 개념이미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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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식 기반의 패턴의 일반화 

활동
연계된 함수 교육과정 교육과정

y=ax는 x가 증가할 때마다 a개씩 증가하는 
관계를 표현한 식이다. 그리고 y=ax+b에서 
b=0인 것으로 초기값이 0인 것이라고 이해
할 수 있다. 
이를 쌓기나무 이미지와 연결하여 시각적으
로 표현하였다. 

1학년 

3. 함수 

 y=ax

y=ax+b는 x가 증가할 때마다 a개씩 증가하
는 것은 y=ax와 같은데 초기값이 0이 아닌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쌓기나무 이미지와 연결하여 시각적으
로 표현하였다. 

2학년  

5. 함수 

y=ax+b 

y=ax에서 a값이 커진다는 뜻은 기울기가 증
가한다 즉, 매번 증가하는 양이 많아진다는 
뜻이다.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이를 그래프로 그리게 하여, 쌓기나
무 이미지에 사선을 그으면 같은 이미지가 
나옴을 인지하게 한다. 이를 통해, 함수의 
그래프에 담긴 의미를 시각적으로 떠올 릴 
수 있도록 하였다. 

2학년  

5. 함수 

y=ax+b 에

서 

a>0 인경우

함수의 그

래프

y=ax에서 a값이 음수라는 것은 매번 a만큼
씩 감소한다는 뜻이다. 이를 시각적으로 표
현하였다.

2학년  

5. 함수 

y=ax+b에서 

a<0인 경우

함수의 그

래프

<표 Ⅵ-2> 실행식기반의 패턴의 일반화 활동과 함수 연계 활동지

더불어 1X, 2X, 3X 실행될 때마다 증가하는 쌓기나무의 개수는 함수

의 그래프에서 두 양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직접적인 개념이미지가 

될 수 있다. 김남희(1997)또한 좌표를 해석하여 그래프에서 x가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하는 지에 대한 심상을 가질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나

아가 y=ax+b는 x에 따라 y값이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여러가지 

관계를 일반화한 표현인 것도 인지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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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몰입 참관지 및 면담지 추가

몰입척도를 기반으로 교사 참관지를 작성하여 수업을 참관한 교사의 

기록지도 평가지의 한 자료로서 수집한다. 단, ‘시간감각의 왜곡’은 

본인 외에 제 3자가 인지할 수 없는 항목으로 제외하였다. 

단, 5점 척도기반의 검사지 결과만으로 학습자의 내재동기 유발 및 몰

입이 이루어진 이유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면담을 통해 그 이

유가 단순 호기심 때문인지 자율성 및 유능감이 충족되어 내재적으로 동

기가 유발된 것인지를 알아본다. 이 때, 면담지 문항은 <표 Ⅵ-4>와 같

이 이명희(2007)가 개발한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한 기본 심리적 욕구 

항목 내용
도전과 
능력의 
조화

학습자가 자신이 하는 것에 어려움이 생겨도 포기하기 보다는 해결해보려고 
한다. 

행동과 
의식의 
통합

학습자가 코딩하는 과정에서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명확한 
목표

학습자가 본인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 

구체적인 
피드백

학습자가 본인이 작성한 명령문을 실행했을 때, 명령문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스스로 알 수 있다.  

학습자가 본인이 작성한 명령문을 작성할 때, 본인이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을 때가 많다. 

과제에 
대한 집중 

선생님의 설명에 귀 기울여 듣는다. 
학습자가 친구들의 의견에 집중해서 듣는다. 

통제감 
학습자가 발표에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어 보인다. 
학습자가 본인의 의견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부끄러워하기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알은 것에 기뻐한다. 

자의식의 
상실 

학습자가 수업시간 내내 집중하여 과제를 해결한다. 

학습자가 자신이 하는 것에 빠져들어서 하고 있다.
학습자가 너무 집중하여 관찰자가 옆에 다가가도 잘 모른다. 

자기목적
적 경험 

학습자가 이 활동에 흥미를 느끼고 참여한다. 

학습자가 이 활동 자체에 즐거움을 느낀다. 

학습자가 이 활동을 하는 것이 행복해 보인다. 

<표 Ⅵ-3> 교사 참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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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 중 자율성과 유능감을 바탕으로 구성하는데, 기본 심리적 욕구 척

도는 평소 학습자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심리적 욕구가 만족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이어서 수업에서 심리적 욕구가 만족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가 작성한 면담지 문항은 <표 

Ⅵ-5>와 같다. 

하위요인 문항 내용

자율성

1. 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통제받고 억압을 받는다고 느낀다.
2. 내 일을 진행하는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기회가 많지 않다.
3. 일상생활에서 나는 자주 남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한다.
4. 나는 대체로 내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고 느낀다.
5.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느낀다.
6. 어떤 일을 할 때 내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처리 방식을 따를 때가 많다.

유능감

1. 나는 내 자신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느낀다.
2. 나는 대부분 내가 하는 일들로부터 성취감을 느낀다.
3. 나를 아는 사람은 내가 일을 잘 한다고 말한다.
4.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잘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느낀다.
5. 나는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다고 느낀다.
6.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잘 하는 것이 많다고 느낀다.

<표 Ⅵ-4>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한 기본 심리적 욕구 척도 (이명희, 2007)

하위요인 설문 문항

자율성
∙ 건축물 만들기를 자바말로 코딩을 할 때, 얼마나 재미있다고 느꼈습니까?

∙ 건축물 만들기를 자바말로 코딩을 할 때, 얼마나 답답하다고 느꼈습니까?

유능감

∙ 건축물 만들기를 자바말로 코딩을 할 때, 얼마나 뿌듯하다고 느꼈습니까?

∙ 건축물 만들기를 자바말로 코딩을 할 때, 얼마나 무기력하다고 느꼈습니까?

∙ 건축물 만들기를 하다가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을 때, 불안이나 두려움이 느

껴지기 보다는 이것을 해결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다. 

∙ 건축물 만들기를 하다가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을 때, 친구 것을 베끼기 보

다는 이것을 해결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다

∙ 코딩에서 사용되는 내용이 점점 어려워질 때, 어려워도 집에 가서 복습을 하거

나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등의 노력을 하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표 Ⅵ-5>  자율성과 유능감에 대한 설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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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수개념 검사지 추가 

변수개념 검사지는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학습수준이 매우 낮은 학

습자의 경우에는 문장이해력의 부족으로 답안 작성이 어려울 수 있다. 

김남희(1997)의 연구에서도 다양한 변수개념의 인지적 장애를 학교수학

의 학습내용에서 관찰한 바, 본 연구도 학습자가 가진 변수개념 이해도

를 학교수학의 학습내용 수행결과로도 평가할 수 있도록 추가로 형성평

4) 본 평가문항은 2009년 개정이 반영된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참고하였다. 지학사 출판 신항균 
외 

번호 평가 내용 평가 문항 4)

1
곱셈기호

생략

다음 식을 곱셈 기호 ×를 생략하여 나타내어라.

⑴ b×3×a           ⑵ x×3×x+y×1

⑶ 2×(-x)×5+y×y          ⑷ x×(-2)+y×y

2
식의 값 

구하기

다음을 구하여라.

⑴ x=2일 때, 식 3x+5의 값    ⑵ a=3일 때, 식 의 값 

⑶ x=-3일 때, 식 2x+3의 값   ⑷ x=-2일 때, 식 의 값

3
단항식과 

수의 곱셈

다음을 계산하여라. 

⑴ 2x×3      ⑵ 4×3t       ⑶ (-3x)×4    ⑷ 4a×(-2)   

4
일차식과 

수의 곱셈

다음을 계산하여라. 

⑴ 2(8x+3)     ⑵ 12(3a+2)    ⑶ 3(4x-2)     ⑷ -3(2a-3) 

5
단항식의 

덧셈과 뺄셈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⑴ 3x+6+x            ⑵ 5y+8+2y +3

⑶ -2x +5 +4x               ⑷ -3y +6+5y-2

6
일차식의 

덧셈과 뺄셈

다음을 계산하여라.

⑴ (2x+5)+(x+3)              ⑵ (3a+4) + (1+a)

⑶ (3x-2)+(5x+2)             ⑷ (-9a+3) + (10a-5)

7

분배법칙이 있

는 일차식의 덧

셈과 뺄셈

다음을 계산하여라.

⑴ 2(x+4)+3(2x+5)                ⑵  3(a+2)+2(2a+5)

⑶ 2(x-3)-2(4x+2)                ⑷ -2(a-3)+3(2a+4)

<표 Ⅵ-6> 문자와 식 학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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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를 구성하였다. 변수개념 이해여부와 직결되는 문자식 조작은 중학

교 1학년 문자식 내용이므로 평가 문항은 중학교 1학년의 문자와 식 학

습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한 변수개념 형성평가지는 <표 Ⅵ

-6> 와 같다. 

또한 류희찬&신혜진(2000)은 학습자가 LOGO프로그래밍 과제를 해결

하는 과정을 관찰함으로써 변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였

고, 조아라(2018)도 학습자가 사용한 실행식에서 사용한 기호의 활용 수

준에 따라서 문자 활용 수준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도 실행식 

기반의 학습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학습자가 작성한 실행식을 관찰하여 

변수개념이해도를 관찰하였다.

5. 실행식 평가 

치환기호를 이용한 표현 X=‘s[3u]’ do 10X를 배운 후 
건축물 만들기

SOLO 분류 내용

전구조 반응
(Pres t r uc tu r a l 
response)

패턴을 전혀 찾지 못하고 s, t, u, d, r, l으로만 이미지를 구성한다. 
10sd9td10sd9t와 같은 구성 또는 치환을 사용했으나 X=‘  ’ do 1X와 같
이 치환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경우

단일구조 반응
(Un i s t r uc tu ra l 
response) 

치환을 사용하긴 했으나, 실행식의 나머지부분에서도 치환을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중구조 반응
(Multistructural 
response)

반복되는 모든 패턴에는 치환을 사용하였으나, 치환끼리의 관계를 파악하
지 못함. 예를 들어 X=‘10s’로 치환기호를 사용한 경우에 11s를 굳이 
치환기호를 만들지 않고 Xs로 사용하는 것이 더 나으나,  Y=‘11s’와 같
은 식으로 다른 치환기호로 정의한 경우

관계적 반응
( R e l a t i o n a l 
response)

실행식에서 반복되는 모든 패턴에 대해서 치환 기호를 사용하고, 다른 치
환 기호의 내용에서 중첩되는 내용이 없는 경우 

추상화 반응
( E x t e n d e d 
A b s t r a c t 
response)

치환기호 자체가 또 다시 반복이 될 때, 
X=‘s[3u]’, Y=‘5Xs[4l]5X’ do 2Y 
같이 완전한 표현은 아니지만 치환을 추상화하여 이중치환의 성격을 표현
한 경우

<표 Ⅵ-7> SOLO를 활용한 건축물 만들기 평가 규준(치환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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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럿 테스트 결과 학습자가 작성한 실행식에서 추상화, 구조화 정도

에 따라 사고 수준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SOLO 분류 기준

을 참고하여 평가 규준을 마련하였다. SOLO분류는 어떤 한 문제에 대한 

학생의 반응을 고찰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본 연구에서 설계한 여러가지 

과제에 대해서  <표 Ⅵ-7>,  <표 Ⅵ-8>과 같이 각 과제별로 분류기준을 

마련하였다. 

  

변수기호를 이용한 표현 X=‘s[(n)u] (n=n+1)’ n=1 do 10X를 배운 후 건축물 만들기

SOLO 분류 내용
전구조 반응
(Pre s t ruc tu ra l 
response)

변수기호를 사용하지 못했거나, 변수기호를 사용하긴 하였으나 X=‘  ’ 
do 1X 와 같이 변수기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경우에 사용한 
경우

단일구조 반응
(Un i s t ruc tu r a l 
response) 

변수기호를 사용하였으나 실행식의 나머지부분에서도 변수기호를 사용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중구조 반응
(Multistructural 
response)

필요한 모든 곳에 변수기호를 적절히 모두 사용하였으나, 기존의 정의한 
치환 기호를 n의 값만 변경해서 사용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여러 번 
정의하여 치환기호사이의 관련성을 생각하지 못한 경우 

관계적 반응
( R e l a t i o n a l 
response)

필요한 모든 곳에 변수기호를 적절히 모두 사용하고, 기존의 정의한 치환 
기호를 n의 값만 변경해서 사용하여 불필요하게 여러 번 정의하지 않은 
경우로 치환 기호사이의 관련성을 모두 생각한 경우 

추상화 반응
( E x t e n d e d 
A b s t r a c t 
response)

변수기호를 A=‘s[(n)u]’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응용하여 표현한 경우

<표 Ⅵ-8> SOLO를 활용한 건축물 만들기 평가 규준(변수기호)

단, ‘건축물 만들기’는 창의적인 산출물이기에 SOLO로 분류법만으

로 적용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산출물의 완성도는 낮은데 반응 구조의 

수준은 높을 수 있고, 산출물의 완성도는 높은데 반응 구조의 수준은 낮

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행식 기반 학습 환경에서 ‘실행식으로 

다리만들기’라는 창의적인 산출물을 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수학적 창의

성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해 FGI(Focusing Group Interview) 분석방법을 참

고하여 전문가 집단의 합의로 구조물의 완성도, 문자 이해의 수준, 수학

적 창의성으로 구성한 조아라(2018)의 평가틀 <Ⅵ-9>도 참고하여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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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와 같이 평가틀을 구성하였다. 

분석틀 근거

구조물의 

완성도

·문제에서 요구하는 다리의 요소(상판, 구조물, 기둥)를 모두 충

실히 반영하였는가

·이미지 상에서 수학적 요소인 대칭성이 지켜졌는가

·복잡도가 어느 수준인가
문자 이해의 

수준

·실행식에서 반복되는 부분을 파악하여 계수와 치환으로 표현한 

수준

수학적 

창의성

·계수나 치환을 비롯한 기호체계를 구조적으로 적절히 활용하고, 

다리구조의 대칭성을 비롯한 수학적 요소들이 적합한 정도

·제한적 문자 활용, 유연한 문자 활용, 미숙한 구조화, 완전한 

구조화

<표 Ⅵ-9> 수학적 창의성 평가틀(조아라, 2018)

 

 

요소 근거
구조물의 

완성도

·세부과제에서 학습한 요소를 모두 충실히 반영하였는가

·복잡도가 어느 수준인가
실행식의 

구조화된 

정도

·SOLO의 분류기준 

<표 Ⅵ-10> 건축물 만들기 평가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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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실행식 기반 학습 과제 적용

 1. 연구대상 및 연구기간

 

파일럿 테스트 결과 학습 수준에 따라서 과제 수행 결과, 몰입도, 변수

개념 이해도의 변화가 달랐다. 학습 수준은 변수개념 검사지의 성취수준

으로 구별하였다. 학습수준이 높은 학생은 과제 수행 결과물의 완성도가 

높았고, 이미 수학수업에서도 몰입도가 높았으며 변수개념이 이해가 되

었으므로 과제 수행 결과 몰입도와 변수개념 이해도의 차이가 많지 않았

다. 반면 학습 수준이 낮은 학생은 과제 수행 결과물의 완성도는 높지 

않지만 기존 수학수업에서 몰입도와 변수개념이해도가 현저히 낮았던 것

에 비해 과제 수행 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대상을 

<표 Ⅶ-1>와 같이 학습 수준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연구대상
성취수

준
학년

연구기간

(1차시는 45분기준) 

가

정규수업 수준별 수업 중 

본 연구에 동의한 학생 7

명

하 중학교 2학년 7명  
2017학년도 1학기

24차시 

나

방과후에 본 연구에 참여

하는 것으로 동의한 학생 

5명

(격주로 토요일에 진행)

상

중학교 1학년 2명, 

중학교 2학년 2명, 

중학교 3학년 1명 

 2017학년도 5월~7월

 20차시 

<표 Ⅶ-1> 연구대상 

‘가’는 정규수업시간에 수준별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다. 그동안 수

학학습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들로 학교정기고사 성적을 기반으로 

선정되지만 최종 선택권은 학습자에게 있다. 연구자는 형식적인 기호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덜기 위해 초기대수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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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진행됨을 사전에 안내한 후 학습자에게 선택하도록 하였고,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서 본인의 학습활동이 연구결과에 활용됨을 동의한 학생

에 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가’ 집단은 스크래치만 해봤을 뿐 모

두 텍스트 코딩은 다뤄본 경험이 없었다.‘나’는 방과 후 수업으로 희

망학생을 모집하였다. 사전 면담 결과 신청한 학생들 모두 수학을 이해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학생들이었고, 변수개념 검사지 결과(문자식 조

작 형성평가)에서도 변수개념을 이해하고 문자식조작을 온전히 할 수 있

는 것으로 드러나 ‘나’집단을 학습수준 상인 집단으로 구별하였다. 

‘나’ 집단에서는 나_S1 학생과 나_S2 학생이 C언어를 조금 다뤄본 경

험이 있었고, 나머지는 스크래치만 해봤을 뿐 텍스트 코딩 경험은 없었

다. 

2. 자료수집

연구문제 분석자료

성취수준이 낮은 학생에게 변
수개념을 이해하는데 기반이 
되는 심상을 형성해주는가?

변수개념 검사지

실행식에서 사용한 기호수준
실행식 기반 과제 수행시 연구자와 이루어진 대화
연구자와의 면담 

모든 수준의 학습자에 대해서 
내재동기를 유발하는가?

몰입 검사지
동료교사 몰입 관찰지
실행식 기반 과제 수행시 연구자와 이루어진 대화
연구자와의 면담

모든 수준의 학습자에 대해 
수행결과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본 연구에서 설계한 평가규준으로 실행식을 평가한 
결과

<표 Ⅶ-2> 연구문제에 따른 분석자료 

연구 데이터는 학습자가 작성한 변수개념과 몰입 검사지, 실행식 기반

의 패턴의 일반화 활동과 교육과정의 문자와 식(식의 계산)과 함수(일차

함수) 학습 활동지, 학습자가 작성한 실행식을 수집한다. 그리고 수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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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이루어진 학생들의 토의 및 질문 내용을 수집한다. 마지막으로 학

생들이 작성한 면담지를 바탕으로 면담한 내용을 수집한다. 연구문제별

로 자료수집 및 분석에 관해 정리한 것은 <표 Ⅶ-2>와 같다. 

3. 세부차시 구성안 

‘나’집단은 변수개념 사전 검사 결과(부록에 제시함) 변수개념이 형

성되어있고 형식적인 문자식 조작도 완전히 가능한 학습자로, 변수개념

이해도의 변화를 보지 않았고 형식적인 대수로의 전이 학습 또한 구성하

지 않았다. 따라서 ‘나’집단은 <표 Ⅶ-3>와 같이 14차시로 수업을 구

성하였고, 내재동기 및 몰입도의 변화와 역량평가가 가능한지를 중심으

로 관찰하였다. 

수업내용 차시
누적

차시
․ 변수개념, 몰입 사전검사 1 1
․ 실행식 기반의 패턴의 일반화 활동 최종 목표 학습하고 건축물 

디자인하기
1 2

․ s, t, u, d, l, r 기호의 의미 학습하기 1 3
․ s, t, u, d, l, r 만 이용하여 이니셜 만들기 1 4
․ sss=3s, { }, [] 이용하여 실행식 줄이기 1 5
․ 치환기호를 이용하는 세부과제 학습 2 7
․ 치환기호를 이용하는 세부과제 응용해서 건축물 만들기 (만들기1

차)
2 9

․ 변수가 포함된 치환기호를 이용하는 세부과제 학습 2 11
․ 변수가 포함된 치환기호를 이용하는 세부과제 응용해서 건축물 

완성하기(만들기 2차)
2 13

․ 변수개념· 몰입 사후 검사 및 면담지 작성 1 14

<표 Ⅶ-3> 수업 구성안 (‘나’집단)

‘가’집단은 정규수업시간에 수준별 수업을 듣는 학생들로 기존 수학

수업에서 수업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파일럿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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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성취수준이 매우 낮은 학습자는 초기대수 경험이 형식적인 대수식

의 조작으로 전이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초기대

수 경험을 한 후에 연구자가 전이를 돕는 설명과 함께 학교수학의 문자

식 조작활동을 학습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수준별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변수개념 사전검사 결과 변수개념을 이해

하지 못해 1학년 때 다뤘던 문자식 조작에도 많은 오류가 있어, 1학년 

문자와 식 단원부터 복습을 해야 했다. 이에 수준별 수업을 듣는 학생들

에게 수업시간에 교과서에 제시된 기본문제들을 응용한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은 다루지 않고 초기대수 경험과 기본개념 이해에 충실하게 운영

될 것을 예고한 후 분반 이동의 선택권을 주고 다음과 같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다. 기존 교육과정은 <표 Ⅶ-4>와 같으며 재구성한 교육과정

은 <표 Ⅶ-5>와 같다. 

 

학년 대단원 소단원5) 시기 차시
누적
차시

1학년
2. 

방정식 

2-1-1 문자의 사용

3월

2 2
2-1-2 식의 값 1 3

2-1-3 일차식의 계산 4 7
2-1 단원 평가 1 8

2학년 
2. 

식의계산

2-1-1 지수법칙 

3월~4월

2 2
2-1-2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 1 3

2-1 단원 평가 1 4
2-2-1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2 6

2-2-2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 2 8
2-2-3 곱셈공식 2 10

2-2-4 등식의 변형 1 11
2-2 단원 평가 1 12

2학년
5. 

일차함수

5-1-1 일차함수의 뜻과 그래프 
6월~7월

4 4
5-1-2 일차함수의 그래프의 성질 3 7

5-1 단원 평가 1 8
총 (2학년만) 20

<표 Ⅶ-4> 기존 교육과정

5) 본 단원명은 2009년 개정이 반영된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교과서를 참고하였다. 지학사 출판 
신항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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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행내용 차시
누적
차시

사전 평가 ․ 변수개념·몰입 사전 검사 1 1

실행식 기반의 
패턴의 일반화 활동

․ 실행식 기반의 패턴의 일반화 활동 목표 학습하고 
구조물 디자인하기
․ s, t, u, d, l, r 기호의 의미 학습
․ s, t, u, d, l, r 만 이용하여 이니셜 만들기 

1 2

․ sss=3s, { }, [] 이용하여 실행식 줄이기 1 3
․ 치환을 이용하는 세부과제 학습하기 2 5

․ 치환을 이용하는 세부과제 응용하여 건축물 만들기 
(만들기 1차)

1 6

2. 문자와식(1학년)
2. 식의 계산(2학년)

․ 지금까지 활동한 과제와 연계해서 1학년 문자와식 
복습하고 2학년 식의 계산 학습 

10 16

5. 일차함수
(2학년)

․ 변수가 포함된 치환기호 이용하는 세부과제 학습 2 18

․ 변수가 포함된 치환기호 이용하여 세부과제 응용해
서 건축물 완성하기(만들기 2차)

2 20

․ 지금까지 활동한 과제와 연계해서 함수 학습하기 6 26

<표 Ⅶ-5> 재구성한 교육과정(‘가’집단) 

재구성한 교육과정이 26차시로 기존 배정된 교육과정 20차시보다 6차

시가 더 많이 기획되었다. 그런데 2학년 문자와 식 학습단원이 2. 식의 

계산, 3. 연립방정식, 4. 연립부등식, 5. 함수의 순서로, 정적측면으로의 

변수개념에 대한 심상이 형성되면 연립방정식과 연립부등식을 학습할 때 

소요되는 시간이 6차시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계획하고 수업을 진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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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Ⅷ. 결과 분석

‘나’ 집단은 문장제 문제로 이루어진 변수개념 검사지에서 문장에 

대한 이해 미숙으로 모든 문장에 옳은 답변을 하진 않았지만 문자식 조

작에 대한 형성평가에서는 온전하게 수행하는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변수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보아 연구문제 1에 대한 

결과분석에서 제외하고, ‘가’ 집단에 대해서만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

구문제 2와 3에 대해서는 ‘가’와 ‘나’집단 모두에 대해서 결과를 분

석하였다. 

1. 연구문제 1에 대한 결과 분석

성취수준이 낮은 ‘가’집단에서 실행식 기반의 학습과제 활동이 변수

개념 이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변수개념 검사지

로 사전과 사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양적으로 분석하고, 실행식

기반의 학습과제 활동에 기인한 것인지를 학습자가 작성한 실행식에서 

어떤 변수개념이 내면화되었는지, 실행식 기반 활동시 연구자와 이루어

진 대화내용, 면담결과를 토대로 질적으로 분석해본다.

1.1 변수개념 사전 검사 결과 

변수개념에 대한 이해를 묻는 검사지 결과는 부록에 제시하였는데 수

준별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낮은 문해력으로 문제의 의도조차 파악하기 

어려워하였다. 따라서 문자식조작을 평가하는 형성평가 활동지로 학습자

의 성취수준 및 변수개념이해여부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는 <표 Ⅷ-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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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답을 올바르게 나타낸 경우

  △ : 작성했으나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경우 

  × : 작성하지 못했거나, 작성했지만 오류가 심각한 경우 

 S1과 S2 학생은 거의 모든 문제에서 오류가 발견되었다. 3x+x를 간단

히 못하고, 8x+3=11x, x×3+y=3xy, 3(a+2)=3a+2, 2(x+4)=(2+4)x라고 생각하

는 등 x의 의미, 3x=x+x+x=3×x의 관계, 괄호의 의미를 전혀 인지하지 못

하는 것이 원인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식 3x+5 에서 x는 다가이름 역할

을 하는 문자로서 임의의 양을 대신하기에 x=2이 되면 구체적인 상황이 

되면서 x자리에 2이 대입되므로 3×2+5 으로 계산됨을 이해하지 못하여 

x=2일때, 3x+5의 값을 14라고 답하였다. S3 학생은 전혀 해결하지 못했

다. S4 학생은 한 문제를 계산실수로 보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 있다. S5, S6 학생은 단항식과 수의 곱셈, 일차식의 계산 등은 모두 

해결했으나 ‘곱셈기호의 생략’과 ‘식의 값 구하기’와 같이 일차식 

계산에 앞서 선행학습이 되어 있어야 하는 내용에서 오류가 보인다는 것

은‘일차식의 덧셈은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더한다’등의 

규칙을 외운 것으로 보여진다. 종합해보면 S1, S2, S3, S5, S6, S7 학생은 

기호에 대한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항

학생   내용

곱셈기
호
생략

식 의 
값 
구하기

단 항 식
과 
수의 곱
셈

일차식과 
수의 곱셈

단항식의 
덧셈과 뺄
셈

일차식의 
덧셈과 뺄
셈

분배법칙이 
있는 일차식
의 덧셈과 
뺄셈

S1 × × × × × × ×
S2 × × ○ × × × ×
S3 × × × × × × ×
S4 ○ △ ○ ○ ○ ○ ○
S5 × △ ○ ○ ○ ○ ○
S6 × × ○ ○ ○ ○ ○
S7 × ○ ○ × × × ×

<표 Ⅷ-1> 문자식 조작 형성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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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실행식기반 패턴의 일반화 활동 결과

 

반복되는 패턴과 증가하는 패턴을 파악하는 과제는 지필환경에서 작성

해본 후 터틀 쌓기나무 환경에서 실행해 보고 자신의 답이 옳은지 여부

를 스스로 파악하면서 학습하도록 하였다. 그 후, 학습한 과제를 응용하

여 자유롭게 건축물을 만들도록 하였는데, 반복되는 패턴을 조합하여 1

차적으로 완성하고 증가하는 패턴을 조합하여 최종적으로 완성하도록 하

였다. 

반복되는 패턴 찾기 과제 

쌓기나무 이미지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파악하는 것보다 기호로 표현했

을 때 반복되는 패턴을 찾기가 더 수월함을 지도하기 위해 6개의 세부과

제를 s, t, u, d, l, r의 기본 기호와 sss=3s, { }, []를 사용하여 표현해보도

록 하였다. 활동지에 지필로 작성을 한 후, 터틀 쌓기나무 환경에서 실

행해보며 스스로 오류를 점검하고 질문을 하도록 하였다. 지필로 작성한 

활동지는 부록에 제시하도록 하고, 이를 정리한 것이 <표 Ⅷ-2>와 같다. 

글씨체가 굵고 밑줄 그어진 부분은 실행식에 오류가 있는 경우이다. 

S1, S2, S4 학생은 쌓기나무 이미지에서 패턴을 찾아 반복되는 부분을 

{  }로 묶어서 표현하였다. S3, S5, S6, S7 학생은 쌓기나무 이미지에서 

패턴을 발견하지 못하여 { } 표현은 사용하지 못하였지만, 일부 세부과제

에서는 실행식 표현에서 패턴을 찾아 배열을 맞추어 작성한 것을 볼 수 

있다. S6 학생은 [ ] 표현이 내면화가 안되었고, S3, S4, S5, S6, S7 학생

은 sss=3s 표현이 완전하게 내면화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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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터틀 쌓기나무 환경에서 실행한 이미지가 세부과제와 다른 이

미지가 나왔을 때, 수준별 수업을 듣는 학생 대부분은 어디에 오류가 있

는지 찾기 어려워할 때가 많았다. 이에 학생들은 교사에게 질문을 하였

과제 1 2 3 4 5 6

  과제
  내용

학생

S1

2s[2u]
2s[2u]2s
[2u]2s[2u]
2s[2u]

5{3s[4u]}
s[2u]s
4{H2sCs[2u]s}

10{s[3u]} 4{s[12u]} s3{HsCu}

S2
2s[2u]2s[2u]2s
[2u]2s[2u]2s
[2u]

3s[4u]3s[4u]
3s[4u]3s[4u]
3s[4u]

s[2u]s H2s 
Cs[2u]s H2s 
Cs[2u]s H2s 
Cs[2u]s H2s 
Cs[2u]s 

10{s[3u]} 4{s[2u]} 4{sHsCu}

S3

ss[uu]
ss[uu]ss
[uu]ss[uu]
ss[uu]

sss[uu
uu]sss[uu
uu]sss[uu
uu]sss[uu
uu]sss[uu
uu]sss[uuuu]

s[uu]s 
Hss C s[uu]s 
Hss C s[uu]s 
Hss C s[uu]s 
Hss C s[uu]s 

s[uuu]s
[uuu]s[uuu]
s[uuu]s[uu
u]s[uuu]s
[uuu]s[uuu]
s[uuu]s[u
uu]

s[uuuuuuuu
u u u u u ] 
s[uuuuuu

S4
ss[uu]ss[uu]
ss[uu]ss[uu]
ss[uu]

sss[uuuu]
sss[uuuu]sss
[uuuu]sss[uu
uu]sss[uuuu]

s[2u]s
4{H2sCs[2u]s}

10{s[3u]} 4{s[12d]} 4{sHsCu}

S5
ss[uu]
ss[uu]ss[uu]
ss[uu]ss[uu]

sss[uu
uu]sss[uuuu]
sss[uuuu]
sss[uuuu]
sss[uuuu]

s[uu]
sHssCs[uu]
sHssCs[uu]
s[uu]sHss
Cs[uu]s

s[uuu]
s[uuu]s[uuu]
s[uuu]s[uuu]
s[uuu]s[uuu]
s[uuu]s[uuu]
s[uuu]

s[13u]
s[13u]s[13u]
s[13u]

sHuCs
HuCsHuCs
HuCs

S6

2s2u2d
2s2u2d
2s2u2d
2s2u2d

3s5u5d
3s5u5d
3s5u5d
3s5u5d
3s5u5d

dddsHss
CuuddsHssCuu
ddsHssCuddss
HssCudds

dddsuuu
sdddsuuus
dddsuuu
sdddsuuu
sdddsuuu

4su3tu3su
3tu3su3tu
3su3tu3su
3tu3su3tu
3s

sHsCuHs
CuHsCu

S7

ss[uu]
ss[uu]
ss[uu]
ss[uu]
ss[uu]

sss[uuuu]
sss[uuuu]
sss[uuuu]
sss[uuuu]
sss[uuuu]

s[uu]sHss
Cs[uu]sHss
Cs[uu]sHss
Cs[uu]sHss
Cs[uu]sHss

s[uuu]s
[uuu]s[uuu]
s[uuu]s[uuu]
s[uuu]s[uuu]
s[uuu]s[uuu]
s[uuu]

s[13u]
s[13u]
s[13u]s[13u]

sHuCsHuCs
HuCs

<표 Ⅷ-2> 세부과제를 기본 기호와 {}, [], sss=3s로 나타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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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오류가 생기는 원인은 <표 Ⅷ-3>과 같이 크게 2가지 범주로 나뉘

었다. 먼저, s, t, u, d, l, r, H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인데 이

는 또 다시 3가지 경우로 나뉜다. 첫째, 터틀의 관점에서 방향을 생각해

야 하는데 자신의 관점에서 방향을 생각한 경우이다. 화면상에서 터틀은 

오른쪽으로 보고 서있기 때문에 터틀이 앞으로 가는 방향은 화면상에서

는 오른쪽이다. 즉, 자신의 관점으로 해석해서 s를 하면 화면상에서 앞으

로 간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상상한 이미지가 실행된 이미지와 다르게 나

타난 경우이다. 둘째, 각 기호의 의미나 기호자체를 잘못 기억하는 경우

이다. 즉, 수준별 수업을 듣는 학습자는 읽고 듣고 기억하는 능력이 부

족할 수 있다고 느껴진 대목이다. 셋째, H의 의미이해 부족이다. H는 그 

이후의 실행식을 안보이게 하는 기능으로 각 기호가 터틀의 행동으로 바

로 실행되는 s, t, u, d, l, r과 성격이 다르다. 이에 혼동을 느낀 학습자

는 H를 실행하면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투명블록이 생긴다고 잘못 이

해하곤 했다. 그 이외에는 s, t, u, d, l, r이 쌓기나무 이미지로 바로 표

현이 되다 보니 실행식이 그대로 쌓기나무로 변환된다고 생각하여 ‘s 

ss'로 작성하면 ‘쌓기나무 1개-투명블록-쌓기나무2개’로 생각하기도 

하였다. 두번째 범주는 [  ]이해의 부족이다. 갔다가 돌아오는 의미를 온

전히 이해하지 못하여 [  ] 없이도 터틀이 ‘알아서’자기가 원하는 위

치로 돌아온다고 생각했다. 

질문
내용

대화내용

s,t,u,d,l,r
,H 표현
에 대한 
이해 부
족

S : 선생님 이거 왜 안붙여져요?(블럭이 자기가 원하는 블럭 오른쪽에 붙여지지 않
는다고 화면을 가리키며)
T : 니가 n을 입력했는데 왜 입력했어?
S : 옆으로 가려고요.
T : 오른쪽인 옆으로 가는건 n이 아니라 r이야. 
S : 아. 

S : 선생님 (화면상에서 뒤를 가리키며) 저는 여기로 가고 싶은데 (화면상에서 왼쪽
을 가리키며)터틀은 저기로 갔어요. 
T : 터틀이 입장에서는 그 방향(화면상에서 왼쪽)이 뒤로 가는 거야.  
S : 아. 

<표 Ⅷ-3> 학습자와 교사의 대화(세부과제 오류수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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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실행식에서 반복되는 부분을 찾아서 치환기호를 사용하는 과정

을 지필로 먼저 작성해보도록 하였다. 지필로 작성한 활동지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이를 치환을 사용하기 전 표현과 비교하여 정리한 것은 <표 

Ⅷ-4>이다. 글씨체가 굵고 밑줄 그은 부분은 실행식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다. 

S : (‘sttuuHssCss’에서 마지막 s를 가리키며) 선생님 이 s 는 터틀이 어디있는 
거예요?
T : 그러면 우리 처음부터 따라가보자. 여기가 시작인데 s를 하면 이렇게 한 칸 가
니까.
S : s가 옆으로 가는 거예요? (화면상에서 오른쪽방향을 가리키며)
T : 우리가 볼 때는 오른쪽 방향인데, 터틀이 입장에서는 앞으로 가는 거야. 그래
서 s를 하면 화면상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S : 그러면 화면에서 왼쪽으로 가는 건요?
T : 그건 터틀이 입장에서 뒤로가는 거니까 t 
S : 아. 알았어요 
S : 선생님 그림이 이상하게 나와요 
T : 여기 ststst 이렇게 하면 터틀은 계속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를 반복하니까 2
칸을 제자리 걸음 하는 거야. 
S : 아 알았어요. 

S : 's ss' 했는데 왜 쌓기나무 블럭이 안띄어져요?
T : 실행식에서 띄어쓰기를 한다고 실행된 그림에서 띄어지는 것은 아니야. 띄고 
싶으면 H를 써서 해야해. 
S : 아. 

[  ] 표
현의 있
고 없음
에 대한 
이해 부
족

S : 선생님 안돼요. 
T : 자 같이 보자. 니가 처음 시작한 곳은 여기야. 여기서 13d를 하고 r을 하면 여
기야. 근데 여기서 바로 r을 하면 ‘ ’와 같은 모양이 되는 거야. ‘ㅜ’같은 
모양이 아니라. 
S : 아. 알겠어요.  
S : suuuss 했는데 ‘ㅗ’가 아니라 ‘ ’ 왜 이렇게 가요? 
T : 올라갔다가 내려오는걸 안해서 그래. uuu 하면 터틀이 여기 있기 때문에 ss를 
하면 이렇게 가는 거야. 
S : 아. 알았어요. 

S : ([2s]를 실행 후 그림이 엉망으로 나오자 [  ]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문제임
을 인지함) 선생님 s나 이런거 없이 [  ] 먼저하면 잘 안나와요?
T : [  ]는 [  ]안의 부분을 실행했다가 [ ] 전 위치로 돌아온다는 뜻인데 돌아올 
위치가 없으니까 잘 안되는 거야. 
S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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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1 2 3 4 5 6

연

번

  과제
  내용

학생

1 S1

2s[2u]
2s[2u]2s
[2u]2s[2u]
2s[2u]

5{3s[4u]}
s[2u]s
4{H2sCs[2u]s}

10{s[3u]} 4{s[12u]} s3{HsCu}

1 S1
X=‘2s[2u]’
5X

X=‘3s[4u]’
5X

X=‘H2sCs[2u
]s’
s[2u]s4X

X=‘s[3u]’
10X

X=‘s[12u]’
4X

X=‘HsCu’
s3X

2 S2
2s[2u]2s[2u]2s
[2u]2s[2u]2s
[2u]

3s[4u]3s[4u]3s[4u]
3s[4u]3s[4u]

s[2u]s H2s 
Cs[2u]s H2s 
Cs[2u]s H2s 
Cs[2u]s H2s 
Cs[2u]s 

10{s[3u]} 4{s[2u]} 4{sHsCu}

2 S2
x=2s[2u]

5x

x=3s[4u]

5x

x=[2u]sH2sCs

s5x

x=s[3u]

10x

x=s[2u]

4x

x=sHsCu

4x

3 S3

ss[uu]
ss[uu]ss
[uu]ss[uu]
ss[uu]

sss[uu
uu]sss[uu
uu]sss[uu
uu]sss[uu
uu]sss[uu
uu]sss[uuuu]

s[uu]s 
Hss C s[uu]s Hss 
C s[uu]s Hss C 
s[uu]s Hss C 
s[uu]s 

s[uuu]s
[uuu]s[uuu]
s[uuu]s[uu
u]s[uuu]s
[uuu]s[uuu]
s[uuu]s[u
uu]

s[uuuuuuuuuuuuu
] s[uuuuuu

3 S3
X=‘ss[uu]’

5X

X=‘sss[uuuu]

’

5X

X=‘s[uu]sHs

sC’

5X

X=‘s[uuu]’

5X

X=‘s[uuuuuu

uuuuuuu]’

4X

X=‘sHuC’

4X

4 S4
ss[uu]ss[uu]
ss[uu]ss[uu]
ss[uu]

sss[uuuu]
sss[uuuu]sss[uuuu
]sss[uuuu]sss[uuu
u]

s[2u]s
4{H2sCs[2u]s}

10{s[3u]} 4{s[12d]} 4{sHsCu}

4 S4
X=‘2s[2u]’

5X

X=‘3s[4u]’

5X

X=‘s[2u]s’ X=‘s[3u]’

10X

X=‘s[12d]’

4X

5 S5
ss[uu]
ss[uu]ss[uu]
ss[uu]ss[uu]

sss[uu
uu]sss[uuuu]sss[u
uuu]
sss[uuuu]
sss[uuuu]

s[uu]
sHssCs[uu]
sHssCs[uu]
s[uu]sHss
Cs[uu]s

s[uuu]
s[uuu]s[uuu]s[uuu
]s[uuu]s[uuu]s[uu
u]s[uuu]s[uuu]s[u
uu]

s[13u]
s[13u]s[13u]s[13u]

sHuCs
HuCsHuCs
HuCs

5 S5
X=‘ss[uu]’

5X

X=‘ssss[uuu

u]’

5X

X=‘s[uu]sHs

sC’

5X

X=‘s[uuu]’

5X

X=‘s[13u]’

4X

X=‘sHuC’

4X

6 S6

2s2u2d
2s2u2d
2s2u2d
2s2u2d

3s5u5d
3s5u5d
3s5u5d
3s5u5d
3s5u5d

dddsHss
CuuddsHssCuudds
HssCuddss
HssCudds

dddsuuu
sdddsuuus
dddsuuu
sdddsuuu
sdddsuuu

4su3tu3su
3tu3su3tu
3su3tu3su
3tu3su3tu
3s

sHsCuHs
CuHsCu

6 S6
X=‘2s2u2d’

5X

X=‘3s4u4d’

5X

X=‘Hsscuud

ds’

5X

X=‘dddsuuus

’

5X

X=‘3u3su’

4su6X

X=‘sHsCuHC

HHsCu’

4X

7 S7

ss[uu]
ss[uu]
ss[uu]
ss[uu]
ss[uu]

sss[uuuu]
sss[uuuu]
sss[uuuu]
sss[uuuu]
sss[uuuu]

s[uu]sHss
Cs[uu]sHss
Cs[uu]sHss
Cs[uu]sHss
Cs[uu]sHss

s[uuu]s
[uuu]s[uuu]
s[uuu]s[uuu]s[uuu
]s[uuu]s[uuu]s[uu
u]s[uuu]

s[13u]
s[13u]
s[13u]s[13u]

sHuCsHuCsHuCs

<표 Ⅷ-4> 반복되는 패턴 찾아 치환 기호 사용하기 과제 수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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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살펴보면, S1, S2, S4 학생은 치환을 사용하기 전에도 { } 

표현을 써서 반복되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거나 규칙성있게 실행식을 

작성하여 치환을 정확하게 사용하였다. 단, S2 학생은 치환기호의 규칙

인 ‘’(따옴표) 사용을 잊었는데 실행식을 실행해보면서 ‘ ’표현의 

누락이 원인임을 알게 되었고, 5번, 6번 과제의 경우 오답을 작성하였다. 

치환을 사용하지 않은 실행식도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지난 시간에 

터틀 쌓기나무 환경에서 실행해보지 않았고 오류 확인을 하지 않은 채로 

{ }안의 실행식을 치환기호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S2 학생은 

수업태도가 성실했던 학습자였기 때문에 지난 수업시간에 시간이 부족했

던 것으로 추측된다. S4학생은 3번 과제에서 치환기호에 들어갈 내용을 

찾지 못했는데, ‘10{s[3u]}’와 같이 치환기호로만 표현되는 과제와 달리 

‘s[2u]s4{H2sCs[2u]s}’와 같이 { }앞에 있는 s[2u]s 때문에 치환기호에 들

어갈 부분을 못 찾은 것으로 보인다. 즉, aX 형태의 패턴에서는 반복되

는 부분을 쉽게 찾았지만 b+aX 형태의 패턴에는 반복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워한 것이다. 

S3, S5, S6, S7 학생은 쌓기나무 이미지에서는 패턴을 파악하지 못했지

만 실행식에서 반복되는 부분을 찾아 치환기호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sss=3s가 됨을 내면화하지는 못했다. S3 학생이 5번 과제에서 실행식을 

일부만 작성했으나 반복되는 부분을 파악하여 치환기호로 표현한 것을 

보면, 지난 시간에 알맞는 실행식을 알았지만 귀찮아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S3 와 S5 학생은 4번 과제에서 실행식은 옳게 작

성했는데 치환기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5X라고 잘못 생각하였다. 이전 

과제가 모두 ‘5X’로 변환되어 4번 과제 또한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S5와 S7 학생은 5번 과제에서 X=‘s[12u]’가 옳은 표현

이나 X=‘s[13u]’라고 작성하였는데, s도 한 칸을 만들게 됨을 계산하지 

7 S7
X=‘ss[uu]’

5X

X=‘sss[4u]’

5X

X=‘s[uu]sHC

sCs’

5X

X=‘s[3u]’

X10

X=‘s[13u]’

4X

X=‘sHuC’

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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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13u]로 세로가 전부 만들어진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치지 못한 것은 시간이 부족해 실행하지 못했거나, 제시된 쌓기나무 

이미지는 세로로 13칸이고 실행된 쌓기나무 이미지는 세로로 14칸인데 

이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S6 학생은 [uu]를 uudd와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내면화하지 못하여 과제 5가 실행식에서 

b+aX 형태의 패턴이 되자, 반복되는 부분을 찾지 못했고 치환기호 표현

의 오류로 이어졌다. 과제 4에서는 실행식에도 오류가 있는데 

‘dddsuuu’라는 표현을 ‘suuuddd’로 변환할 생각을 하지 못했거나 

제시된 이미지로 만들기 위해 어떤 실행식을 추가해야 할지 못 찾은 것

으로 보인다. S7 학생은 실행식에서 X를 5번 실행하라는 뜻은 5X표현으

로 약속이 되어있는데 일부 과제에서 X3과 X10으로 작성한 것을 보면 

이 표현을 내면화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학생으로 파악된다. S7 학생은 

3번 과제에서 실행식이 b+aX 패턴으로 나오자 반복되는 부분을 찾는데 

혼선이 있었다. 

이렇게 작성한 표현을 터틀 쌓기나무 환경에서 실행해보고 본인이 생

각한 표현이 옳은지 스스로 확인해보도록 하였다. 확인해보는 순서는 자

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화내용은 

<표 Ⅷ-5>과 같다. 

질 문 내
용

대화내용

치환 기
호 표현
에 대한 
이 해 부
족

S : (X=2s[2u] 실행 후)선생님 아무것도 안나와요. 
T : X=2s[2u]에서 ‘   ’를 안써서 그래. 그 기호를 써야 컴퓨터는 X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어. 
S : 아. 

S : (X5 로 실행 후) 선생님 이거 왜 안돼요?
T : X5가 아니라 5X라고 실행해야 ‘X를 5번 실행하시오’란 의미가 전달되는 거
야. 

반 복 되
는 부분
을 파악
하는 데
에서 발

S : 잘 모르겠어요. 
T : 반복되는 부분을 찾는거야. ssuuddssuuddssuudd에서 반복되는 부분은 뭐지?
S : ssuudd 
T : 그럼 그 부분을 X로 치환해서 반복하면 되는 거야. 몇 번 반복하면 되는 거니?
S : 4번이요 
T : 그럼 4X 하면 되는 거야

<표 Ⅷ-5> 학습자와 교사의 대화(반복되는 패턴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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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은 크게 2가지 경우로 나뉘었다. 첫째, 치환기호를 사용하는 데 정

해진 규칙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한 데서 오는 질문이었다. 둘째, 실행식

에서 반복되는 부분을 찾지 못하는 경우였다. 보통 aX+b꼴의 패턴에서 

반복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워하였지만 X만 반복되는 aX꼴의 패턴에서도 

반복되는 부분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학생의 표현

이 옳지 않거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를때 교사가 옳은 풀이를 제시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깨닫도록 대화를 하는 것이 가능했다

는 점인데, 이는 실행식과 쌓기나무 이미지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작용

했기 때문이었다. 

전반적으로 수준별 수업을 듣는 학습자는 어떤 학습내용을 기억하고 

내면화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aX꼴의 패턴의 학습이 aX+b꼴의 

패턴의 학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실행된 

이미지와 비교하며 오류를 스스로 파악하는 것은 어려워했고, 대부분 교

사와의 대화에서 오류가 수정되었다. 중요한 것은 모든 학생이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학습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터틀 쌓

생 하 는
어려움

S : 선생님 이상해졌어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와요. 
T :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찾아보자. ss 갔고, 그러면 터틀은 여기있어. Hs 앞으
로 한 칸 안보이게 가면 여기 띄어쓰기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고, 다시 보이게 X 
한 번을 하면. 이 그림이 되겠지? 니가 만들고 싶은 모양은 몇 번이지?
S : 6번이요 
T : 그럼 X를 몇 번 반복하면 6번 그림이 나올까?
S : 3번이요. 
T : 그럼 do 3X를 하면 되겠네. (실행해보니 6번 그림이 나오지 않음) 왜 이렇게 
되었을까? 
S : 모르겠어요.
T : [  ] 는 갔다가 돌아온다는 뜻이지? 갔다가 안오면 될 것 같은데. 그럼 [  ]를 
어디서 지워야 할까?
S : 여기요. 
T : 그래 그럼 지워서 다시 실행해봐.
S : 선생님 앞에 s 가 하나 남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해요?
T : 그 부분은 X로 표현안하면 되지 실행식 전체를 꼭 X로만 표현해야 하는건 아
니야.
S : 아..

S : 여긴 s가 2개인데 여긴 s가 3개 잖아요. 그 뒤만 반복되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쓰고 뒤만 반복하면 되나요?
T :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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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나무 환경에서 실행된 이미지로 스스로 본인의 생각에 대한 옳고 그름

을 확인받을 수 있었던 점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 학생들은 활동과정에

서 ‘저 4번이랑 6번만 확인하면 되요’, ‘선생님 됐어요! 6번까지 다 

됐어요!’, ‘5번까지는 확실히 다 확인했어요’와 같이 말하였는데, 여

기서 ‘됐다’는 표현은 다 ‘풀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작성한 내용

이 옳음을 ‘확인하였다’라는 의미이다. 즉, 스스로 피드백을 할 수 있

는 점이 자신의 학습 속도를 스스로 조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평소 수업시간에는 수업 속도를 쫓아가지 못해 포기했던 학습

자가 느리지만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학습을 할 수 있었기에 학습자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터틀 쌓기나무 환경이 개별적으로 수학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반복되는 패턴을 이용 건축물 만들기

학습자가 구조물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 치환기호를 사용하여 자유

롭게 건축물을 만든 결과는 <표 Ⅷ-6>와 같다. 이전단계에서 추가로 작

성된 부분이 밑줄로 그어져있다. 

1단계 2단계 3단계

S1

X= ‘5s’
XH3sCX 

X=‘5s’
B=‘4t’
CX H3sCX
HuCBH3tCBHuC9suHt

X=‘5s’
B=‘4t’
CX H3sCX
HuCBH3tCBHuC9suHt
CtCt
CtCtCtHtCt
Cu8sH2sCu12tHusC9s
HuCtH5tCt

X

B

<표 Ⅷ-6> 학습자가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작성한 실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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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

15su14tu14su14tu14su14tu1
4s
HdCsHdCsHdCsHdCsHdCsH
dCs5tu4stu3tu2stutu16t5dt4
udt3dt2udtdt4s

A=‘d[17s]’
B=‘[34s]’
15su14tu14su14tu14su14tu1
4s
HdCsHdCsHdCsHdCsHdCsH
dCs5tu4stu3tu2stutu16t5dt4
udt3dt2udtdt4s
7AH8tCdB[26s7u]3{d[B]}

A=‘d[17s]’
B=‘[34s]’
15su14tu14su14tu14su14tu14sH
dCsHdCsHdCsHdCsHdCsHdCs5t
u4stu3tu2stutu16t5dt4udt3dt2ud
tdt4s
7AH8tCdB[26s7u]3{d[B]} 
d[15sH4sC15s]d[14sH6sC14s]d[1
3sH8sC13s]8{d[12sH10sC12s]}
15tsu14su13tsu12su11tsu10su9ts
u8su7tsu6su5tsu4su3tsu2su1ts34
s14d15stu14tu13stu12tu11stu10t
u9stu8tu7stu6tu5stu4tu3stu2tus

A
B

S4

A=‘10s’
B=‘10t’
sAuBu

A=‘10s’
B=‘10t’
sAuBuAuBuAu

A=‘10s’
B=‘10t’
sAuBuAuBuAu4s18tsu16stu1
4tsu12stu10tsu8s

A

B

A
B

S5

x=‘s[15l]’
4x

x=‘s[15l]’
4x
y=‘[u]lll’
5y u

x=‘s[15l]’
4x
y=‘[u]lll’
5y u
d3t15r
5y u
uuuuuddddddrrr[uuuuuu]rrr[
uuuuuu]rrr[uuuuuu]rrr[uuuu
uu]rrr[uuuuuu]

x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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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 학생은 치환을 사용한 모양이 2번 밖에 반복이 되지 않아 패턴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만든 건축물이 패턴의 조합이라기 보다는 

한 붓 그리기 형식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만든 것으로 반복되는 부분을 

기호에 저장 후 여러 번 실행하여 효과적으로 구조물을 만든다는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S2 학생은 직사각형 세부과제를 응용하여 만들었다. 세부과제에서는 

직사각형을 세로 한 줄이 반복되는 것으로 패턴을 분석 하였는데, 이를 

응용하여 가로 한 줄이 반복되는 것으로 패턴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1단

계에서 가운데에 있는 직사각형에서는 패턴을 파악하지 못하고 한붓그리

기 형식으로 만든 것을 볼 수 있다. 1단계는 직사각형과 삼각형이 합쳐

진 모양으로 세부과제와 완전히 똑같은 모양이 아니면 패턴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3단계에서 계단모양을 증

가패턴으로 분석하는 것은 아직 학습하지 않아 한붓그리기 형식으로 만

든 것을 볼 수 있다. 

S4 학생은 직사각형 세부과제를 응용하여 직사각형에서 가로 한 줄이 

반복되는 것으로 패턴을 파악하였으나, [ ] 기호사용이 미숙하여 터틀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한 줄을 A, 왼쪽으로 이동하는 한 줄을 B로 따로 

따로 치환하였다. 나머지 부분은 한붓그리기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S5 학생은 S7 학생과 실행식에서 4줄이 일치하고, 그 이후 실행식에서

S7

x=‘s[15l]’
4x

x=‘s[15l]’
4x
y=‘[u]lll’
5y u

x=‘s[15l]’
do 4x

y=‘[u]lll’
do 5y u

do d3t15r
do 5y u

x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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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명히 ‘[uuuuuu]rrr’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치환기호를 사용하지 

못했으며 ‘[6u]3r’로 표현도 못한 것으로 볼 때, S7 학생의 실행식을 

베낀 것으로 보인다. S7 학생은 직사각형 세부과제를 응용하여 가로 한 

줄이 반복되는 것으로 패턴을 파악하였고, ㄴ이 반복되는 패턴을 응용하

여 다리를 완성하였다. 그러나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S3과 S6 학생은 자유작품을 구상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건축물을 만들

지 못하였다. 

전반적으로 세부과제를 응용해서 어떤 작품을 완성하는 데에는 대부분

의 학생이 완성도 있는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단, 학습자가 작성한 

실행식에서 어떤 내용이 내면화되었는지는 파악할 수 있었다. 학습한 기

호를 응용해서 자신의 작품을 만드는데 사용했다면 그 기호 표현은 학습

자에게 내면화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S1, S2, S4, S5, S7 학생이 작성한 실행식을 보면 반복되는 부분을 치환

기호를 이용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때, 문자에 수가 아닌 어떤 내용이든

지 담을 수 있다는 문자의 일반성은 내면화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S1, 

S2, S4, S5, S7 학생은 치환기호를 모두 다르게 사용한 것으로 볼 때, 문

자의 유연성은 내면화 된 것으로 보인다. 

문자식 조작 전이 학습 

 

실행식을 다뤄본 경험과 문자식 조작의 유사한 점을 교사가 문답식으

로 안내하면서 문자식조작을 지도하였다. 그 중 일부의 대화내용은 <표 

Ⅷ-7>와 같다. 

실행식에서 1s와 s가 같은 결과를 실행시키므로 1을 생략하는 것이 더 

편리함을 경험하여 1x라고 실수하는 학생이 없어졌다. 이는 2s를 2×s에

서 곱셈이 생략된 것이 아니라 2개의 s의 합으로서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u하고 s는 다른거예요’와 같이 실행식

을 통해 어떤 내용을 담는 기호의 역할을 이해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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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s와 s는 같은 의미를 가진 기호이므로 합칠 수 있지만, 3s와 4u는 합칠 

수 없듯이 3x와 4y또한 서로 다른 개체임을 인식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또한 이는 3x+4y로 끝낼 수도 있다는 것도 이해하게 되면서 대수식을 불

완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인지적 오류도 개선되었다. 실행식에서 {  }를 

사용한 결과를 통해 { }가 묶음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문자

식에서 (   )또한 같은 의미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2(   )는 괄호 안에 있

는 모든 개체에 대해서 2배가 되는 것도 인지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치환기호의 사용을 통해 편리성 때문에 식을 세운다는 것을 알게 되었

고, 필요할 때마다 X에 구체적인 값을 대입할 수 있음을 알게 되어 식의 

값 구하기의 의미도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문자사용의 일반성

인, X라는 기호를 여러 가지 값이 담길 수 있는 일반화로서의 도구로서 

인식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교과서 학습내용 실행식 조작활동을 비유로 한 문답내용

1의 생략

T : s와 1s는 모두 한개의 쌓기나무를 생성합니다. 그런데 1s는 왜 안쓰
죠?
S: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T: 맞아요. 좀 더 편리하고자 s를 쓰는거예요. 마찬가지로 1x 또한 x로 사
용합니다. 그럼 sss와 3s는 무엇이 더 나은가요?
S : 3s요. 개수를 쉽게 알 수 있어요. 

동류항의 덧셈 및 
다항식의 덧셈 

T : 터틀이 3s s 4u 이러면 앞으로 그리고 위로 총 몇 칸 간거죠? 
S : 앞으로 3칸, 앞으로 1칸, 위로 4칸, 
T : 이걸 8s 라고 쓰면 왜 안될까요?
S : s는 옆으로 가는거고, u는 위로 가는 건데 그걸 더해버리면 안돼요.
 u하고 s는 다른거예요.  
T : 맞아요. 기호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더할 수 없어요. 마찬가
지로 3x+x+4y를 8x나 8y로 답하면 의미가 달라져요. 
자 그러면 3x+4=7x로 하면 어디에 오류가 있나요?
S : 4에는 x가 없어요. 4는 숫자고 3x는 문자라서 합치면 안되요. 
S : 다른 의미가 되요. 
T : x+2는 이게 끝인가요?
S : 네. x가 1개, 1이 2개라 합칠 수 없어요.   

T: 3{su}u가 있을 때 su를 3번하고 u를 한번 간다는 뜻인데 4su쓰면 뭐가 
잘못됐죠?
S : su하고 u는 다르니까 합칠 수 없는거 아닌가요? 따로 써야 하지 않나

<표 Ⅷ-7> 실행식 조작활동과 연계한 한 문자식 전이학습 대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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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중학교 2학년 ‘식의 계산’중에서 사전 검사에 사용한 문자식 

조작과 가장 밀접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스스로 풀어보도록 한 

후 채점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표 Ⅷ-8>와 같이 7명 모두 문자식 조작

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학습한 활동지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S6과 S7 학

생은 뺄셈이 있는 한 문제에서 실수를 하였다. 일차식의 덧셈과 뺄셈이 

수행가능하다는 것은 곱셈기호의 생략, 단항식의 덧셈과 뺄셈이 수행가

능 함을 내포하고, 분배법칙이 있는 일차식의 덧셈과 뺄셈이 수행 가능

하다는 것은 단항식과 수의 곱셈, 일차식과 수의 곱셈이 수행가능 함을 

의미하므로 사전검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이 모두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

다. 특히, 사전검사에서 거의 백지였던 S1, S2, S3, S7 학생의 변화는 놀

라웠다. 실행식 조작활동과 전이학습이 문자식 조작에 대한 개념이미지

를 제공한 것으로 추측되는 바, 면담결과를 통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

다.

요? 
S : 4su하면 생각한 거랑 그림이 달라져요. 
T : 마찬가지로 xy와 x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3xy+y 도 3(xy)+y 이기 때
문에 합칠 수 없어요. 이게 끝이예요

일차식과 수의 곱
셈

T : 4{su2r}을 4su2r 이렇게 바꾸면 뭐가 틀렸지?
S : 원래는 su2r을 4번을 하는건데, 앞에만 4번해서 다른 의미가 되었어
요. 
T : 맞아요. 그래서 4(xy+2x)도 (xy+2x)를 4배하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4xy+8x가 맞아요. 이걸 분배법칙이라고 하죠. 

식의 값 

T : X=‘ssu’ 5X는 무슨 뜻이었지?
S : ssu를 5번하란 뜻이예요 
T : 5{ssu}를 하면 되지, 왜 굳이 X=' ' 한 뒤에 5X를 할까?
S : 편하려고요. 식에 들어가는 내용만 바꾸면 되서 그게 더 편해요.
T : 수학에서는 5X라는 식에서 X에 ssu를 대입한다고 하고 이를 식의 대
입이라고 해. 그럼 x=3일때 3x+5의 값을 구하는 것은 x에 3이 들어가는거
죠? 답은 얼마죠?
S : 14요. 



                            

100

연

번

문항

내용

문자가 1개인 일차식
의 덧셈과 뺄셈

문자가 2개인 일차식
의 덧셈과 뺄셈

분배법칙이 있는 일차
식의 덧셈과 뺄셈

1 S1 ○ ○ ○
2 S2 ○ ○ ○
3 S3 ○ ○ ○
4 S4 ○ ○ ○
5 S5 ○ ○ ○
6 S6 △ ○ ○
7 S7 ○ △ ○

<표 Ⅷ-8>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수행결과

  ○ : 정답을 올바르게 나타낸 경우

  △ : 작성했으나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경우 

  × : 작성하지 못했거나, 작성했는데 오류가 심각한 경우 

동적측면으로의 변수개념

먼저, 변수기호가 포함된 치환기호를 이해해보는 활동지 결과는 <표 

Ⅷ-9>와 같다. 활동지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 : 활동지에 작성한 것이 옳은 경우 

△ : 활동지에 작성한 데에 오류가 있었으나 실행된 쌓기나무 이미지

과제

학생

B = ‘ s [ ( a ) u ] 
(a=a+2)’
a=3
do 4B 

X = ‘ 3 s [ ( n ) u ] 
(n=n+1)’
n=2
do 4X

A = ‘ s [ ( c ) d ] 
(c=c-1)’
c=5
do 4A

X=‘3 { s [ ( n ) u ] } 
(n=n-2)’
n=6
do 4X

1 S1 ○ ○ ○ ○

2 S2 ○ ○ ○ ○

3 S3 ○ ○ ○ ○

4 S4 △ ○ ○ ○

5 S5 △ △ ○ △

6 S6 ○ ○ ○ ×

7 S7 ○ △ × ×

<표 Ⅷ-9> 변수기호가 포함된 치환기호 학습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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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오류를 수정한 경우 

× : 활동지에 작성한 데에 오류가 있으나 수정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전혀 작성하지 못한 경우 

S6와 S7학생이 한 두 개의 표현을 해석하지 못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

분 학생이 제시된 모든 표현을 모두 해석한 것을 볼 때, 전반적으로 실

행식에서 변수개념을 이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정적측면으로의 변수개념 활동과 마찬가지로 

학습자는 실행된 그림을 보며 스스로 오류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다. <표 

Ⅷ-10>와 같이 S3 학생은 앞에서 봐왔던 X=‘s[(n)u]’에 익숙해져있어, 

3{s[(n)u]}는 3줄이 동시에 증가한다는 것을 놓쳐 실행했을때 자신이 생각

한 이미지가 안나오자 오류가 있음을 판단하고 ‘×'로 표시해 놓은 것

을 볼 수 있다. S4 학생 또한 s가 한 칸을 만든다는 것을 생각하기 못해 

본인이 생각한 이미지와 실행된 이미지가 다르자, 본인이 생각한 이미지

를 지운 것이 보인다. S7학생도 s[(n)u]에 익숙해져있어 3s[(n)u]에서 3s는 

증가하지 않는 부분임을 놓쳐 실행된 이미지가 본인의 생각과 다르자 X

표시를 하였다. 그러나 어느 부분에 오류가 있는지는 스스로 찾기 어려

워하는 경우가 많았고 <표 Ⅷ-11>과 같이 교사와의 대화에서 오류를 수

정하였다. 

학생 활동지 

S3

<표 Ⅷ-10> 동적측면으로의 변수개념 활동지 결과(오류를 수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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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서 다양한 계단 모양의 패턴을 변수가 포함된 치환기호로 표

현해보는 활동을 하였다. 그 결과는 <표 Ⅷ-12>과 같다. 지필로 작성한 

활동지는 부록에 제시되어있다. 1줄을 기준으로 쌓기나무가 1개나 2개씩 

증가하는 패턴은 <표 Ⅷ-13>와 같이 교사에게 질문을 하면서 패턴을 파

악하였다. 다만, 개수가 감소하는 패턴에서는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보였

고 2줄씩 묶어서 증가하거나 일부 증가하지 않는 쌓기나무가 있는 패턴

에서 S6과 S7 학생은 전혀 패턴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S4

S7

질문
내용

대화내용

s가 한 
칸을 만
든 다는 
것을 놓
침

S : 규칙은 맞았거든요. 근데 갯수가 안맞아요.
T : 처음에 s[3u]는 s도 한칸을 만들기 때문에 총 4칸이 돼. 그걸 생각안했어. 
S : 아. 네네네

3{4[u]}의 
해석 미
숙

S : 그림이 다르게 나와요
T : 3{s4[u]}하고 3s4[u]는 어떤 차이가 있어? 그림에서?
S : 앞의 것은 s[4u]를 3번 하는 거고, 뒤의 것은 s를 3번하고 4[u]를 하는거고.. 
T : 수학에서 2*3+4는 2와3을 곱한 후 4를 더하지만, 2*(3+4)는 덧셈을 먼저하고 곱
셈을 하지?
S : 네 
T : 마찬가지로 3{s[4u]}는 s[4u]를 3번하는 거야. 그럼 어떤 이미지로 실행될 것 같
아?
S: 아. 알겠어요. 

<표 Ⅷ-11> 학습자와 교사의 대화(동적측면으로의 변수개념 활동지 오류수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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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동지에 작성한 것이 옳은 경우 

△ : 활동지에 작성한 데에 오류가 있었으나 실행된 쌓기나무 이미지

를 통해 오류를 수정한 경우 

× : 활동지에 작성한 데에 오류가 있으나 수정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전혀 작성하지 못한 경우

 

과제

1 S1 ○ ○ ○ ○ ○

2 S2 ○ ○ △ ○ ○

3 S3 ○ ○ ○ ○ ○

4 S4 ○ ○ △ ○ △

5 S5 ○ ○ × × ×

6 S6 ○ ○ ○ × ×

7 S7 ○ ○ × × ×

<표 Ⅷ-12> 증가하는 패턴 찾아 치환기호로 표현하기 활동지 결과

질문
내용

대화내용

시 작 의 
어려움

S :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T : 처음에 n의 값을 무엇으로 할지는 뭘 보면 되지?
S : 첫 번째 줄의 쌓기나무 개수
T : 그렇지. 첫 번째 줄은 s[4u]인데 그럼 n의 값은 얼마로 하면 되지?
S : 4
T : 3X로 실행할지, 5X로 실행할지는 무엇을 보면 되지?
S : 줄의 개수..그러니까 몇 줄인지
T : 잘했어. 그렇게 하면 돼. 

문 자 의 
유 연 성 
미숙

S : 실행했는데 안나와요 
T : B=‘    ’라고 되어있는데 실행할 때는 A로 했어. 문자가 뭐든 상관이 없는
데 둘은 같아야 해. 왜냐면 A를 실행할 때 내용이 없기 때문이지. 그러면 뭐라고 
바꿔야 할까?
S : B!

증 가 하
는 패턴 
파악 미
숙

S : 모르겠어요 
T : 이 그림을 만들려면 X를 몇번 실행해야 하지? 
S : 3번이요 
T : n은 실행할 때마다 값이 변해. 변하면서 X를 3번 실행하는 거야. 처음에 s 포

<표 Ⅷ-13> 학습자와 교사의 대화(증가하는 패턴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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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패턴을 이용 건축물 만들기

과제 실행식 건축물

1 S1

X=‘s[(n)u] (n=n+1)’
n=1
do 7X

Y=‘s[(n)u]’
n=6
do 2Y

do Hs2uC4us2ds2us2dH4ds[2uC4u]C2Y

A=‘s[(n)u] (n=n-1)’
n=7
do 7A

do 
Hs7u8tC2tHtCtHtC2tHtuC2sHsCsHsC2sH4suC13t
HtCusC13s
do HuC13tHuCsHsC7sHsCsHutCtH5tCt

X

Y

A

2 S2

쌓기나무준비
ㄱ
X=‘s[(n)u] (n=n+1)’
n=0
B=‘s[(p)u] (p=p-1)’
p=7
A=‘s(m)d (m=m-1)’
m=3

<표 Ⅷ-14> 증가하는 패턴을 이용하여 건축물 만들기 결과  

함해서 4칸을 만들려면 n이 처음에 얼마가 되어야 하지?
S : 3이요 
T : 자 이제 몇 개씩 증가해? 감소해?
S : 1개씩 증가해요 
T : 1칸씩 증가하니까 n=n+1을 변형해야해? 그냥 써야해?
S : 변형안해도 되요. 1개씩 증가하니까. 

감 소 하
는 패턴 
파악 미
숙

S : (감소하는 패턴을 보며) 이거 규칙을 모르겠어요 
T :  자 보자. 처음에 총 몇개지?
S : 9개요 
T :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변하지?
S :  7개, 5개요 
T : 몇개씩 증가해? 감소해?
S : 2개씩 감소해요. 
T : 그럼 n=n+1 을 어떻게 변경하면 될까?
S : 아. n=n-2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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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Ⅷ-14>를 보면 변수개념이 포함된 치환기호를 학습하는 것은 가능

했지만 내면화되기에는 어려웠는지 S4, S5, S6, S7 학생은 변수개념이 포

함된 치환기호로 전혀 건축물을 만들지 못했다. S1, S2, S3 학생은 수업

시간에 완성하기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여 따로 시간을 내어 완성하였

다. 이는 충분한 시간이 모든 학생들에게 주어졌다면 더 좋은 결과가 산

출되었으리라 추측된다. S1, S2, S3 학생은 동적측면으로의 변수개념은 

물론 문자 선택의 자유성까지 내면화한 것을 볼 수 있었다. 

함수개념 전이학습

y=ax 꼴의 관계식을 찾는 것은 상수항이 없는 선형패턴이고 y=ax+b꼴

의 관계식을 찾는 것은 상수항이 있는 선형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표 

Ⅷ-15>를 보면 대부분 학습자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한 번에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쌓기나무 개수를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S1 학생 활동지에는 2

칸씩 증가한다는 의미로 선이 그어져 있고, S7 학생 활동지에는 쌓기나

무의 개수를 센 흔적이 있으며, S2 와 S4 학생 활동지에는 1번째줄과 3

번째줄을 의미하는 숫자를 써놓았다. 이는 x값이 변함에 따라 x번째 줄

do 
8Xs[7u]s7uAHsC3uHC2dHC2usdsus2d2us3d3us7ds
7u7d8B7t7uu2d3t2u2d3t2u2d3t2u2d3t3u3t18st[u]t[
2u]t[3u]t[4u]14ts[u]s[2u]s[3u]s[4u]s4us4ds4us4ds4
us4ds4us4ds4us4d

X A B

3 S3

X=‘s[(n)u] (n=n+1)’
n=0
Y=‘s[5u]’
A=‘[2u]3s’

do 5X 7Y r2u H u C 
sl2udsudrsludrslus2drl2us5dr2u2dl  5Y 
s[5u]s[4u]s[3u]s[2u]s[1u]s
do H 5u 22t C 3A s 2A 2u u5s 26t 2s u 22s 
3t u 16t s u 14s t u 12t

X

Y
Y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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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쌓기나무 개수인 y값이 따라서 변함을 인지하여 선형패턴을 표현하는 

식으로서 y=ax에서 a값을 구했음을 알 수 있다. y=ax+b 꼴의 패턴에서는 

증가하는 양을 그림으로 표시하여 초기값을 알려고 했던 흔적을 통해 

y=ax+b에서 b를 x=0일 때의 초기값, 즉, x값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값으

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1 학생은 일정하게 증가하는 쌓기나무

의 개수를 사각형으로 표시하여 초기값을 구했고, S2, S4, S7 학생은 전

체 그림에서 선형패턴에 해당하는 그림을 분리하여 상수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했다. S3 학생은 일정하게 증가하는 양과 일정하게 증가하지 

않는 양의 차이를 통해 상수항을 구했고, S5 학생은 희미하지만 선이나 

점으로 증가하는 쌓기나무의 개수를 파악하여 증가하지 않고 쌓여있는 

쌓기나무의 개수를 파악하였음을 알 수 있다. S6 학생은 결석으로 이 부

분에 대해 활동한 자료가 없다. ax+b의 패턴에서 모든 학생이 시각적 패

턴에 의존하여 형식적인 관계식을 도출한 것을 보면 y=ax의 패턴에서 그

림에 흔적이 없었던 S3, S5, S6 학생은 머릿속으로 시각적 패턴을 파악

한 것으로 보인다. 종합해보면 쌓기나무개수와 x번째 줄과의 관계가 x값

에 따라 y값이 변한다는 심상을 형성해 준 것으로 보인다.

  문제

학생

S1

S2

<표 Ⅷ-15> 함수 전이학습 활동지 결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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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는 함수의 그래프 이해에도 영향을 끼쳤다. <표 Ⅷ-16>을 보

면 a가 양수인 y=ax+b의 그래프를 그리는 활동에서는 7명 학생 모두 상

수항이 있는 증가하는 선형패턴으로 파악했음을 쌓기나무에서 증가하는 

양을 파악하려고 했던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는 7명 모두 옳게 그

래프를 그리는 것으로 이어졌다. 게다가 S1 학생은 좌표평면에 그린 그

래프 위에 쌓기나무 이미지를 표현해봄으로써 본인이 그린 그래프가 쌓

기나무 이미지와 일치하는지 확인했고, S6 학생은 쌓기나무 이미지 위에 

S3

S4

S5

S6 결석

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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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을 그어서 좌표평면위에 그린 함수의 그래프와 일치하는지 비교해보

았다. 이로서 S1 과 S6 학생은 함수의 그래프를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

값이 어떻게 변하는 지를 나타내는 시각적 표현으로 이해했음을 알 수 

있다. 감소하는 패턴도 마찬가지로 상수항이 있는 선형 패턴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단, 처음에 S3 학생은 증가하는 패턴에 익숙해져 오른쪽

에서 왼쪽으로 줄이 증가한다고 인식해 그래프를 그렸고, S6 학생은 마

지막 줄이 x=-1에 대응된다고 잘못 생각해 함수의 그래프를 잘못 그렸다

가 오류를 인식하고 수정하였다. 

과제

1 S1

2 S2

3 S3

<표 Ⅷ-16> 함수 전이학습 활동지 결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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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결과

 

정적측면으로의 변수개념과 동적측면으로의 변수개념에 대한 개념이미

지를 형성하기 위한 초기대수로서 터틀 쌓기나무 환경에서 수행한 실행

식 기반 학습 과제 활동은 유의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면담을 통해 자세

히 분석해본 결과는 <표 Ⅷ-17>와 같다. S6 학생은 일정이 맞지 않아 면

담을 하지 못했다. 

면담과정에서 변수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대답은 모든 

학생에게서 들을 수 있었다. 종합해보면 실행식은 문자가 의미하는 바가 

그림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웠고, 이는 전이활동을 통해 문자

4 S4

5 S5

6 S6

7 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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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대한 이해로 이어졌다. 즉, 실행식 조작활동은 변수의 개념과 대수

식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심상을 형성해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x번째 

줄의 쌓기나무의 개수 y개의 관계는 y와 x의 관계에 대한 시각적인 패턴

을 형성해줌으로써 x가 변함에 따라 y가 변하는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 y=ax+b에서 a와 b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해주었으며 함수의 그래프

를 시각적인 패턴으로서 이해하도록 하였다. 다만, ‘50%정도 도움이 되

었다’,‘수학을 완벽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 것은 아니다’라는 말

의 의미는 ‘변수개념에 대한 이해가 방정식, 함수에 관한 모든 문제를 

푸는데까지 해결해준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문제풀이를 모두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S2, S4, S5 학생이 ‘더 어려운 표현을 쓰면 더 쉽게 멋진 것을 

만들 수 있다’고 대답한 것을 통해 터틀 쌓기나무 환경은 학습자로 하

여금 학습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했음을 알 수 있다. 즉, 터틀 쌓기

나무 환경은 수학화 활동의 동기를 부여함을 확인하였다. S1, S3, S4, S5 

학생이 실행식과 실행된 쌓기나무 이미지를 비교해가며 어디가 틀렸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대답한 것을 통해 터틀 쌓기나무 환경은 스스로 수

학화 활동을 하도록 돕는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스스로 어

디가 틀렸는지 찾지 못해 선생님께 물어봤을 때 실행식과 실행된 이미지

는 의사소통 수단으로 작용했음은 앞서 정리한 교사와의 대화에서 드러

난 바 있다. 

정리하면, 실행식 조작활동은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학습자에게 심상을 형성해주며, 수학을 왜 학습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

하고 수준도 다양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명의 교사가 수업을 해야 하

는 학교 현장에서 자발적이고 개별적으로 수학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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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개념 이해

1 S1

변수개
념이해

․실행식에서 치환이나 변수는 구조자체가 어렵지 않았고 그림으로 바로바로 나오니까 이해
하기가 쉬웠다. 
․실행식만으로 함수 등의 개념이 모두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함수 같은 것을 실행식
으로 좀 했는데 함수를 수로 딱 보는 것 보다는 실행식을 보고 교과서를 보니까 함수가 만
만해지면서 이해가 되었다. 
․ ssss=4s는 s+s+s+s=4s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s랑 u가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합쳐
지면 안된다는 것도 이 실행식 활동 때문에 이해를 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교과서 내용까
지 코딩으로 인해서 이해를 한 것은 아니다. 
․학습지로 식을 봐도 실행식 했던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났다. 이런 함수를 보고 x=1일 때 
몇 칸, 몇 칸 이 그림이 생각이 나면서 n=n+2네, 그럼 2칸씩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는 이거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었다. 그림을 보고 처음에 2개이면 2개가 있고 시
작하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는게 교과서로 이해하는 것보다 너무 편했다. 
․수학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 것은 아니다. 문자 보다는 함수 배우는 데에 도
움이 되었다. 나머지는 선생님의 설명이 더 도움이 되었다. 

피드백
․내가 작성한 실행식이 남아있고 그림으로 그려지니까 어디가 틀렸는지 알아볼 수 있는데 
수학은 식밖에 없어서 어디가 틀렸는지 알 수가 없었다. 

2 S2

변수개
념이해

․그림이 나오니까 X안에 무엇을 담는 치환을 이해하는 것은 쉬웠다.
․치환 때문에 X=x+y와 같은 식의 대입도 어렵지 않게 이해했다. 
․식으로 y=2x를 이해하는 것은 복잡해서 어렵고, 실행식에서 n=n+1에서 1씩 올라간다는 의
미를 이해하는 것이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쉽다.
․x를 써야하는 자리에 y를 잘못 쓰면 그림이 바뀌어버린다. 따라서 계산에서도 x와 y는 다
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글로 이해한 함수는 글이 바뀌면 헷갈리는데, 쌓기나무 개수는 줄이 바뀔 때마다 몇 개씩 
변하는 지를 파악하면 다 풀 수 있으니까 더 쉽고 좋았다. 

학습의 
필요성

․ 실행식은 더 복잡하게 할수록 멋진 것이 만들어진다. 작년에는 수학을 실생활에 도움이 
안되니까 왜 배우지라고 생각했다. 

3 S3

변수개
념이해

․글로만 보면 머릿 속에 잘 안들어왔는데, 실행식은 그림으로 나오니까 이해가 좀 더 쉬웠
다. 
․ss=2s는 s가 2개니까 2s 이런 식으로 이해가 쉬운데, 교과서는 2s가 s+s인지 s*s인지 모르겠
다. 
․한번 듣고 계속 하다보니까 머리에 잘 들어왔다. 실행식에서 치환은 규칙이 1개라서 이해
하기가 쉬웠다. 
․실행식 쓸때 같은 문자(X)에 다른 내용을 쓰면 실행했을 때 그림이 이상하게 되서 같은 
문자에 다른 내용을 쓰면 안된다. 이것을 빗대어 문자와 식을 설명해주면 X랑 Y는 다르다
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게 쉬웠다. 전에는 X+2Y가 끝이라는 것이, X랑 Y를 더하면 안된다
는 것이 이해가 안됐다. 
․‘변수가 변하는 수’ 라는 개념이 좀 더 이해가 쉬웠다. x=x+1이 어떻게 변한다는 것인지 
그림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변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었다. 
․쌓기나무에서 몇 번째일 때, 몇 개인지가 선명히 떠오르기 때문에 그래프를 이해하는 것이 
더 쉬웠다. 
․ 개념이해하는 데는 실행식이 도움이 되었지만 시험문제 푸는 것은 다른 유형이기 때문에 
시험성적 향상에 전부 도움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드백 ․실행식을 잘 살펴보면 어디가 잘못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었다.

4 S4
변수개
념이해

․함수에서 변수 (n=n+1)을 사용할 때 그림이 만들어지면 n의 개념이 이해가 되었다. 
․X=2x+y, Y=x+y 이면 X+Y=?  를 풀 때는 치환이 많이 비슷해서 도움이 되었다.  
․x값에 따라서 y값이 변한다는 말이 잘 이해가 안됐었는데, 그래프는 너무 수학적이거나 그
런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추상적이고 그래서 잘 이해가 안됐었다. 그런데 실행식활동지로 
y=x, y=2x, y=3x의 차이가 터틀 쌓기나무 환경에서는 1칸씩, 2칸씩, 3칸씩 증가하는 것으로 

<표 Ⅷ-17> 면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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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2에 대한 결과 분석   

성취수준이 낮은 ‘가’집단과 성취수준이 높은 ‘나’집단에서 실행

식 기반의 학습과제 활동이 내재동기 유발 및 몰입에 어떤 변화를 가져

오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몰입 검사지로 사전과 사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양적으로 분석한 후, 이 몰입의 변화가 실행식기반의 학습과제 

활동에 기인한 것인지를 동료교사 참관지, 실행식 기반 활동시 연구자와 

이루어진 대화내용, 면담결과를 토대로 질적으로 분석해본다.

 

명확하게 표현이 되면서 이해가 잘 되었다. 
․항상 그래프 그릴 때, x절편, y절편 만으로만 그리는 방법밖에 몰랐는데, 실행식으로 그래
프의 기울기의 개념을 이해하게 되었다. 정리하면 학원에서는 푸는 방법만을 배우기 때문
에 시험성적 향상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지만 개념이해에는 실행식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 

학습의 
필요성

․실행식을 쓰면서 불편했던 부분이 길게 쓰는 것이었기 때문에 치환을 배울 때 바로 이해
가 되었다. 배우면 실행식을 쓰기가 좀 더 편해지기 때문에 어려워도 배우고 싶었다. 

피드백

․내가 작성한 실행식을 실행했을때 생각한 그림이 안나오면 실행식을 끊어서 그림이랑 맞
춰보고, 그런 식으로 어디가 틀렸는지를 찾을 수 있었다. 
․ 문제로만 풀 때는 모르는 것은 그냥 모른 채로 두었을 텐데, 실행식으로 했을 때는 작성
해보고 실행했을 때 내가 생각한 모양이 나오면 답이고 안나오면 답이 아니고 이런 과정을 
통해 이해가 잘 되었다.

5 S5

변수개
념이해

․실행식을 하면서 문자가 익숙해져서 치환을 배우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n을 이해하는 것
은 어려웠다. 
․실행식으로 문자식을 이해하는데 50%정도 영향이 있었다. 전에는 개념이 이해가 안된 채
로 문제를 풀었는데 실행식을 한 이후로는 개념이 쉽게 이해가 된 부분이 있다. 
․실행식을 할 줄 알면 함수를 조금이라도 풀 수 있다. 문자n이랑 문자x랑 비슷하다. 
․함수의 그래프도 쌓기나무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몇 개씩 올라간다는 특징이 있어서 알아
보기가 쉬웠다. 

학습의 
필요성

․치환을 처음 배웠을 때, 이렇게 해도 같은 모양이 나온다는게 흥미로웠다. 치환을 쓰면 실
행식을 쓰기가 더 쉬우니까 사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작년에 수학을 배울 때는 수학이 대
입에는 필요하지만 사회에 진입했을 때도 필요할 까 싶었다. 

피드백

․s, t, u, d, r, l 만 사용해서 만들었을 때는 그림이랑 맞춰보면서 틀린 부분을 고칠 수 있었
다. 또는 친구가 작성한 것을 보고 어디가 틀렸는지 알 수 있을 때도 있었다. 도저히 어디
가 틀렸는지 모를 때에는 선생님한테 물어봤다. 그러나 수학문제는 항상 어디가 틀렸는지 
몰라서 처음부터 다시 풀어봤다. 그래도 틀리면 모르는 문제로 남겨두었다. 

6 S7
변수개
념이해

․실행식에서 s나 n같은 것과 문자식이나 함수를 연관시켜서 생각해볼 수 있었다. 
․치환이 X에 무슨 내용을 넣는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x에 숫자를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식
의 대입을 이해하는 것이 쉬웠다. 
․y=2x를 쌓기나무로 이해하면 그림으로 몇 칸씩 증가하는게 보이니까 더 이해하기가 쉬웠
다. 
․실행식을 해본 것이 개념이해 하는데 40%정도 이해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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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몰입도

몰입검사지로 검사한 결과는 <표 Ⅷ-18>와 같다. 기존 수학학습 환경

에서의 검사결과를 실행식기반 패턴의 일반화 활동에 대한 사전검사라고 

보았고, 실행식기반 패턴의 일반화 활동을 한 후의 검사 결과를 사후 결

과로 보았다. 지필환경에서 진행되었으며 검사 시간은 15분 정도 소요되

었다. 

성취수준이 낮은 ‘가’집단의 학생은 가_S4, 가_S7학생을 제외하고 

모든 학생의 몰입도가 상승했다. 가_S4학생은 0.14 감소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라, 사실상 사전과 사후 몰입도의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

다. <표 Ⅷ-18> 과 같이 실행식 기반의 패턴의 일반화 활동 활동결과를 

보면 가_S4, 가_S5, 가_S6, 가_S7 학생이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가_S7 

학생의 몰입도가 감소하고, 가_S4 학생의 몰입도가 상승되지 않고, 가

_S5 학생의 몰입도의 상승폭이 높지 않은 이유라 생각된다. 그런데, 가

_S6 학생은 몰입도가 많이 상승하였다. 그 이유는 연구자와 이루어진 대

화, 면담결과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가_S1, 가_S2, 가_S3 학생

은 전반적으로 실행식 기반의 패턴의 일반화 활동의 수행을 수월하게 진

행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가_S1 가_S2 가_S3 가_S4 가_S5 가_S6 가_S7
사전 3.03 3 1.57 2.94 3.57 3.51 4
사후 4.74 4.34 3.71 2.8 4.06 4.63 3.23
차이 +1.71 +1.34 +2.14 -0.14 +0.49 +1.12 -0.77

나_S1 나_S2 나_S3 나_S4 나_S5
사전 3.2 3.71 3.23 4.09 4.17
사후 2.77 3.57 3.26 4.17 4.03
차이 -0.43 -0.14 +0.03 +0.08 -0.14

<표 Ⅷ-18> 몰입 사전사후 검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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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패턴을 
s,l,u,d,l,r[] 

로 
표현하기

반복되는 
패턴 
찾아서 

치환기호로 
표현하기

반복되는 
패턴으로 
건축물 
만들기

변수기호가 
포함된 
치환 
활동지

증가하는 
패턴 
찾아서 

치환기호로 
표현하는 
활동지

증가하는 
패턴을 
이용하여 
건축물 
만들기

가_S1 ○ ○ △ ◯ ◯ ◯
가_S2 △ △ ◯ ◯ ◯ ◯
가_S3 △ △ × ◯ ◯ ◯
가_S4 ◯ △ △ ◯ △ ×
가_S5 ◯ △ △ △ △ ×

가_S6 ◯ △ × △ △ ×
가_S7 ◯ △ △ △ △ ×

<표 Ⅷ-19> 실행식 기반의 패턴의 일반화 활동 결과

 ○ : 과제의 의도에 알맞는 실행식을 작성한 경우

 △ : 실행식에 다소 오류가 있거나 과제의 의도에 충족하지 못한 경

우나 일부 과제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 : 과제 전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성취수준인 높은 ‘나’집단의 학생은 감소하거나 증가한 변화가 유의

미하지 않았다. 이는 기존 수학수업에 대해서 몰입도가 이미 높은 수준

이었고, 실행식기반의 과제활동에 대해서 성취수준이 낮은‘가’집단의 

학생들보다 몰입을 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자세한 이유는 면

담 결과에서 알아본다. 

2.2 동료 교사 참관 결과

몰입검사지가 학습자의 자가진술에 의존하는 검사지로 객관성을 도모

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실행식기반 학습과제를 수행하는 모습을 제 3자가 

‘몰입 척도’를 기준으로 관찰한 결과는 <표 Ⅷ-20>와 같다. 수업을 참

관한 교사는 같은 학교에서 수학교과를 담당하는 동료교사이다. 터틀 쌓

기나무 환경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이용하여 건축물 만들기를 할 때와 교

과서 위주의 연립방정식을 학습할 때 2번에 걸쳐 참관하였다. 교과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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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수업은 터틀 쌓기나무 환경에 대한 비교환경으로 설정하였다. 

교과서 위주 연립방정식 학습 

번
호

문항

5
점 
척
도

이유

1
학습자가 자신이 하는 것에 어
려움이 생겨도 포기하기 보다는 
해결해보려고 한다. 

4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포기하지 않고 주변의 친구들과 
의논하여 학습지를 완성하는 반면 처음부터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경우도 있음

2
학습자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변
수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해
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5 연립일차방정식에서 변수 x를 자유롭게 사용

3
학습자가 본인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
다. 

5 자연수 해를 자신 있게 찾아나감

4
학습자가 본인이 작성한 수식을 
보고,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스스
로 알 수 있다.  

4
친구들과 확인 후 선생님들의 설명을 통해 확인을 하나 
적극적이지 못하여 아쉬움

5

학습자가 본인이 수식을 작성할 
때, 본인이 잘하고 있는지 아닌
지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을 때
가 많다. 

4 본인이 쓴 식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평가가 안됨

6 학습자가 발표시간에 집중한다. 4

7
선생님의 설명에 귀 기울여 듣
는다. 

4

8
학습자가 발표에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어 
보인다. 

4 발표와 의견을 제시하는데 두려움은 없으나 적극적이지 못함

9
학습자가 친구들의 의견에 집중
해서 듣는다. 

5
학습자 들 간의 의견교환 또는 설명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집중해서 들음

10

학습자가 본인의 의견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부끄러워하기보
다는 부족한 부분을 알은 것에 
기뻐한다. 

5

11
학습자가 수업시간 내내 집중하
여 과제를 해결한다. 

4
학습지의 구성은 단계별로 만들어졌으나 그 단계별 문제를 
푸는 과정에도 집중력이 부족하고 등식에 맞는 해를 구하지 
못함

12
학습자가 자신이 하는 것에 빠
져들어서 하고 있다. 

4

13
학습자가 너무 집중하여 관찰자
가 옆에 다가가도 잘 모른다. 

4

14
학습자가 이 학습에 흥미를 느
끼고 참여한다. 

4
‘4점과 5점의 문제 출제를 위한 문항 수 계산하기’와 같이 
학습자의 호기심과 생활에 관련된 문제임에도 미지수 x, y에 
대한 흥미가 낮음 

15
학습자가 이 학습 자체에 즐거
움을 느낀다. 

4

<표 Ⅷ-20> 교사 참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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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학습자가 이 학습을 하는 것이 
행복해 보인다. 

4
수업 중 완성도 또는 성취감이 부족하여 행복감이나 즐거움은 
부족해보임

17
학습자가 새로운 학습내용을 배
우는 그 자체가 즐거워 보인다. 

4

[기타의견]

실행식 기반의 패턴의 일반화 활동 

번
호

문항

5
점 
척
도

이유

1
학습자가 자신이 하는 것에 어
려움이 생겨도 포기하기 보다는 
해결해보려고 한다. 

5

남자애 하나가 검색포털에서 마인크래프트 숭례문 그림을 찾고 
있는데, 로딩이 느려서 버벅거려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보고 javamal 창에서 여러 번 실행해보면서 계속 시도하는 
모습에서 

2

학습자가 실행식을 작성하는 과
정에서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
한다. 

5
학습자가 실행식으로 모든 것을 작성하며 문자를 변수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3
학습자가 본인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
다. 

5

선생님 건축물을 좀 더 작게 보이고 싶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대교에 넓적한 판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해요? 
색깔 어떻게 넣어요?와 같은 요구사항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 느껴짐 

4

학습자가 본인이 작성한 실행식
을 실행했을 때, 실행식이 틀렸
는지 맞았는지를 스스로 알 수 
있다.  

5
실해식을 작성만 했을 때는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잘 모르지만, 
실행해보면 블록의 개수를 세고 (feed back 기능을 한다고 
보여짐) 실행식을 수정하는 것을 보면서 

5

학습자가 본인이 작성한 실행식
을 작성할 때, 본인이 잘하고 있
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을 때가 많다. 

4 위와 같은 이유 

6 학습자가 발표시간에 집중한다. _ 발표 활동은 없었다. 

7
선생님의 설명에 귀 기울여 듣
는다. 

5
남학생이 하고 싶은 것을 질문한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 굉장히 집중해서 듣는 것을 보고

8
학습자가 발표에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어 
보인다. 

5
색깔 바꾸고 싶어요 등등 요구사항을 스스럼없이 제시하는 
것을 보고 

9
학습자가 친구들의 의견에 집중
해서 듣는다. 

4 친구 들 간의 교류보다는 본인 활동에 집중 

10

학습자가 본인의 의견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부끄러워하기보
다는 부족한 부분을 알은 것에 
기뻐한다. 

5
본인이 한 실행식에 문제가 있어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싶어하는 느낌으로 잘 들었다. 
모른다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었다. 

11
학습자가 수업시간 내내 집중하
여 과제를 해결한다. 

5

옆에 다가가도 잘 모르고 신경쓰지 않고 본인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12
학습자가 자신이 하는 것에 빠
져들어서 하고 있다. 

5

13
학습자가 너무 집중하여 관찰자
가 옆에 다가가도 잘 모른다. 

5

14
학습자가 이 활동에 흥미를 느
끼고 참여한다. 

5
사각형, 집 모양 등 단순해보이지만 본인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숭례문이라는 정해진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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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보면 교과서 위주의 학습은 학습자가 자신의 풀이과정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이 문제를 왜 해결해야 하는지를 알기 어려워 학습에 대한 

몰입이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터틀 쌓기나무 환경은 자신이 원하

는 구조물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고 실행되서 나오는 이미지가 실시간으

로 피드백을 제공하며 교사와의 질문도 실행식과 쌓기나무 이미지를 수

단으로 원할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학습내용에 대한 몰입이 높

아진 것으로 보여진다. 

2.3 면담결과

면담결과 중 내재동기와 관련하여 정리한 것은 <표 Ⅷ-21>과 같다. 먼

저 가 집단에 대해 면담결과를 분석하면 가_S1 학생부터 가_S7 학생까지

의 학생 중에서 모든 학생은 기존 수학수업에서 보다 실행식 기반의 패

턴의 일반화 활동에 내재적으로 동기가 유발되었고 가S_7 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은 몰입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주된 이유로는 첫째, 내가 자유

롭게 무언가를 만들어보는 과정으로 자율성이 만족되었기 때문이었다. 

가_S1학생부터 가_S7학생까지 모두 내가 생각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즐거웠다고 언급했다. 특히, 가_S2, 가_S4, 가_S6학생 는 ‘항상 모범답

안이 존재하는 수학문제풀이는 완성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는데 내가 

15
학습자가 이 활동 자체에 즐거
움을 느낀다. 

5
안에서 변형을 하는 것이 흥미가 있는 이유는 길이, 높이 등을 
다소 변형을 해도 틀린 그림이 아니라 모두 다 옳은 숭례문 
같기 때문에 재미를 느끼는 것 으로 보임

16
학습자가 이 활동을 하는 것이 
행복해 보인다. 

5
일반적인 하반 수학 수업과 비교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호기심있고 참여율이 100%여서 그렇게 느껴짐 
학생들에게 편안한 환경으로 느껴졌고, 분명히 수학을 하는데 
지치지 않아 보였음
학생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를 세고, 문자를 사용하고 
있었음

17
학습자가 새로운 실행식을 배우
는 그 자체가 즐거워 보인다. 

5

[기타의견]
학습자가 ‘대교의 넓적한 부분을 만들고 싶어요. ’라고 질문했을 때, ‘이렇게 까지 관심이 있나? 
이렇게 까지 학생들이 하려고 하나?’ 가 신기했고, 교사가 정답을 제시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했
던 과제를 설명하면서 니가 원하는 것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라고 질문을 하자, 학습자가 
‘아~sssss lllll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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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서 건축물을 만든다는 목표는 나를 빠져들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실행식을 베끼는 것은 재미가 없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았고, 세부과제

만 나왔다면 지쳤을 것 같다’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본인 생각을 자유롭

게 표현하는 공간이 즐거움과 뿌듯함을 준다는 내용으로 자율성의 만족

이 내재동기를 유발하게 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자유롭게 해볼 수 

있는 공간은 자율성 만족을 너머 수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 해볼 수 있도

록 하기에 내재 동기를 유발하는 측면도 있음을 가_S3 학생의 ‘계속 할 

것이 있으니까 따분하지 않았다’에서 알 수 있었다. 

둘째, 이해하기 쉬운 내용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어려운 내용이 도입되

고 그 또한 나의 속도에 맞춰서 배울 수 있다는 점이다. 모든 학생은 그

동안의 수학 수업이 진도가 본인보다 빠르고 자세히 물어볼 공간이 없어

서 무기력해졌다고 했다. 그런데 실행식 기반의 패턴의 일반화 활동에 

대해서 가_S1 학생은 ‘이해하기 쉬운 s부터 시작하고, 구조가 복잡하지 

않아서’, 가_S2 학생은 ‘그 의미만 알면 바로 답이 나오고, 하나씩 이

해가 되니까’, 가_S3 학생은‘내 수준에 맞춰서 할 수 있었고’, 가_S4 

학생은‘대충은 알고 조금씩만 모르니까 물어볼 수 있었다’, 가_S5 학

생은‘새로운 내용이 천천히 나오고, 내 수준에 맞춰서 할 수 있으니

까’, 가_S6 학생은‘실행식 기반의 패턴의 일반화 활동은 이해가 잘 되

었다’, 가_S7 학생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무기력하진 

않았다’ 라고 언급했다. 종합해보면  s, t, u, d, l, r은 동작의 의미를 

담고 있고 그림으로 실행되기에 이해하기가 쉬워 가_S7 학생을 제외하고

는 시작하는데 어려움 없이 쉽게 시작할 수 있었다. 치환, 변수는 이해

하기 쉬운 학생도 있었고 어려운 학생도 있었지만 내 속도에 맞춰서 사

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유능감을 만족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실행된 이미지가 피드백역할을 하여 어려움에 봉착했을때 해볼 

수 있다는 도전을 심어주었다. 가_S1학생은 ‘그림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디가 틀렸는지 알 수 있었다’, 가_S2 학생은‘조금만 고치면 원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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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가_S3 학생은‘실행식을 잘 보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었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성할 수 있었기 때

문에’, 가_S4 학생은‘실행식과 그림을 보면 어디가 틀렸는지 알 수 있

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해보았다’, 가_S5 학생은‘내가 생각한 그

림이 잘 안나올 때 고칠 수 있었고’, 가_S6 학생은‘잘 안될 때에도 불

안하기 보다는 해결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언급했다. 이는 

도전의 수준이 나의 능력보다 너무 높으면 포기하게 되고 적당히 높아야 

도전하게 된다는 최적경험의 조건과 관련이 있다. 실행식의 각 의미가 

그림으로 실행되는 환경은 학습자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내가 틀린 부

분을 찾아볼 수 있겠다는 정도의 도전을 만들어 주었고, 이는 학습자에

게 포기하지 않고 해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단, 가_S7 학생

은 어디가 틀렸는지 찾아보기 어려워하였고 이는 몰입으로 이어지지 않

은 원인이 되었다. 몰입사후검사 결과 가_S7 학생이 몰입도가 감소한 것

과 일치하는 답변이었다. 

실제로 수업을 했을 때에는 어디가 틀렸는지 못찾는 경우가 많아 질문

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였는데, 면담결과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경우도 많

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질문이 많았던 것도 선생님이 조금만 도와주

면 어디가 틀렸는지 찾아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와 셋째로 언급된 이유는 유능감의 만족에 해당하는데, 

기존 수학수업에서 이해가 되지 않아 무기력해졌던 상황과 비교하여 유

능감의 만족이 가집단 학생들에게는 큰 변화였기 때문에 기존 수학수업

에 비해 실행식 기반의 패턴의 일반화 활동에서 몰입도가 상당히 증가한 

이유로 분석된다.

이제 나 집단에 대해서 면담결과를 분석하면 모든 학생은 내재적으로 

동기가 유발되었고 나_S1, 나_S3 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은 몰입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이유로는 첫째, 내가 자유롭게 무언가를 만들

어보는 과정으로 자율성이 만족되었기 때문이다. 나_S1 학생의 ‘주어진 

문제를 푸는 것보다 건축물을 만든다는 목표를 수행하는 것이 더 좋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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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와 같이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일지라도 주어진 문제를 푸는 활동 보

다는 본인 생각대로 만들 수 있는 실행식 기반의 학습과제를 더 재미있

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나_S4 학생은 ‘주어진 문제 풀이 

보다 문제만들기 수업이 더 재미있었다’고 하는 표현과 같이 자율성이 

느껴지면 더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실행식기반의 학습과제는 완성품을 

만들기 때문에 재밌었다’는 표현에서 자율성의 만족으로 재미를 느꼈음

을 알 수 있었다. 나_S5 학생은 실행식을 어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끼

지 않았는데, ‘수학은 베껴도 이해할 수 있지만 실행식은 베끼면 다음

에 할 수 없다’에 담긴 의미는 베끼면 자유롭게 생각해서 만들 수 없다

는 것으로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베끼지 않고 스스로 해보게끔 

유도했음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나_S4 학생은 ‘계속 생각해야 하니

까’따분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는 자유로운 공간은 학생으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

은 기존 수학 수업에서 문제를 풀고 시간이 남았던 경험과 비교하여 계

속 할 것이 있었던 실행식 기반의 패턴의 일반화 활동에서 즐거움을 느

낀 것으로 보였다. 5명 모두 주어진 문제를 푸는 수업보다 자유롭게 목

표를 완성해볼 수 있는 실행식 기반의 패턴의 일반화 활동에서 자율성을 

느끼면서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내가 도전

을 성공했다는 유능감의 만족이다. 나_S1, 나_S2 학생은 그동안 수학이 

많이 쉬워서 지루했던 학생이었다. 나_S2 학생은 ‘뭔가를 해냈다는 생

각에 뿌듯했다’와 같이 건축물을 만드는 과정이 아주 어렵지는 않지만 

쉽지도 않은 과정이었기 때문에 빠져들어서 했다고 답했다. 반면, 나_S1 

학생은 ‘많이 힘들지 않고 심심하지는 않았다. 힘들게 작성해서 나올 

때는 약간 뿌듯했지만 전반적으로 빠져들어서 하진 않았다’와 같이 실

행식이 본인의 수준보다 다소 쉬웠고, 도전적인 과제가 아니다 보니 몰

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몰입사후검사 결과에서도 나_S1 학생은 몰입도

가 가장 많이 감소했다. 나_S4 학생은 수학을 잘하게 되면서 재밌어진 

학생으로 실행식기반의 학습과제를 하다가 막히면 스스로 해결해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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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빠져들어서 했다는 답변을 보면, 적당한 수준의 도전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뿌듯함을 느꼈음을 알 수 있다. 나_S3 학생은 수학을 대체적으

로 이해하지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었던 학생으로 실행식기반의 학습과

제 또한 어떤 실행식을 써야 할지 잘 생각이 날 때에만 빠져들어서 했다

고 답했다. 나_S5 학생 또한 치환, 변수가 포함된 실행식을 사용하기를 

어려웠지만 실행식으로 만드는 활동은 적당한 도전이 되어 빠져들어서 

했다고 답하였다. 그런데 몰입사후 검사 결과 나_S1 학생을 제외한 4명 

학생은 모두 기존 수학수업과 몰입도가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기존 수

학수업을 전혀 참여할 수 없었는데 참여를 할 수 있게 된 가 집단과 달

리 나 집단은 기존 수학수업과 실행식 기반의 패턴의 일반화 활동에서 

겪는 어려움의 정도가 비슷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나_S2 와 나_S4 학

생은 수학 수업이 수월했는데 실행식 기반의 패턴의 일반화 활동도 크게 

어렵지 않았다. 나_S3 와 나_S5 학생은 기존 수학수업에서 기본적인 내

용은 이해를 하고 난이도 높은 문제만 어려워했던 학생이었는데 실행식 

기반의 패턴의 일반화 활동도 s, t, u, d, r, l 기호는 이해가 쉬웠지만 치

환, 변수는 사용하기 어려워하였다. 종합해보면 문자조차 이해하기 어려

워하는 학생들에게는 실행식 기반의 패턴의 일반화 활동이 수학의 문턱

을 넘게 해주는 역할을 하여 바닥수준에 있던 내재동기를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지만, 기존 수학수업에 어느 정도 참여가 가능했던 학생들에게

는 유능감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고 자율성 만족이라는 측면에서 차이

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 자율성 유능감

가_S1
․내가 생각해서 만들 수 있고, 
건축물만들기라는 목표 때문에 
빠져들어서 했다. 

․수학문제는 부호, 규칙 등 너무 많은 규칙으로 이해하기가 
너무 복잡하다. 그러나 실행식기반의 학습과제는 시작이 쉬
웠다. 이해하기 쉬운 s부터 시작하고 치환이나 변수도 구조가 
복잡하지 않아서 이해가 어렵지 않았고 머리속에 잘 그려졌
다. 
․수학은 풀다가 틀렸을 때, 정답에 도달하는 식이 굉장히 많
기 때문에 이 식을 처음부터 다시 쓸 엄두가 안난다. 더욱이 

<표 Ⅷ-21> 면담결과(내재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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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은 식밖에 없어서 어디가 틀렸는지 알 수 가 없다. 그래
서 풀어서 틀렸을 때 다시 풀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
다. 반면, 실행식은 그림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디가 틀렸는지 
알 수 있기에 틀려도 작성하는게 쉬웠고 해보자는 마음이 들
었다. 그래서 재밌고 뿌듯했고 수업끝난 종소리도 못 들을 
때가 있었다. 수학시간이 기다려졌다. 

가_S2

․수학문제풀이는 그냥 푸는 것
이기 때문에 완성한다는 느낌
은 들지 않는다. 실행식기반의 
학습과제는 하다보면 완성품이 
나오니까 뿌듯해서 재미있었다. 
그래서 친구가 만든 실행식을 
베끼는 것은 완성하는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다. 
․건축물 만들기라는 목표가 없
이 세부과제만 나왔다면 지쳤
을 것 같다.  

․작년에 수학을 배울 때 수식은 괄호, 부호 등 여러가지 형태
가 있고 풀어야 하는 순서도 제각각이고 생각할 요소가 너무 
많아서 이해도 안되는데 선생님이 1대1로 짚어줄 수 있지 않
기 때문에 나도 물어보기 귀찮아서 안물어보고 이해가 안된 
채로 그냥 넘어갔다. 친구한테 물어보는 것도 원리를 알려주
는 것이 아니라 문제푸는 방법만 알려주기 때문에 다른 문제
는 다시 물어봐야 해서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해가 
안된 채로 문제를 풀어야 하고, 문제를 풀면 다 틀리는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흥미도 없었고 무기력해졌다. 그
래서 이 상황을 해결해보겠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고, 수업
이 시작되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반면, 실행식은 그 의미만 
알면 바로 답이 나오니까 헷갈리지가 않아서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씩 이해가 되니까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치환, 변수도 그림이 나오니까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이 활
동은 나에게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실행식을 실행 했을때 
내가 생각한 그림이 안나와도 조금만 고치면 원래대로 돌아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초조하거나 답답하지 않았다. 시험을 
보지 않는다면 문제풀이 말고 이것을 하고 싶다. 

가_S3

․실행식 기반의 패턴의 일반화 
활동 활동은 만드는 것이 재밌
었고, 계속 할 것이 있으니까 
전혀 따분하지 않았다. 
․건축물 만들기로 진행되지 않
았다면 목표가 없으니까 하는 
재미가 덜했을 것 같다. 

․수학은 어렵고 선생님의 설명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스
스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너무 적어 싫었고 행복하지 않았다. 
그래서 빠져들어서 한 적은 없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항상 물어봐야 하기 때문에 해결해보고 싶은 생각
이 들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
래서 이해가 되지 않은 수많은 활동 및 내용은 나에게 의미 
있지 않았다. 수학문제같이 글로만 된 것은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 수학시간이면 머리가 하얗게 되었는데 실행식은 그림
으로 나오니까 좀 더 이해가 되었다. 치환도 규칙이 1개고 
계속 반복해서 해보니까 이해가 잘 되었다. 변수를 사용한 
실행식도 어려웠지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수
학문제 풀 때와는 다르게 생겼다. 이렇게 실행식 기반의 패
턴의 일반화 활동 활동은 이해가 되니까 뿌듯했다. 더욱이 
애들이 몰라서 나한테 물어보고 알려주는 경험은 처음이어서 
더 뿌듯했다. 
․실행식반 학습과제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씩 해보면 되
니까 따분하지도 않았다. 실행식을 잘 보면 어디가 잘못되었
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 수준
에 맞춰서 할 수 있어서 빠져들었다. 예를 들어 변수나 치환
이 너무 어려우면 strlud만 쓰면 된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
까지 완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가_S4

. 그러나 문제를 항상 그런 방
법으로만 풀어야 한다는 것이 
답답했고, 교과서 내용도 재미
가 없었기 때문에 수학은 지루
했다. 반면, 실행식기반의 학습
과제를 작성하는 활동은 내가 
만드는 것이라 재밌고, 뿌듯했

․수학은 진도가 항상 빨라서 나에게 의미 있는 내용은 아니었
다. 선생님 설명이 이해는 잘 안됐고, 문제풀이는 선생님이 
푼 방법을 따라서 했다. 개념이 너무 어려워 전혀 이해가 안
되니까 어디서부터 이해를 해야할 지 모르겠어서 노력해서 
이해해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수학은 통째로 몰라서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를 몰랐지만, 실행식은 그림이 나오니까 대충
은 알고 조금씩만 모르니까 물어볼 수 있었다. 내가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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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행복했다. 만드는 과정도 
공부라고 생각했다. 정해진 문
제가 아니라 자유롭게 만들 수 
있으니까 답답하지 않았다. 내
가 만들 건축물이니 친구들의 
실행식을 베끼고 싶지 않았다. 

실행식이 내가 생각한 대로 실행이 되지 않을 때에도 실행식
과 그림을 보면 어디가 틀렸는지 알 수 있으니까 답답하지 
않았다. 게임에서 실패했을 때 다시 해보듯이, 딴 그림이 나
왔을 때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해보았다. 
․숭례문 또는 건축물 만들기 같은 목표 없이 세부과제만 했으
면 더 쉬우니까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 같다. 

가_S5
․실행식은 내가 직접 만드는 것
이니까 무기력하지 않았고, 건
축물 만들기라는 목표가 있으
니까 무엇을 만든다는 점이 재
밌었다. 

․수학은 문제 풀 때 뿌듯함을 느꼈는데, 1학년 되면서 수학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싫어졌다. 곱셈기호 생략하고 x계산하는 
것 나올 때부터 하기 싫어졌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기반으
로 시작하는 음수, 정수, 도형은 이해가 되니까 재미있었는데 
문자와 식, 함수, 통계는 x, y가 이해가 안되고 숫자도 복잡
해서 재미없었다. 특히, 학교는 물어볼 공간이 없어서 이해가 
안될 땐 하기 싫어졌다. 모르는 것을 해결해볼 기회 자체가 
없으니까 노력해서 이해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다.  
반면, 실행식은 s, l기본적인 것에서 시작하는데, 기본적인 영
어를 바탕으로 해서 의미가 이해가 되니까 이해하기가 쉬웠
다. 그 이후로는 한단계씩 올라가는 거라서, 새로운 내용이 
천천히 나오니까 이해가 되었고, 내 수준에 맞춰서 할 수 있
으니 만들고 싶어서 해보고 싶어졌다.  
․수학문제는 풀어서 틀렸을 때 어디가 틀렸는지 몰라서 처음
부터 다시 풀어봤다. 같은 답이 나오면 모르는걸로 생각했다. 
그러나 실행식은 studrl만 사용해서 만들었을때는 내가 생각
한 모양이 잘 안나올 때 고칠 수 있었고, { }[ ] 치환을 썼을 
때에는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겠어서 선생님한테 물어봤다.  

가_S6

․수학은 내용이 너무 
형식적이고 문제만 풀고 
시험을 안보면 하고 싶지 않다. 
교과서는 너무 재미없게 
구성되어있어서 무기력한 것은 
당연했다. 그런데 실행식 
기반의 패턴의 일반화 활동은 
만드는 거라서 재미있었고 
따분할 시간이 없었으며 
무기력하지 않았다. 내가 
생각해서 만들 수 있다는 점과 
건축물을 만든다는 목표 
때문에 빠져들어서 했다. 친구 
코드를 베끼면 만드는 재미가 
없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다. 

․수학은 이해가 어려워서 재미가 없었다. 
기본적인 문제는 풀 수 있었지만 시험에 나오는 심화문제는 
속도가 항상 나보다는 빨라서 선생님의 설명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선생님한테 자세히 물어볼 수도 없어서 주로 
베끼거나 멍하니 있었다. 그래서 답답하고 초조했다. 
그런데 실행식 기반의 패턴의 일반화 활동은 이해가 잘 
되었다. 그러나 어떤 실행식을 작성해야 할지 생각이 안날 
때는 답답했다. 그래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느껴지기 보다는 
이것을 해결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혼자 많이 
생각해보았다. 

가_S7

․실행식 기반의 패턴의 일반화 
활동을 다하고 내가 만든 건축
물을 보면 뿌듯할 것 같다. 
․하다가 잘 생각이 안 날 때, 친
구 것을 베끼기 보다는 해결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고, 한 번이라도 해보고 싶
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활동이
었다. 

․교과서는 이해가 안되니까 재미가 없고 무기력해졌다. 수행
평가를 해야 하니까 선생님이 쓴걸 보고 베꼈다. 그래서 나
한테 의미가 없는 활동이라고 생각했다. 문자랑 함수를 노력
해서 이해해보겠다고 생각이 들지 않은 이유는 이해해야할 
양이 너무 많아서 물어보면서 하기에는 벅찼다. 실행식기반
의 학습과제활동은 studrl이 헷갈려서 쉽지 않았고 치환은 구
조만 알면되니까 이해는 쉬웠는데 사용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래서 재미는 보통이었으며 행복한 느낌은 아니었다. 그래
도 건축물 만들기를 할 때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뿌듯했고, 무기력하진 않았다. 근데 하다가 생각
대로 안나올 때, 어디가 잘못됐는지 찾기가 어려워서 답답했
다. 그래서 결국엔 내가 작성하는게 너무 어려워서 선생님이 
주신 활동지를 그대로 작성한 후 숫자만 바꾸는 형식으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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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행식을 어떻게 써야할지 바로바로 생각이 안나니까 빠
져들어서 하진 않았다. 그래도 실행식을 조금만 고치면 해결
해볼 수 있으니까 해결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다. 

나_S1
주어진 문제를 푸는 것보다 건
축물을 만든다는 목표를 수행
하는 것이 더 좋았다. 

그동한 수학은 어렵진 않아서 무기력하진 않았고, 진도를 다 
소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답답하진 않았지만 진도가 내 속도
보다 느릴 때는 답답했다. 그동안 수학은 재밌지도 재미없지
도 않았고, 따분하지도 안따분하지도 않았으며 빠져들어서 
한 것은 보통이었다. 문제가 내 수준보다 높지 않았기 때문
에 해결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지 않았다. 실행식 
기반의 학습과제를 하는 것은 실행할 때 로딩이 오래걸려서 
좀 답답했던 것 외에는 답답한 것은 없었고 보통정도로 재밌
었다. 많이 힘들지 않고 심심하지 않아서 무기력하거나 따분
하지는 않았다. 내가 힘들게 작성한 것이 실행되서 나올때는 
약간 뿌듯했다. 별로 빠져들어서 하진 않았다. 건축물 만들기
는 머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활동은 아니었다. 

나_S2
․ 직접 건물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재밌었다. 

․그동안 수학은 잘해서 약간 뿌듯했지만 지루하고 졸려서 약
간 무기력했다. 대부분 아는거라서 약간 따분했기 때문에 빠
져들어서 하지 않았다. 수학은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답답하지 않고, 해결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하다가 막히
면 친구 것을 베끼는 것은 자존심이 상해서 하지 않고 혼자 
해결해보려고 노력했다. 실행식 기반의 패턴의 일반화 활동
을 한 후 건축물 만들기를 이루었을 때, 뭔가를 해냈다는 생
각에 뿌듯했다. 매우 집중해서 만들었지만 지루할 때도 있었
지만 전반적으로 빠져들어서 했다. 잘 안될 때는 답답하긴 
했지만 해결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나_S3

․실행식기반의 학습과제는 완성
되었을 때는 행복하긴 한데 만
드는 과정을 생각하는게 어려
워 보통 정도로 행복했다. 원래 
레고도 별로 안좋아한다. 그래
도 따분하지는 않았고, 그러나 
내 작품이니까 내가 만들고 싶
은 것은 있었다. 문제만 푸는 
교과서보다는 직접 해보는 실
행식기반의 학습과제가 사고력
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문제가 잘 안풀릴때는 재미가 없었고, 교과서의 설명을 읽어
도 이해가 안되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도 이해가 안될 때는 
지루해졌다. 문제가 잘 풀릴때는 빠져들어서 했다. 어떻게 푸
는지 잘 모르겠을 때는 친구 것을 보면서 어떻게 푸는지를 
학습했다. 함수의 활용이 어렵긴 했는데 그 외에 대부분의 
문제는 모르면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이해가 되었다. 
․실행식기반의 학습과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생각이 잘될 
때는 빠져들어서 했고, 생각대로 안나오는 이유를 모르겠을 
때는 빠져들어서 하지는 않았다. 

나_S4

․그동안 수학에서 문제풀이는 
아무 생각없이 했었지만 푸는 
재미는 있었다. 대체적으로 수
학은 재밌다. 그렇지만 그보다
는 문제 만들기 코너가 가장 
재미있었다. 실행식기반의 학습
과제는 완성품을 만든다는 게 
재미있었고, 빠져들었으며 행복
하다고도 느꼈다. 원래 건담만
들기 같이 만드는거 좋아한다.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재밌었
다. 계속 생각해야 하니까 따분
하지 않았다. 
건축물만들기라는 목표가 없었
다면 하고 싶은 마음이 안들었
을 같다. ‘왜 하지’라고 생각

․수학을 잘하게 되면서 재밌어졌고 빠져들어서 했다. 
하다가 막혀도 생각해보면 다시 풀리니까 답답하진 않았다. 
어려워도 해결해보면 좋으니까 해결해보고 싶었다.
실행식 기반의 패턴의 일반화 활동도 매우 재미있었고, 뿌듯
했으며 빠져들어서 했다. 하다가 막히면 스스로 해결해보고 
싶었고, 나에게 매우 의미있는 활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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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문제 3에 대한 결과 분석  

우선 치환기호를 사용해서 건축물을 만든 결과물은 <표 Ⅷ-22>과 같

다. 이를 <표 Ⅳ-7>에서 제시한 SOLO를 활용한 평가규준에 맞춰 평가해

보면 전구조 반응에 해당하는 학생은 가_S1 학생이라고 보았다. 치환을 

사용하긴 했지만 X와 B를 한 번씩만 사용해서 건축물에서 패턴을 파악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_S2 학생은

‘14tu14su14tu14su14tu14sHdCsHdCsHdCsHdCsHdCsHdCs’에서 14tu14su

를 [14su]로 했으면 치환을 사용할 수 있었고, ‘HdCs’도 치환을 사용

할 수 있었는데 못했기 때문에 단일구조 반응으로 분류하였다. 가_S4 학

생은 ‘A=10s'와 ‘B=10t’는 [10s]로 표현했으면 A하나만 치환기호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다중구조 반응’으로 분류하였다. 가_S6 학생

은 가_S7 학생의 실행식을 베낀 것으로 보여 분석하지 않았다. 가_S7 학

생은 패턴을 모두 파악해서 치환기호를 사용했고, 각 치환기호끼리의 관

계는 없기 때문에‘관계적 반응’으로 분류하였다. 나_S1 학생은 변수를 

사용한 치환기호로 작품을 거의 만들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

다. 나_S2 학생은 ‘2AE2A3B’를 D로 또 치환을 하여 이중치환을 사용

했을 것 같다. 

나_S5

 . 수학은 따분한 부분이 있어, 
별로 빠져들어서 하지는 않았
다. 반면, 실행식 기반의 학습
과제는 내 작품을 만들기 때문
에 뿌듯했고, 즐거웠으며 따분
하지 않았다. 
․수학은 친구 것을 보면 이해가 
되니까 베껴서라도 이해했다. 
그러나 실행식은 친구 것을 베
끼면 다음에 나올 때 못하니까 
베끼지 않았다.
․건축물 만들기라는 목표가 없
었으면 별로 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다. 

․수학은 새로운걸 배운다는것 자체가 재미있었다.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느꼈을 때는 뿌듯했는데, 어려워지면 해결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복잡해지면 무기력해졌다. 
 실행식 기반의 패턴의 일반화 활동은 다 만들고 나면 약간 
뿌듯해서 빠져들어서 했다. 실행식기반의 학습과제는 잘 안
될 때는 두렵지는 않고 선생님께 질문을 했다. 
치환, 변수를 사용한 실행식은 어려웠고, 배울 때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었는데 사용하기에는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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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추상화반응’으로 분류하였다.  나

_S3 학생은 ‘s[26l]’을 치환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일구조 반응’으로 분류하였다. 나_S4 학생은 필요한 패턴을 모두 

파악하여 치환기호를 사용하였고, 치환 기호끼리 중첩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관계적 반응’으로 분류하였다. 나_S5 학생은 ‘X=39t’, 

‘Y=39s’를 ‘X=[39s]’로 했다면 하나의 치환기호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중구조 반응’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구조물의 완성도를 복

잡도를 기준으로 상, 중, 하로 분류한 것과 함께 정리한 것은 <표 Ⅷ

-23>와 같다. 이전단계에서 추가로 작성된 부분이 밑줄로 그어져있다.

학생 1단계 2단계 3단계

가_S1 X= ‘5s’
XH3sCX 

X=‘5s’
B=‘4t’
CX H3sCX
HuCBH3tCBHuC9suHt

X=‘5s’
B=‘4t’
CX H3sCX
HuCBH3tCBHuC9suHt
CtCt
CtCtCtHtCt
Cu8sH2sCu12tHusC9s
HuCtH5tCt

X

B

가_S2 15su14tu14su14tu14su14tu14s
HdCsHdCsHdCsHdCsHdCsHdCs
5tu4stu3tu2stutu16t5dt4udt3dt
2udtdt4s

A=‘d[17s]’
B=‘[34s]’
15su14tu14su14tu14su14tu14s
HdCsHdCsHdCsHdCsHdCsHdCs
5tu4stu3tu2stutu16t5dt4udt3dt2
udtdt4s
7AH8tCdB[26s7u]3{d[B]}

A=‘d[17s]’
B=‘[34s]’
15su14tu14su14tu14su14tu14sH
dCsHdCsHdCsHdCsHdCsHdCs5t
u4stu3tu2stutu16t5dt4udt3dt2ud
tdt4s
7AH8tCdB[26s7u]3{d[B]} 
d[15sH4sC15s]d[14sH6sC14s]d[1
3sH8sC13s]8{d[12sH10sC12s]}
15tsu14su13tsu12su11tsu10su9ts
u8su7tsu6su5tsu4su3tsu2su1ts34
s14d15stu14tu13stu12tu11stu10t
u9stu8tu7stu6tu5stu4tu3stu2tus

<표 Ⅷ-22> 반복되는 패턴을 이용한 건축물 만들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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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가_S4 A=‘10s’
B=‘10t’
sAuBu

A=‘10s’
B=‘10t’
sAuBuAuBuAu

A=‘10s’
B=‘10t’
sAuBuAuBuAu4s18tsu16stu14ts
u12stu10tsu8s

A

B

A
B

가_S7 x=‘s[15l]’
4x

x=‘s[15l]’
4x
y=‘[u]lll’
5y u

x=‘s[15l]’
do 4x

y=‘[u]lll’
do 5y u

do d3t15r
do 5y u

x
y

나_S2 A=‘7s7r7t7lu’
B=‘2sH2sC3s2rH2rC3r2tH2tC
3t2lH2lC3lu’

do_2 3A3B

A=‘7s7r7t7lu’
B=‘2sH2sC3s2rH2rC3r2tH2tC3
t2lH2lC3lu’
E=‘tl9s9r9t9lsru’
D=‘2AE2A3B’

do_2 3A3B4D

A=‘7s7r7t7lu’
B=‘2sH2sC3s2rH2rC3r2tH2tC3t
2lH2lC3lu’
E=‘tl9s9r9t9lsru’
D=‘2AE2A3B’

do_2 3A3B4D3A

A
B

E

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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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_S3 X=‘s[26r]’
Cs4u26l[4d]5X[4d]26r[4d]

X=s[26r]
Cs4u26l[4d]5X[4d]26r[4d]
l[u]2l[4d][2u]2l[3u]2l[4d][4u]2l[5
u]2l[4d][6u]2l[7u]

X=s[26r]
Cs4u26l[4d]5X[4d]26r[4d]
l[u]2l[4d][2u]2l[3u]2l[4d][4u]2l[5
u]2l[4d][6u]2l[7u]
2l[4d][6u]2l[5u]2l[4d][4u]2l[3u]2l
[4d][2u]2l[u]5t[u]2r[4d][2u]2r[3u
]2r[4d][4u]
2r[5u]2r[4d][6u]2r[7u]2r[4d][6u]
2r[5u]2r[4d][4u]2r[3u]2r[4d][2u]
2r[u]r5d[26l]
s[26l]s[26l]s[26l]s[26l]s[26l]
d 5t[26l] 
s[26l]s[26l]s[26l]s[26l]s[26l]
d 5t[26l] 
s[26l]s[26l]s[26l]s[26l]s[26l]
d 5t[26l] 
s[26l]s[26l]s[26l]s[26l]s[26l]

X

l[u]2l[4d][2u]2l[3u]2l[4d]
[4u]2l[5u]2l[4d][6u]2l[7u]

s[26l]s[26l]s[26l]s[26l]s[26l]

나_S4 X=‘ s r 12l r d 2u d 10r d 
2u d ’
do C3XC u 3X u 3X u 3X u 
3X u 11X d 3X d 3X d 3X 
d 3X d 3X

X=‘ s r 12l r d 2u d 10r d 
2u d ’
Y=‘2t 2s’
do C3XC u 3X u 3X u 3X u 
3X u 11X d 3X d 3X d 3X d 
3X d 3X
H 18t l t C Y d  Y l Y d Y 
l Y d Y l Y d Y l Y l Y u 
Y l Y u Y l Y u Y l Y u Y 
l Y u Y l Y u Y l Y u Y u 
Y u Y u Y r Y u Y r Y u Y 
r Y u Y r Y u Y r Y u Y r 
Y u Y r Y r Y d Y r Y d Y 
r Y d Y r Y d Y r Y d Y r 
Y d Y r Y d Y d Y d Y d Y 
l Y d Y l Y d Y 

X=‘ s r 12l r d 2u d 10r d 
2u d ’
Y=‘2t 2s’
Z=‘l[40s]’
do C3XC u 3X u 3X u 3X u 
3X u 11X d 3X d 3X d 3X d 
3X d 3X
H 18t l t C Y d  Y l Y d Y l 
Y d Y l Y d Y l Y l Y u Y l 
Y u Y l Y u Y l Y u Y l Y 
u Y l Y u Y l Y u Y u Y u 
Y u Y r Y u Y r Y u Y r Y 
u Y r Y u Y r Y u Y r Y u 
Y r Y r Y d Y r Y d Y r Y 
d Y r Y d Y r Y d Y r Y d 
Y r Y d Y d Y d Y d Y l Y 
d Y l Y d Y 
l d l d l d l d d H 21t s r C
[3Z] u [3Z] u [3Z] u [3Z] u 
3Z

X
Y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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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환기호를 이용한 표현 X=‘s[3u]’ do 10X를 배운 후 
건축물 만들기

구조물의 완성도
SOLO 분류 하 중 상

전구조 반응
( P r e s t r u c t u r a l 
response)

가_S1

단일구조 반응
( U n i s t r u c t u r a l 
response) 

가_S2, 나_S3

다중구조 반응
(Mu l t i s t ru c tu ra l 
response)

가_S4 나_S5

관계적 반응
( R e l a t i o n a l 
response)

가_S7 나_S4

추상화 반응
(Extended Abstract 
response)

나_S2

<표 Ⅷ-23> 반복되는 패턴을 이용한 건축물 만들기 평가 결과 

변수기호를 사용해서 건축물을 만든 결과물은 <표 Ⅷ-23>과 같다. 이

를 <Ⅳ-8>에서 제시한 SOLO를 활용한 평가규준에 맞춰 평가해보면 가

_S1 학생은 변수기호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사용했으나, 

‘Y=‘s[(n)u]’ n=6 2Y’와 같이 변수기호를 안써도 되는 상황에 사용

나_S5 X=‘39t’
Y=‘39s’
(##8C8C8C) 40s l X l Y 
Cl39t
(##8C8C8C)l Y l X l Y 

X=‘39t’
Y=‘39s’
(##8C8C8C) 40s l X l Y 
Cl39t
(##8C8C8C)l Y l X l Y 
(##D5D5D5)u X 
[(##8C8C8C)d6r (##D5D5D5)u 
Y 33t u [6u] d 11s 7u]

X=‘39t’
Y=‘39s’
q=‘(##664B00)sHd’
(##8C8C8C) 40s l X l Y Cl39t
(##8C8C8C)l Y l X l Y 
(##D5D5D5)u X 
[(##8C8C8C)d6r (##D5D5D5)u 
Y 33t u [6u] d 11s 7u]
6s [7u] 11s 7u  
[d 6q]d11t 6r 11s 6l

X

Y X

Y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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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기 때문에 ‘단일구조’ 반응으로 분류하였다. 가_S2 학생은 

A=‘s(m)d (m=m-1)’ 를 정의한 후 A 하나밖에 사용하지 않았고, 

‘t[u]t[2u]t[3u]t[4u]’와 같이 변수기호를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 않

았기 때문에 ‘단일구조’반응으로 분류하였다. 가_S3 학생은 

‘s[5u]s[4u]s[3u]s[2u]s[1u]s’는 변수기호를 사용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

기 때문에 ‘단일구조 반응’으로 분류하였다. 나_S1 학생은 변수기호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사용하였으나, ‘Cs[(n)u] Hs (n=n+2)’와 

‘Cs[(n)u] Hs (n=n-2)’2개만 치환으로 정의하여 n의 초기값만 변경하여 

사용하면 되었는데 매번 새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다중구조 반응’으로 

분류하였다. 나_S5 학생은 변수기호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사용하

였고, 변수가 들어간 치환을 불필요하게 여러 번 정의하지 않고 n의 초

기값만 변경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관계적 반응’으로 분류하였다. 

나_S2 학생은 F=‘(n)s(n)r(n)t(n)lsru (n=n-2)’ 와 같이 학습한 

A=‘s[(n)u]’ 형태를 응용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추상화 반응’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구조물의 완성도를 복잡도를 기준으로 상, 중, 하로 분

류한 것과 함께 정리한 것은 <표 Ⅷ-25>와 같다. 

과제 실행식 건축물

1 가_S1

X=‘s[(n)u] (n=n+1)’
n=1
do 7X

Y=‘s[(n)u]’
n=6
do 2Y

do Hs2uC4us2ds2us2dH4ds[2uC4u]C2Y

A=‘s[(n)u] (n=n-1)’
n=7
do 7A

do 
Hs7u8tC2tHtCtHtC2tHtuC2sHsCsHsC2sH4suC13t
HtCusC13s
do HuC13tHuCsHsC7sHsCsHutCtH5tCt

7X

2Y

7A

<표 Ⅷ-24> 증가하는 패턴을 이용한 건축물 만들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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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_S2

쌓기나무준비
ㄱ
X=‘s[(n)u] (n=n+1)’
n=0
B=‘s[(p)u] (p=p-1)’
p=7
A=‘s(m)d (m=m-1)’
m=3
do 
8Xs[7u]s7uAHsC3uHC2dHC2usdsus2d2us3d3us7ds
7u7d8B7t7uu2d3t2u2d3t2u2d3t2u2d3t3u3t18st[u]t[
2u]t[3u]t[4u]14ts[u]s[2u]s[3u]s[4u]s4us4ds4us4ds4
us4ds4us4ds4us4d

8X A 8B

3 가_S3

X=‘s[(n)u] (n=n+1)’
n=0
Y=‘s[5u]’
A=‘[2u]3s’

do 5X 7Y r2u H u C 
sl2udsudrsludrslus2drl2us5dr2u2dl  5Y 
s[5u]s[4u]s[3u]s[2u]s[1u]s
do H 5u 22t C 3A s 2A 2u u5s 26t 2s u 22s 
3t u 16t s u 14s t u 12t

5X

7Y
5Y

3Au2A

나_S1

B=‘s[5l]’
do 2rH2rCrr C3l3r15B 2l H2l Cl  5r C15B 2l 
H2l Cl H30t

X=‘Cs[(n)u] Hs (n=n-2)’
n=16
do 8X

X=‘Cs[(n)u] Hs (n=n+2)’
n=0
do 7X

do H5r30t 

X=‘Cs[(n)u] Hs (n=n-2)’
n=16
do 8X

X=‘Cs[(n)u] Hs (n=n+2)’
n=0
do 7X

do Cd [30t] l[30t]l[30t]l[30t]l[30t]l[30t]
do Cd [30t] r[30t]r[30t]r[30t]r[30t]r[30t]
do Cd [30t] l[30t]l[30t]l[30t]l[30t]l[30t]

8X

B

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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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_S2

A=‘7s7r7t7lu’
B=‘2sH2sC3s2rH2rC3r2tH2tC3t2lH2lC3lu’
E=‘tl9s9r9t9lsru’
D=‘2AE2A3B’
F=‘(n)s(n)r(n)t(n)lsru (n=n-2)’
do_2 3A3B4D3Atl
n=9
do 4Fsrt3u3{u[3s]}

4F

나_S5

p=‘s[5l]’
n=10
do (n)p 9t Ht

a=‘s[(n)u] (n=n-2)’
n=12
do C7a

n=10
do (n)p 

x=‘s[(n)u] (n=n+2)’
n=0
do 7x

 
o=‘l[6t]’
n=5
do 5o 7t

n=0
do 7x 23t Ht

n=12
do C6a

do d 5t

X=‘[23s]r’
do 5X[23s]
do 5ld 
do 5X[23s] 
do 5ld
do 5X[23s]

7a
7xp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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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기호를 이용한 표현 X=‘s[(n)u] (n=n+1)’n=1 do 10X를 배운 후 건축물 만들기
구조물의 완성도

SOLO 분류 하 중 상
전구조 반응
( P r e s t r u c t u r a l 
response)

단일구조 반응
( U n i s t r u c t u r a l 
response) 

가_S1 가_S2, 가_S3

다중구조 반응
(Mu l t i s t ru c tu ra l 
response)

나_S1

관계적 반응
( R e l a t i o n a l 
response)

나_S5

추상화 반응
(Extended Abstract 
response)

나_S2

<표 Ⅷ-25> 증가하는 패턴을 이용한 건축물 만들기 평가 결과

그동안 수학이 수월하거나 그리 어렵지 않았던 나 집단의 학생들이 수

학이 어려웠던 가 집단 학생들보다 구조물의 완성도와 SOLO반응 수준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단, 창작품이기 때문에 구조물의 복잡도를 구분

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 창작품 제작시 ‘학습한 세부과제를 모두 사

용할 것’과 같이 보완해간다면 실행식으로 적절하게 학습자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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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실행식 기반의 패턴의 일반화 활동은 정적측면으로의 변수개념과 문자

식 조작에 대한 심상을 형성하였다. s, t, u, d, r, l 기호의 의미가 동작에 기반하

여 이해하기가 쉽고 그 기호를 쌓기나무 이미지로 실행해본 경험은 학습자로 하

여금 어떤 내용이 문자에 담길 수 있다는 것을 내면화하도록 하여 문자에 익숙

해지도록 하였다. 그 후 치환기호를 사용하면서 실행식에서 반복되는 내용을 찾

아 X로 정의하는 활동을 통해 어떤 내용이든 X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함

으로써 문자의 일반성을 이해하였고, 여러가지 기호를 사용하는 과정을 통해 문

자의 유연성을 이해하였다. 이는 정적측면으로의 변수개념을 이해하는데 바탕이 

되었다. X에 내용이 대입되는 경험은 문자식에서 학습하는 ‘식의 값’이나 

‘식의 대입’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심상을 제공했다. 나아가 문자식 조작은 수

많은 규칙을 내포하는데 여러가지 기호를 직접 조작하고 실행해보는 활동은 다

른 기호를 사용한 문자는 서로 다른 개체라는 것, 괄호는 묶음의 역할을 한다는 

것 등 각 규칙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심상을 갖도록 하였다. 종합해보면 기호가 

의미하는 바가 글로써 잘 학습이 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기호를 직접 조작해볼 

수 있는 가상공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실행식 기반의 패턴의 일반화 활동은 함수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동적측

면으로의 변수개념에 대한 심상을 제공했다. 문자의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했던 

학습자들이 n의 값이 쌓기나무 개수로 표현되자 n의 값이 계속 변한다는 의미를 

쉽게 이해하였다. 이는 함수식 y=2x에서 x, y를 동적측면으로의 변수개념을 가진 

변수로 인식하는데 바탕이 되어, 쌓기나무 이미지에서 x번째 줄과 쌓기나무의 

개수 y의 관계에 대해 x, y를 사용하여 관계식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오른쪽 

줄로 감에 따라 쌓기나무의 개수가 변하는 이미지는 ‘x가 변함에 따라서 y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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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다’는 의미에 대한 심상이 되었고,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심상으로 이어졌

다. 더불어 쌓기나무 이미지를 통해 y=ax+b에서 계속 변하는 수인 x, y와 달리 

a, b는 쌓기나무 개수가 변하는 양과 처음 시작값을 알려주는 것으로 고정된 값

임을 이해하였다. 변수의 기호가 의미하는 바가 쌓기나무 이미지로 실행된다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추상적 사고력이 부족한 학습자에게는 수학의 추상

성이 주는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수단으로써 시각적 심상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알 수 있었다. 

셋째, 터틀 쌓기나무 환경의 실행식은 학습자가 스스로 ‘수학화’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학습보조 역할을 하였다. 실행식이 실행된 쌓기나무 이미지는 학습

자가 내면에 가진 생각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스스로 알 수 있게 해주는 피드

백역할을 하였다.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어디에서 발생된 것인지를 찾는 과정에

서 실행식과 실행된 쌓기나무 이미지가 스스로 사고과정을 검토하는 수단이 되

거나 교사에게 질문할 때 의사소통 수단이 되었다. 이에 모든 학습자가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오류를 수정하며 자신이 가진 생각을 정립해 나갈 수 있었다. 더

불어 이 과정에 바탕이 된 것은 수학화활동의 필요성을 내재적으로 느낀 것이었

다. 치환이나 변수를 쓰면 더 간단한 실행식으로 더 복잡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는 내재적 필요성은 어려워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도록 유도하였다. 종합하

면 다양한 수준의 학생이 수학을 왜 학습해야하는지 묻는 교실에서 터틀 쌓기나

무 환경의 실행식 스스로 개별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학습보조 역할을 함

을 의미한다. 

넷째, 학습자가 어떤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너머 사용할 수 있으려면 내면화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 시간은 학습자마다 달랐다. 세부과제는 옳게 수

행했지만 세부과제를 사용해서 건축물을 만드는 활동에서는 하지 못하는 학생들

이 있었다. 이는 활동지를 ‘따라서’ 또는 교사의 설명을 ‘따라서’학습을 했

다고 해서 그 내용을 자유자재로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음을 확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진도위주로 구성되어있는 교육과정에서 참고해야할 

부분으로 학습자가 어떤 내용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학습한 내용을 활용해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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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수학이 어려워 수업에 전혀 참여할 수 없었던 학생들이 자율성과 유

능감을 느껴 내재적으로 동기가 유발되어 참여하였으며 몰입을 경험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실행식 기반의 패턴의 일반화 활동이 모든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어려워지고, 어려워지는 속도를 학습자가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은 모든 학습자가 유능감을 느끼도록 하여 포기하는 학생이 한명도 

없었다. 또한 실행식이 의미하는 바가 쌓기나무 이미지로 실행되는 환경은 학습

자로 하여금 오류를 찾아 볼 수 있겠다는 도전의식을 갖게 해 실행식 기반의 패

턴의 일반화 활동은 모든 학생에게 매 순간 최적경험이 될 수 있었다. 유능감을 

전혀 느낄 수 없었던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유능감의 만족이 내재동기 유발에 많

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자율성이 만족되지 않았다면 학습자가 계속해서 

학습을 지속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음을 면담결과에서 알 수 있었다. 

여섯째, 수학이 어렵지 않았던 학생들에게도 자율성과 유능감을 느끼도록 했

지만, 유능감을 느끼는 정도가 기존 수학수업과 큰 차이가 없어 내재동기 유발

의 정도 또한 큰 차이가 없었다.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 또한 기존 문제풀이식 

수학 수업은 주어진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과, 문제를 풀고 남은 시간에는 할 

것이 없다는 점에서 자율성을 느낄 공간이 없어 지루했는데 무한하게 자신의 생

각을 표현할 수 있는 실행식 기반의 패턴의 일반화 활동에서 자율성이 만족돼 

재미를 느꼈다. 실행식은 수학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문자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

하도록 하는 역할은 분명하지만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에게 최대치의 유능감을 

느끼게 해주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본인 수준에서 생각해서 자유롭게 만들어보

는 경험은 수학을 잘하는 학생에게도 어느 정도의 몰입을 유도했다. 

일곱째, 실행식으로 학습자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었다. 기존 수학수업에서 성

취수준이 낮았던 학생들이 높았던 학생들보다 패턴을 찾고 실행식을 추상화, 구

조화 하는 속도가 느렸고, 배운 과제를 응용하는 역량이 부족했다. 이는 실행식

에서 치환, 변수를 적절히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수준의 차이로 나타났

고, 작품의 완성도 또한 달랐다. 즉, 실행식기반 학습과제 결과물로 추상화, 자동

화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역량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은 

모범답안이 있는 문제풀이 위주의 지필평가와 평가의 방향을 달리 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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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기존 수학문제는 옳은 풀이와 옳지 않은 풀이로 나뉠 수 

밖에 없어, 옳은 풀이가 아닌 학생은 사소한 오류일지라도 틀렸다는 인식으로 

남게되며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은 시도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실행

식 기반의 패턴의 일반화 활동은 모든 학생이 자기 수준이 허락하는 만큼 해 볼 

수 있고, 덜 세련된 방법으로 작성했을지라도 틀린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평가 

결과를 성장하는 과정의 측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성장지향평

가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마땅한 과정평가 수단이 없어 서술형․논술형 평가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새로운 과정평가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생각

해볼 수 있다.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점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남는다.  

첫째, 수준별 수업 가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에 물리적인 환경여건

이 파일럿 테스트에 비해서 좋지 않았다. 우선, 정규수업시간에 진행된 

연구로 건축물을 만들어보는 시간이 적었다. 방학 때 방과 후 수업으로 

이뤄졌던 파일럿 테스트에서는 건축물을 만드는 시간으로 4차시를 사용

했지만, 수준별수업은 정규수업시간에 진행되다 보니 3차시만 사용했다. 

게다가 수준별 수업은 일반 교실에서 태블릿으로 터틀 쌓기나무 환경을 

사용하였고, 인터넷은 연구자의 egg와 hotspot으로 제공하였다. 반면, 파

일럿 테스트에서는 컴퓨터실에서 pc로 터틀 쌓기나무 환경을 사용하였

고, 인터넷은 유선랜으로 제공하였다. 컴퓨터실 수업에서는 기기사용에 

어려움이 전혀 없었으나 태블릿은 화면이 작아 보기도 어렵고, 자주 작

동이 멈춰 태블릿을 교체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느라 기기 사용에 많은 시

간이 소요되었다. 결국 수준별 수업은 만들기를 2차시밖에 하지 못한 것

과 같았다. 만약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면 파일럿 테스트와 같이 좀 더 

우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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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규수업시간에 진행된 연구 특성상 시간이 부족하여 동료들의 

실행식을 보고 자기 실행식에 참고해보는 동료 평가 및 피드백활동을 하

지 못하였다. 터틀 쌓기나무 환경은 온라인 환경으로 친구들이 작성한 

것을 볼 수 있고, 동료 평가 및 피드백 환경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추

후 동료 평가 및 피드백 활동을 수업시간에 구현하는 연구가 이루어진다

면 추상적인 내용을 다루는 수학수업이라 구현하기 어려웠던 모둠활동 

및 토론 활동의 좋은 예시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대수에 대한 심상을 제공하면서도 내재적으로 

동기화 되어 참여할 수 있는 과제의 예시를 제공하여 학교 현장에서 적

용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학습자

가 학습에서 겪는 어려움을 분석하고 학습과정에서 내적인 즐거움도 느

낄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다양한 영역에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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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변수개념 검사지_1

1

다음과 같이 한 상자에 초코파이가 몇 개 들어있다. 그런 상자가 모두 몇 개인지는 모른

다. 이 때, 초코파이의 전체 개수를 문자를 사용하여 간단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

・・・

2

(1) 3의 배수를 3n이라고 나타낸다고 할 때, n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가?

(2) y는 x에 대한 일차함수 y=ax+b에서 a, b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x, y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3
두 개의 3의 배수를 각각 3n, 3m이라고 할 때, 

이 둘은 항상 다른 수이다. (예, 아니오) 같은 수 일 수 있다. (예, 아니오) 

4

민우는 x살이다. 민우의 사촌들의 나이를 나타내는 식을 만드시오. 

1) 진우는 민우보다 3살 많다. 

2) 영우는 진우나이의 2배보다 5살 많다. 

5

영진의 나이는 x살이다. 

영진의 아버지의 나이는 3x+7이다. 

영진의 큰 누나의 나이는 x+5이다. 

영진의 아버지와 큰누나의 나이차를 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내시오.  

6

다음은 통화요금 계산 식이다. 

30분 통화 → 100알 + 15알×20

40분 통화 → 100알 + 15알×30

50분 통화 → 100알 + 15알×40

위 계산식을 볼 때, 통화량을 계산하는 식을 문자를 사용한 간단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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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변수개념 검사지 사전 검사 결과 

학

생
변수개념 사전 검사_1

변수개념 사전 검사_2

(문자식 조작 형성평가)

가
_S1

가
_S2

가
_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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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_S4

가
_S5

가
_S6



                            

148

가
_S7

나
_S1

나
_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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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_S3

나
_S4

나
_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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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실행식 기반의 패턴의 일반화 활동 활동지(치환)

1. 라라 실험실의 “선생님” 게시판에서 “과제1” 글을 클릭하세요. 

자바말1부터 자바말 6까지 실행해보고 각 그림이 나올 명령어를 채워보세요.

2. 치환 명령어를 사용하는 동영상이 이해가 되었나요? 그러면 이제 1번의 명령

어를 치환을 사용해서 바꿔보세요.

과

제

번

호

자바말1 자바말2 자바말3 자바말4 자바말5 자바말6 

명

령

어

쌓기나무준비

ㄱ

ㄴ

쌓기나무준비

ㄱ

ㄴ

쌓기나무준비

ㄱ

ㄴ

쌓기나무준비

ㄱ

ㄴ

쌓기나무준비

ㄱ

ㄴ

쌓기나무준비

ㄱ

ㄴ

과

제

번

호

자바말1 자바말2 자바말3 자바말4 자바말5 자바말6 

명

령

어

( 치

환

사

용

할 

것)

쌓기나무준비

ㄱ

ㄴ

쌓기나무준비

ㄱ

ㄴ

쌓기나무준비

ㄱ

ㄴ

쌓기나무준비

ㄱ

ㄴ

쌓기나무준비

ㄱ

ㄴ

쌓기나무준비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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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실행식 기반의 패턴의 일반화 활동 활동지(변수기호_1)

변수를 이용하면 간단한 명령어로 삼각형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

                        왼쪽과 같이 명령어를 입력하면 오른쪽과 같은 삼각

형이 나옵니다. 

그 이유 :

 n=0   → s[0u] → 

 n=1   → s[1u] →  

  

 n=2   → s[2u] →

쌓기나무준비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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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0

do 3X

ㄴ

명령어 코딩 해석 결과 (그림으로 그리세요)

증가패턴

쌓기나무준비
ㄱ
X='s[(n)u] (n=n+1)'
n=0
do 3X
ㄴ

s[0u]s[1u]s[2u]

쌓기나무준비
ㄱ
X='s[(n)u] (n=n+1)'
n=2
do 4X
ㄴ

쌓기나무준비
ㄱ
B='s[(a)u] (a=a+2)'
a=3
do 4B 
ㄴ

쌓기나무준비
ㄱ
A='s[(c)d] (c=c+3)'
c=2
do 5A
ㄴ

쌓기나무준비
ㄱ
Z='s[(b)d] (b=b+2)'
b=3
do 3Z
ㄴ

도전 과제 

쌓기나무준비
ㄱ



152

X='3s[(n)u] (n=n+1)'
n=2
do 4X
ㄴ

쌓기나무준비
ㄱ
X='3{s[(n)u]} (n=n+2)'
n=2
do 4X
ㄴ
쌓기나무준비
ㄱ
X='s[(n)u]s[(n+1)u] (n=n+4)'
n=3
do 3X
ㄴ

감소패턴

쌓기나무준비
ㄱ
X='s[(n)u] (n=n-1)'
n=5
do 4X
ㄴ

쌓기나무준비
ㄱ
B='s[(a)u] (a=a-2)'
a=5
do 3B 
ㄴ

쌓기나무준비
ㄱ
A='s[(c)d] (c=c-1)'
c=5
do 4A
ㄴ

도전과제!
쌓기나무준비
ㄱ
X='3s[(c)u] (b=b-1)'
n=5
do 4X
ㄴ

쌓기나무준비
ㄱ
X='3{s[(n)u]} (n=n-2)'
n=6
do 4X
ㄴ

쌓기나무준비
ㄱ
X='s[(n)u]s[(n+1)u] (n=n-3)'
n=6
do 3X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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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실행식 기반의 패턴의 일반화 활동 활동지(변수기호_2)

1

1 번째 5 번째 1) 1번째의 쌓기나무 개수에서 do s에서 s에 해당하
는 부분을 제외하면 몇 개가 있는가? 
2) 쌓기나무가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
3) 쌓기나무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방향이 위인가? 
아래인가?
4) 쌓기나무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개수는 몇 개
인가?
5) 맨 위에 있는 예시를 참고하여 실행식을 작성해
보시오. 

2

1번째 4번째

1) 1번째의 쌓기나무 개수에서 do s에서 s에 해당하

는 부분을 제외하면 몇 개가 있는가? 

2) 쌓기나무가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
3) 쌓기나무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방향이 위인가? 
아래인가?
4) 쌓기나무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개수는 몇 개
인가?
5) 맨 위에 있는 예시를 참고하여 실행식을 작성해
보시오.

3

1 번째 4 번째
1) 1번째의 쌓기나무 개수에서 do s에서 s에 해당하

는 부분을 제외하면 몇 개가 있는가? 

2) 쌓기나무가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
3) 쌓기나무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방향이 위인가? 
아래인가?
4) 쌓기나무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개수는 몇 개
인가?
5) 맨 위에 있는 예시를 참고하여 실행식을 작성해
보시오. 

4

1 번째 6 번째
1) 1번째의 쌓기나무 개수에서 do s에서 s에 해당하

는 부분을 제외하면 몇 개가 있는가? 

2) 쌓기나무가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
3) 쌓기나무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방향이 위인가? 
아래인가?
4) 쌓기나무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개수는 몇 개
인가?
5) 맨 위에 있는 예시를 참고하여 실행식을 작성해
보시오. 

변수를 사용한 실행식

증가 패턴 감소패턴 

쌓기나무준비

ㄱ

X=‘s[(n)u] (n=n+1)’

n=4

do 3X 

ㄴ

쌓기나무준비

ㄱ

X=‘s[(n)u] (n=n-1)’

n=5

do 3X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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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번째 3번째
1) 1번째의 쌓기나무 개수에서 do s에서 s에 해당하

는 부분을 제외하면 몇 개가 있는가? 

2) 쌓기나무가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
3) 쌓기나무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방향이 위인가? 
아래인가?
4) 쌓기나무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개수는 몇 개
인가?
5) 맨 위에 있는 예시를 참고하여 실행식을 작성해
보시오. 

6

1) 1번째의 쌓기나무 개수에서 do s에서 s에 해당하

는 부분을 제외하면 몇 개가 있는가? 

2) 쌓기나무가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
3) 쌓기나무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방향이 위인가? 
아래인가?
4) 쌓기나무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개수는 몇 개
인가?
5) 맨 위에 있는 예시를 참고하여 실행식을 작성해
보시오. 

도전과제!!!!

7

왼쪽 그림을 만드는 실행식을 작성하시오.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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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실행식 기반 세부과제(치환) 수행 결과

과제 1 2 3 4 5 6

학생

가_S1

가_S2

가_S3

가_S4

가_S5

가_S6

가_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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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문자와 식 활동지 수행 결과

학생 문자와 식 활동지

가_S1

가_S2

가_S3

가_S4



                            

157

 

가_S5

가_S6

가_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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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실행식 기반의 패턴의 일반화 활동(변수기호_1) 수행결과 

과제 활동지

가_S1

가_S2

가_S3

가_S4

가_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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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_S6

가_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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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실행식 기반의 패턴의 일반화 활동(변수기호_2) 수행결과 

과제 활동지

가_S1

가_S2

가_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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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_S4

가_S5

가_S6

가_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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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교사 참관지_실행식 기반 학습과제

<부록 11> 교사 참관지_교과서 위주 연립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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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arly Algebra' Learning Task Design

Enhancing Intrinsic Motivation

Based on Executable Expression

Kim, Na Ry

Department of Mathemat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ge has arrived, importance of 

mathematics has been growing than ever before. On the contrary the number 

of ‘Supoja’, who has abandoned mathematics learning , has been so 

increasing that they can no longer be connived at in Korea. Through various 

previous studies, it turned out that most students give up studying math due to 

difficulties of understanding formalized expressions. Elementary mathematics 

dealing with specific amount becomes formalized as algebra dealing with 

characterized expression. However, there are many learner who could not 

understand characterized expression as a generalization tool because of lack of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variables in a character. Freudenthal insisted we 

have to provide learners with a generalizing experience, as noting that the 

immediate transition from a specific experience to a formal expression caused 

the problem. Therefore this study has paid attention to Generaliz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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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s which makes students recognize patterns and gradually formalize in 

some specific cases. Generalization of Patterns is presented as early algebra in 

advance of the formal algebraic education in the curriculum all over the world. 

However, if Generalization of Patterns is made up of finding patterns in a 

given problem and writing them, it would be difficult to expect that learners 

actively participate in Generalization of Patterns. Learners do not have any 

reason to generalize patterns. According to the theory of self-determination 

(SDT), people have to feel autonomous and competent to have internal 

motivation. But they can't feel autonomy and competent with this way. Since 

students of different levels learn at the same time in a classroom, under the 

writing environment it is difficult for teachers to provide learners with tasks 

that are appropriate to their own level and to give them feedback individually. 

In sum, it is not easy to make all learners feel competent in the writing 

environment.

    Thus we constructed Generalization of Patterns based on Executable 

Expression.  Executable Expression is a symbol expression system where the 

semantics of the symbol are executed as a Building Block image in Turtle 

Building Block environment as virtual space. Leaners can be free to make 

something in virtual space. Because Executable Expression is gradually 

abstracted from specific symbol to formal symbol, all learners will be able to 

use symbols that match their own level. Also Building Block serves to learner's 

thought as feedback. As a result, we expected that all learners can feel 

competent, and applied it to middle school students during regular classes. 

    Turtle Building Block Environment gives learners feedback that the intrinsic 

representation of them is correct and has become a means of communication 

that help learners to look for errors in the inherent representations. Because 

the leaners can use symbols depending on their learning speed, they can do 

generalization individually and learners at any level were able to mee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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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 to themselves. It made every student feel competent and have mental 

image which needs for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variables, and also served 

as a link in understanding algebra. As the students felt autonomous in the 

making activity and recognized the need of learning to make more complex 

structures by using abstract symbols, they tried to understand and had fun. 

Furthermore, we can evaluate leaner's ability of abstraction and automation by 

the degree of efficiency of Executable Expression and the complexity of output 

in a somewhat objective and fair ways. Up to now, both learners and teachers 

have found it difficult to learn and teach math because of the abstraction of 

mathematics. This study found that applying the computer environment to 

learning environment can resolve the difficulties arising during teaching process 

in the writing environment.

    It is meaningful that the possibility of realizing the purpose of mathematics 

education can grow when the computer environment is applied to school field 

with students of different levels. Furthermore, the mathematics can be an 

education curriculum enhancing the thinking ability of all students rather than 

just filtering out excellent students.

 Keywords : Early Algebra, Generalization of Patterns, Executable Expression, 

Internal Motivation, SDT, Abstraction ․ Automation Assessment

   Student Number   : 2016-2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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