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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수학교육의 한 방법론으로서 3차원 좌표계 기반 코딩 환경인 터틀크

래프트(Turtlecraft)를 활용한 수학 디자인 활동을 제안한다. 수학 디

자인 활동은 학습자가 지닌 수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작품을

표현하며 수학의 실용성과 심미성을 느낄 수 있는 교육방법으로 여

러 선행연구에서 주목한 바 있다. 터틀크래프트는 자바스크립트

(JavaScript) 기반의 코딩 환경으로, 수학적 개념을 내포한 코드를

바탕으로 다양한 구조물을 디자인하며 탐구할 수 있다. 또한 게임

<마인크래프트>와 같이 복셀(voxel) 기반 분절적인 그래픽 표현방

식을 지녀 스토리텔링 전략을 바탕으로 구조물에 대한 탐구를 진행

할 수 있다. 여기서 코드는 학습자와 교수자 모두 서로의 생각을 볼

수 있고 이를 통한 분석 및 반성 활동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스토리텔링 도구로 활용되었다.

터틀크래프트에는 수식 명령 코드와 집합 및 변환 명령 코드라는

서로 다른 코드 표현방식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2개년에 걸쳐

중학교 영재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자인 활동 수업을 진행하며, 서

로 다른 코드 표현방식을 사용한 1차년도와 2차년도 수업의 특징을

비교하였다. 각 수업에서 학생들의 반응을 수집하고 탐구 과정을 분

석하기 위해 수업 관찰, 인터뷰, 탐구과제 결과물 분석 등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학생들이 방정식, 함수, 집합 등 다양한 수학적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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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디자인 활동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디자인 과정에서

학생들은 여러 유형의 수학적 사고 및 컴퓨팅 사고를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활동이 수학과 정보, 미술 등

융합 교육의 적절한 사례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요어 : constructionism, 수학 디자인 활동, 수학 학습, 코딩, 스토리

텔링

학 번 : 2017-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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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수학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

는 바,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의 주요 화두 중 하나는 컴퓨터, 인공

지능을 비롯한 공학적 도구의 활용과 관련된 것이다. 이에 발맞춰 2015 개

정 수학과 교육과정(교육부, 2015a), 제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교육부,

2015b)과 2020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제3차 수학교육 종합계획(교육부, 2020)

에서는 정보처리능력과 공학적 도구의 활용을 통한 수학 탐구활동을 명시

적으로 강조하였다. 특히 제3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에 이르러서는 수학-정

보 교육의 융합을 통한 다양한 미래형 학습 모델 개발을 제안하며 프로그

래밍・코딩형 탐구 수학 학습을 위한 내용 발굴과 이를 통한 수학기반 융

합적 문제 해결력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

사칙연산에서부터 통계, 미적분에 이르기까지 계산능력은 컴퓨터가 인간

을 월등히 앞선 지 오래이며 인공지능의 발달로 점점 더 수준 높은 과업

도 인간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대에 교과서 개념이해 및 문제풀

이 위주의 ‘계산을 위한 수학교육’은 점점 의미를 잃고 있다. 컴퓨터가 월

등히 잘할 수 있는 계산능력, 문제풀이 능력만을 갈고 닦기보다 컴퓨터를

활용하여 교과서에서 배운 수학개념을 적용, 유의미한 산출물을 만들어 볼

수 있다면 새 시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보다 필요한 경험이 될 것이다.

나귀수, 박미미, 김동원, 김연, 이수진(2018)은 미래 시대에 특히 그 중요

성이 부각되는 수학 관련 주제를 설정하며 ‘공간적 추론’과 ‘코딩’을 강조하

였다. 공간적 추론은 3차원의 대상에 대해 사고하고 제한된 정보로부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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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대상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코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강조되는 개념으로, 코딩을 통해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수학적 개념의 이해를 심화시키는 동시에 수학적 아이디어를 활용,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의미있는 산출물을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코딩

교육은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의 신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는데(정진환, 2015; 김미송, 최형신, 2018), 컴퓨팅 사고력은

특정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일반화하는

인지 과정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능력으로 여겨진다(김나리,

서용현, 조한혁, 2018).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Papert의 constructionism 철학은 인공물

의 조작을 통한 지식의 능동적인 구성을 강조한다. Papert의 제자이자

Scratch의 개발자인 Resnick(2004)은 자유로운 디자인과 창조가 가능한 컴

퓨터 환경 속에서 학습자 스스로 즐기며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는데, Scratch는 다만 수학교육보다는 일반

적인 코딩교육에 더 적절한 도구로서 교육 현장에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

라 수학교육에서도 constructionism의 철학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조작, 관찰, 체험하며 수학적인 개념을 형성해 갈 수 있는 도구나 환경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Papert(1980)는 학생들이 능동적이고 역동적으로 탐구하

며 개념을 학습할 수 있는 컴퓨터 공간인 마이크로월드(microworld)를 제

안하였다. 마이크로월드는 가상공간에 표현된 하나의 작은 세계로 학습 환

경임과 동시에 학습의 내용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마이크로월드의 대표적

인 예로는 Papert의 LOGO 및 이를 계승한 코딩 환경인 JavaMAL(Cho,

Song, & Kim, 2006)을 들 수 있다. 다만 LOGO와 JavaMAL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수학적 표현의 종류가 한정적이며, 이에 따라 주로 초기대수 학습

에 적용(소호섭, 2016; 정진환, 2015; 조아라, 조한혁, 2017)되어 왔다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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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점이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미래 시대를 대비하는 수학교육의 모습은

현재까지의 그것과 달라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constructionism을 바

탕으로 자유로운 관찰・조작 활동이 가능한 마이크로월드로서 터틀크래프

트(Turtlecraft)를 도입, 수학교육에 활용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터틀크래프트는 3차원 공간에서 좌표를 이용한 수식으로 다양한 구

조물을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 관찰할 수 있는 ‘3차원 좌표계 기반 코딩

환경’이라 할 수 있다. 터틀크래프트에서의 코딩으로 입체물을 표현하며 공

간적 추론 능력을 계발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 과정부터 중・고등학교 이

상 높은 수준의 수학적 개념에 대한 탐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에서 소개한 다른 마이크로월드와 차별화되는 장점을 지니고 있

다(정인우, 조한혁, 2020).

수학적 연결성(Mathematical connections)과 관련하여 수학 디자인 활동

에 주목한 여러 선행연구가 이어져 왔다(김화경, 2006; 권오남, 정선아,

2012; 김남희, 2004; 이지원, 신재홍, 이수진, 2013). 이들 연구에서는 수학

디자인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수학과 생활과의 연관성, 수학의 실용성, 심

미성을 경험할 수 있으며 수학적 개념을 깊이 있게 이해하며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됨을 지적하였다. 특히 김남희(2004)의 선행연구에서

는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수식으로 2차원 좌표평면 상에 다양한 작품을 표

현하는 수학 디자인 활동을 도입, 수학교육적 측면에서의 긍정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코딩 환경에서의 디자인 활동을 통한 수학적 연결성의 추구는

곧 수학, 정보, 미술 등의 융합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학생들에게 의미있는 맥락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은 학습에 대

한 흥미를 유발하며 깊이 있는 개념 습득을 위해 효과적인 교수 전략임이

알려져 있다(권오남, 박지현, 김영혜, 김미주, 조형미 외, 2013;

Baranauskas & Posada, 2017; 이재인, 성영훈, 2011). 하지만 기존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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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링 기반 수학교육에서는 다소 작위적인 상황 속에서 수학적 개념을 풀

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수학의 엄밀성을 해칠 수 있으며(권오

남 외, 2013) 학생들에게 의미있는 맥락 속에서 수학 언어로 telling해 보는

활동이 부족함을 지적한 논의도 있었다(조한혁, 송민호, 2014).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통찰 및 제한점을 바탕으로 터틀크래

프트 코딩 환경에서 여러 가지 수학적 개념을 활용한 수학 디자인 활동을

제안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의미있는 맥락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

링 전략을 활용하여 수학적 개념의 효과적인 습득과 내면화를 도모한다.

학생들이 코딩으로 입체물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기하, 대수적 사고를 비롯

하여 집합의 조건제시법, 원소나열법, 교집합, 합집합 개념 등 다양한 수학

개념이 요구된다. 이들 수학 개념은 수학 교과 내에서도 중요하지만 코딩

활동을 통해서도 자연스레 그 중요성이 부각되며, 교과서처럼 정확한 개념

정의를 제시하기보다 실제 수학을 사용해 볼 수 있는 터틀크래프트 코딩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험하며 개념을 형성해 갈 수 있도록 한다.

터틀크래프트 환경에서 수학적 개념 탐구를 위해 사용 가능한 코드로 방

정식, 함수 등 수식 명령 코드와 사각형, 원, 구 등 도형을 LEGO 블록처

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집합 명령 코드, 자유로운 확대・축소, 회전이 가

능한 좌표변환, 회전변환 및 좌표축변환 등 변환 명령 코드가 있다. 본 연

구에서는 2개년에 걸쳐 각기 다른 코드 표현방식을 바탕으로 디자인 활동

이 이루어진 수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즉 수식 명령 코드와 집합

및 변환 명령 코드를 각각 활용한 두 번의 수업의 차별화되는 특징을 비

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학생들의 탐구 과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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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이상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수업은 터틀크래프트 코

딩 환경에서 3차원 수학 디자인 활동과 스토리텔링 학습전략을 바탕으로

한 수학적 개념의 학습을 목표로 한다. 또한 각기 다른 코드 표현방식을

활용한한 두 가지 교수학습 방법의 특징을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3차원 좌표계 기반 코딩 환경에서 디자인 활동과 스토리텔링 전략을

바탕으로 수학적 개념을 어떻게 구성하며 학습할 수 있는가?

2. 수식 명령 코드와 집합 및 변환 명령 코드를 바탕으로 한 각각의 디

자인 활동은 어떻게 차별화되는 특징을 보이는가?

3. 두 가지 코드 표현방식에 따른 디자인 활동에서 학생들의 탐구 과정

의 양상은 각각 어떠한가?

3. 연구 내용의 개요

Ⅱ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주춧돌이라 할 수 있는

constructionism와 마이크로월드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3차

원 좌표계 기반 코딩 환경인 터틀크래프트의 특성에 대해 논의한다. 그

후 수학에서의 디자인 활동 및 스토리텔링 학습 전략에 대한 선행연구의

논의를 바탕으로 터틀크래프트를 활용한 본 연구의 수업에 어떻게 접목

할 것인지 설계한다. 디자인 활동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 과정이

요구되므로, 학생들이 제출한 자유 창작 과제를 바탕으로 사고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일부 수정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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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장 ‘코딩 환경을 활용한 수학 디자인 활동의 설계 및 적용’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두 번의 디자인 활동과 관련된 수업(1차년도, 2차년

도)과 각 수업에서 사용된 코드 표현방식의 특징을 논의한다. 이후 각각

의 코드를 바탕으로 한 수업의 진행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고 앞서 제시

한 분석틀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사고 과정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났는

지 정리하여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1차년도와 2차년도 수업의 특징을

비교하며 각 수업의 교육적 의미 및 제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터틀크래프트 코딩 환경을 활용한 수학 학습에

대한 논의를 종합, 요약하고 본 연구의 의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

한 제언을 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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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constructionism

1.1. constructionism의 개념

Papert(1980)의 constructionism이란 ‘이전에 학습할 수 있던 것보다 더

많이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 것’으로, 일반 교육학과 심리학에

서 언급되는 Piaget의 constructivism에 더해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Ackermann, 2004; 이지윤, 2010; 조아라, 2018).

Piaget와 Papert 모두 안정과 변화라는 두 가지 상태에 관심을 가지며

‘적응’이라는 관점에서 지능을 정의하였지만, Piaget가 동화와 조절에 의

한 내적평형상태의 구성에 관심을 가진 반면 Papert는 역동적인 변화의

과정에 관심을 두었다는 차이가 있다(Ackermann, 2001).

Papert의 constructionism의 개념과 전략의 특징을 명확히 하기 위해

Piaget의 constructivism과 더불어 Vygotsky의 사회적 구성주의

(socio-constructivism)와 비교되곤 한다(Ackermann, 2001; 정진환, 2015;

조아라; 2018). 이들 세 가지의 관점은 모두 사람들이 그들이 속한 세계

를 재구성함으로써 학습이 일어나고 지식의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

바라보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학습을 위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constructivism의 Piaget는 ‘경험’을, 사회

적 구성주의의 Vygotsky는 ‘상호작용’의 역할을 중요시하였다. 이에 비

해 constructionism의 개념을 제안한 Papert는 바람직한 학습을 위해 도

구(media)를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도구를 가지고 지식을 구성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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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목하였다. 즉 Papert는 학습자가 지식을 적극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라는 관점에 더해 그들이 사고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는 것을 강조하였

으며(김화경, 2006), 결과적으로 constructionism이란 개인적으로 의미 있

는 인공물을 구성하는 맥락 속에 지식의 구성이라는 두 종류의 구성과

관계된다고 하였다(Kafai & Resnick, 1996). 즉 지식을 교사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사고할 수 있는 도구를 바탕으로 인공물을 구성하

는 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고 완전하게 지식을 구성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결론적으로 Papert가 제시한 constructionism이란, 학습자가 전략적으로

주어진 교수 환경을 도구로 상호작용하며, 수학적 지식과 기호를 물리적

구성 활동을 통해 내면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Papert는 신체와

환경 사이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성이 발생한다는 ‘체화된 인지

(embodied cognition)’의 관점을 제시하였다. Ernest(2010)는 ‘수학적 활동

과 학습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활동이 신체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라고

언급하며 은유를 통한 수학적 의미의 원천으로 신체 동조성(embodiment)

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Papert(1972)는 LOGO 언어를 바탕으로 ‘직(후)진’

과 ‘회전’ 명령만으로 도형을 표현하는 거북 기하(Turtle geometry)를 제안

하였는데, 이는 학습자로 하여금 거북의 입장과 동일시하는 체화된 인지의

관점을 반영한 것이다. LOGO 및 이를 계승하여 3차원 쌓기나무 환경으로

확장한 JavaMAL(Cho et al., 2006)과 같은 코딩 언어는 거북 은유를 바탕

으로 1인칭 시점의 몸동작을 코드로 나타내어 도형을 표현한다. 이러한 체

화된 인지의 관점이 반영된 코드는 학습자의 입장에서 본인의 수행과정을

스토리텔링하며 학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1.2. 마이크로월드(microworld)

이와 같이 constructionism의 학습이란 학습자에게 그저 지식을 주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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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며, 탐구와 실험, 토론과 반성을 통해 자기 주변 세상에 대한

이해를 구축하는 활동적인 과정에서 일어난다(Resnick, 2002; 정진환, 2015

에서 재인용). 이러한 학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자유자재로 인

공물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놀이 공간이 필요한데, 이러한 공간을 컴퓨터

환경에서 구현한 것이 마이크로월드(microworld; Edwards, 1995)이다.

마이크로월드는 제한된 환경 내에서 대상에 대한 조작과정을 통해 학습

자에게 의미있는 세계를 구성하게 하고, 조작에 의해 결합된 대상을 또

다른 하나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면서 마음 속에서 작용이 일어나는 마

인드 툴이 될 수 있다(이지윤, 2010). Papert(1972)의 LOGO 언어가 마이

크로월드의 시작이라 할 수 있으며, 이후 StarLOGO(Resnick, 1997),

JavaMAL(조한혁, 2003), Scratch(Maloney, Burd, Kafai, Rusk,

Silverman, & Resnick, 2004), The Geometer’s Sketchpad(Goldenberg &

Cuoco, 1998) 등 다양한 마이크로월드 학습 환경이 제시되었다.

Papert(1980)는 프랑스어를 배우기 위해 프랑스에서 사는 것처럼 수학을

배우기 위해서는 컴퓨터와 상호작용하며 자연스레 수학을 터득할 수 있는

환경인 ‘Mathland’ 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였다. 코딩을 통해 3차원 가상 환

경 속에서 수학을 ‘가지고 놀 수’ 있는 마이크로월드인 터틀크래프트는 학

습자에게 흘륭한 Mathland가 될 수 있다. 한편 Kaput, Noss, & Hoyles

(2001)는 컴퓨터 환경 등의 발달로 기존에 존재하던 수학적 개념 등의 지

식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학습가능(Learnable)해 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

다. 즉 같은 개념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느

냐에 따라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constructionism 기반 학습은 마이크로월드 속에서 자유로운 조작과 탐구

를 통해 지식을 구성하게 되므로 학생들은 기존에 접하지 못한 상위 단계

의 수학적 개념도 학습 가능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도 터틀크래프트 코딩 환경 속에서 수학 디자인 활동,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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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링 전략을 바탕으로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 수학 이상 상위 수준의

수학적 개념을 구성하며 탐구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2. 3차원 좌표계 기반 코딩 환경

터틀크래프트(Turtlecraft1))는 복셀(voxel)2)그래픽을 기반으로 다양한 입

체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3차원 좌표계 기반 코딩 환경으로, 전 세계적으

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인 <마인크래프트>와 외형적으로 유사한 특

징을 지니고 있다.

[그림 Ⅱ-1] 터틀크래프트의 실행 화면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은 자바스크립트(JavaScript)를 기반으로 3차원 좌

표, 방정식, 함수 등 다양한 수학적 개념을 내포한 코드를 통해 자유로운

1) snucode.org
2) 복셀(voxel)은 부피(volume)와 화소(pixel)의 합성어로, 2차원 평면을 구성하는 최
소 단위인 화소의 개념을 3차원 공간의 최소 단위인 큐브(cube)로 확장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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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물 구성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코딩 환경만의 특성으로 학생

들이 입력하는 코드의 실행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여 즉각적인 피드백이

이뤄지고, 디버깅(debugging) 과정을 통해 기존 생각을 정교화해 나갈 수

있다.

터틀크래프트는 마인크래프트 게임과 유사한 큐브 기반 구성 환경을 제

공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코딩을 통해 3차원 입체물을 구성하며 공간적 추

론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특성에 기반하여 김광진, 한

재성(2017)은 터틀크래프트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수학교육 중 ‘게임

형 수학 학습 서비스’의 예로 소개하였고, 한국컨텐츠진흥원(2018)에서 개

발한 게임 활용 코딩 교재의 프로그램으로 도입되었다. 뿐만 아니라 김나

리 외(2018)는 거북명령 실행식(executable expression)(조한혁 외, 2014)

을 바탕으로 터틀크래프트 환경을 수학교육에 적용하였고 정인우 외

(2020)는 터틀크래프트를 활용한 수학적 창의성 교육의 방안을 모색하는

등 수학교육과의 연계를 위한 연구가 이어져 오고 있다.

기본 블록으로 다양한 구성물을 표현할 수 있는 LEGO 만들기 활동은

창의성 신장에 효과적이며, 공간 추론 능력, 공간 방향화 능력 등의 공간

능력(spatial ability)을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는 선행연구(이지윤, 2010;

Brosnan, 1998)의 지적이 있었다. 터틀크래프트 환경에서도 3차원 좌표계

와 큐브를 기반으로 다양한 입체도형을 표현할 수 있어, 공간 능력의 발달

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입체물이라도 수학적으로 다양한 구성

방법이 가능하며 또한 그 가운데 효율적인 코드를 선택하여 정확하게 표

현해야 하므로, 학습자의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의 발현을 촉진하는

등 수학적 창의성 신장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정인우 외, 2020).

Papert는 constructionism의 8가지 아이디어 중 하나로 ‘hard fun’을 이야

기한다. 학습자가 무엇인가 구성하는 활동을 즐길 때 가장 열심히 하며 가

장 잘 학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즐거움이 곧 ‘쉽다’를 의미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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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며, 깊이 사고하고 탐구하여 얻게 되는 ‘hard fun’이 최고의 즐거움이

라고 할 수 있다(Stager, 2006). 터틀크래프트에서는 간단한 코딩과 수식만

알면 누구나 기본적인 구조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진입장벽은

낮으나, 더 높은 수준의 복잡하고 창의적인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깊

은 사고와 탐구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hard fun이 가능한 환경을 제

공한다고 할 수 있다. 구조물의 모양과 구성원리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수

학적 개념을 활용하게 되며, 이미 작성된 코드에서도 더 효율적인 표현을

찾아 수정하는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사고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는 진입장벽을 낮추어 누구나 배울 수 있되 더 높은 수준의 탐구까지

가능한 환경으로서 Papert가 강조한 low floor & high ceiling 철학으로 연

결될 수 있다(Catlin, Kandlhofer, Holmquist, Csizmadia,

Angel-Fernandez, & Cabibihan, 2018). 한 예로 Papert(1972)는 LOGO를

이용한 수학 탐구활동에서 [그림 Ⅲ-2]와 같이 하트(heart) 모양을 표현하

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림 Ⅲ-2] 하트(Heart) 모양을 표

현하는 두 가지 방법(Papert, 1972)

간단한 삼각형 모양과 반원 두 개를 이용한 Straight-sided heart는 초급

자도 쉽게 표현해낼 수 있다. 이때 학생들은 여기서 만족할 수도, 혹은 한

단계 더 나아가 Curved heart를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원을 세부적

으로 분할한 뒤 결합하는 코드를 작성해야 하므로 보다 높은 수준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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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요구된다. 이처럼 문턱을 낮추되(low floor)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더

높은 곳(high ceiling)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마이크로월드를 활

용한 수학적 개념 탐구 활동에서 중요한 교수 전략으로서 터틀크래프트에

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윤현정(2015)에 따르면 마인크래프트 게임이 정식 오픈되기 전에도 게임

속 창작물을 만드는 영상이 한 달 동안 3만 5천 건 이상 웹에 업로드 되

었다고 한다. 이는 사용자 각자가 자신만의 창작물을 완성하는 데서 유능

감을 느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김나리 외(2018)는 터틀크래

프트 역시 마인크래프트와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여, 학습자의 선택권이 존

중되고 실재감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므로 학습자가 유능감

을 느끼며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Bos et al.(2014)은

마인크래프트 게임이 흥미, 호기심, 창조성을 자극하는 데 좋은 환경이라

보고, 이를 STEM 융합교육의 형태로 초등학교 6학년 수학교육에 적용하

는 시도를 하였다. 다만 그 범위가 사칙연산, 단위 학습 등 초등 교육과정

수준에 머물렀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에 비해 터틀크래프트는 내장된 자바

스크립트 기반 수식을 통해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부터 고등학교 수준 이

상의 다양한 수학 개념에 대한 탐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수학교육에 소프트웨어 등 공학적 도구를 활용한 수업 및 연구는 지금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GrafEq, The Geometer’s Sketchpad(GSP) 등

의 소프트웨어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수학적 개념을 이용한 디자인 활동

에 활용되었다(김남희, 2004; 김화경, 2006; 권오남 외, 2012). 이들 소프트

웨어와 터틀크래프트의 특징을 비교하면 <표 Ⅱ-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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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틀크래프트 GrafEq GSP

입력값

수식, 집합명령,

변환명령, 거북명령

등 다수

수식 수식

출력화면

3차원 복셀 기반

분절적인 그래프

표현

2차원의 매끄러운

그래프 표현

2차원의 매끄러운

그래프 표현

그래프

관찰 방법

전후좌우 이동,

상승, 하강 등이

가능한 1인칭 탐험

모드

확대, 축소
확대, 축소, 마우스

드래그

비고
자바스크립트 기반

수식 코드로 동작

간단히 수식

입력만으로 쉬운

그래프 표현

변수나 슬라이드를

활용 동적 기하

탐구

<표 Ⅱ-1> ‘디자인 활동’ 선행연구에 사용된 소프트웨어와 터틀크래프

트의 비교

터틀크래프트 환경에서는 코딩을 통해 방정식, 함수 등 수식 뿐 아니라

이후에 소개될 집합 명령, 변환 명령 등 다양한 방식의 코드표현을 통해

수학적 개념을 탐구하며 학습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소프트웨어들과 같은

매끄러운 그래프 표현은 어렵지만 3차원 복셀 기반의 분절적인 그래픽 표

현 방식은 오히려 구조물의 모양을 수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설명해볼 수

있는 스토리텔링에 용이하다는 특성이 있다. 그러면서 1인칭 시점에서 학

습자가 자신이 창작한 세계를 자유롭게 이동하며 탐험이 가능하므로 마치

마인크래프트 게임과 같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자

바스크립트 기반 코드를 처음 접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터틀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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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트 환경에서의 코딩을 처음 학습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연구자가 수업을 진행하며 관찰한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본적인 명령을 익힌 뒤 수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구조물을 표현하는 과

정을 무리없이 따라왔으며, 이는 곧 터틀크래프트가 수학과 정보의 융합

교육의 측면에서 효과적인 도구가 될 것임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3. 수학 디자인 활동

3.1. 수학 디자인 활동의 개념

수학적 연결성(Mathematical connections)은 NCTM(2000)의 Principles

and standards for school mathematics에서 제시된 표준(standards) 중의

하나이다. 이는 수학을 독립된 개체의 단순한 집합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통합된 학문 분야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수학의 내적 연결성은 수학의 다

른 내용들 사이의 관계와 수학적 아이디어 사이의 연결성을 인식하고 사

용하는 것이며 수학적 아이디어들의 상호관계와 이것들이 어떻게 결합하

여 일관된 전체를 이루는지 이해하는 것이다(권오남 외, 2012). 이렇게 수

학적 내용 간 연결을 시도할 때 학생들은 수학적 개념을 더 깊게 이해하

고 더 오래 기억하며, 수학을 하나의 통합된 학문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다. 또한 수학의 외적 연결성은 수학의 내용과 다른 학문의 내용 사이에

연결지점을 찾는 것이다. 수학을 과학, 공학, 미술 등 다른 과목과 연결짓

는 시도를 통해서 학생들은 단순히 수학을 배울 뿐 아니라 수학이라는 학

문의 실용성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수학교육의 목표를 설정하는 수학의 가치에는 수학을 배우면서 습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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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인 사고력, 추상화하고 형식화하는 능력, 단순화하고 종합화하는 능

력 등이 수학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도야

적 가치와 수학이 기초학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실용적 가치, 수

학의 공식이나 방법이 절묘하고 아름답게 적용될 수 있다는 심미적 가치

및 수학이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거쳐 발전하면서 그 사회 발전에 공헌해

왔다는 문화적 가치가 있다(이강섭, 왕규채, 송교식, 이강희, 안인숙,

2009).

본 연구에서는 이지원 외(2013)의 논의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수학적 개

념을 바탕으로 주어진 그림이나 그리고 싶은 그림을 표현하는 창작 활동’

으로서 수학 디자인 활동을 바라보고 논의를 진행한다. 소프트웨어를 활용

한 수학 디자인 활동은 수학적 연결성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방식으로 여

러 선행연구에서 주목받았다(김남희 외, 2007; 권오남 외, 2012; 이지원 외,

2013). 방정식, 함수 등의 수식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과정에서 대수와 기하

등 수학적 내용 간의 내적 연결성 뿐 아니라, 수학의 실용성과 심미성을

활용하여 수학이 미술, 디자인과 융합되는 외적 연결성을 추구할 수 있다.

또한 디자인 활동을 통한 수학의 연결성 교육은 수학의 가치 중 도야적,

실용적, 심미적 가치를 반영하고 이 가치들을 실현하고자 하는 교육으로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권오남 외, 2012).

3.2. 디자인을 통한 학습(Learning through design)

Papert(1972)의 constructionism 철학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에게 의미있는

인공물을 만드는 과정을 통한 학습(Learning by making)을 강조하며, 마

이크로월드인 LOGO를 활용한 그래프 표현활동을 통해 수학적 개념을 구

성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Learning by making을 자기표현성이라는

측면으로 확장한 개념이 디자인을 통한 학습(Learning through desig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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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표 Ⅱ-2>).

구성주의 Learning by making Learning through design

대표 학자 Papert Resnick, Kafai

학습 원천 물리적 인공물 구성 활동 디자인 활동

비고 독립된 인공물, 특정 지식 복잡한 인공물, 유창성

<표 Ⅱ-2> 디자인을 통한 학습(김화경, 2006)

Learning through design은 학습자가 디자인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을 통한 학습을 강조하는 개념이다(Kafai, 1995).

LOGO의 ‘가자, 돌자’ 명령과 같은 제한된 도구로도 다양한 조작 및 탐구

활동이 가능하며 그 과정에서 수학 학습이 일어나는 것을 강조하는,

Papert의 constructionism 철학에 닿아있는 디자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Papert 역시 이 이론이 새로운 것이 아니며 constructionism의 바람직한

확장이라 하였다(김화경, 2006). 이는 인지적 영역 뿐 아니라 정의적 영역

에도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정진환(2015)은 디자인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마치 게임을 하는 것과 같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실행식을

바탕으로 한 디자인 게임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김남희 외(2013)는 수학 프로그램을 적절히 활용하면 수학적 지식의 단순

한 재생이 아닌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추상적인 수학적 개념을

구체적인 사고와 연결시켜줌으로써 형식화된 기호 체계에 의한 대수적 표

현을 의미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권오남

외(2012)는 수학적 연결성을 위한 수업으로 소프트웨어를 통한 디자인 활

동은 학생들에게 수식을 정확하게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았으며, 이지원 외(2013)은 대수식을 활용한 디자인 활동이 다양

한 창의적인 활동과 여러 가지의 지식을 통합적으로 적용 발전시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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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김남희(2004)는 중등수학 탐구 활동의 한 가지 사례로 ‘수학을 이용한 디

자인’ 활동을 도입한 결과 기존에 학습했던 수학지식을 보다 심화하여 이

해함과 동시에 새로운 수학학습방법과 문제해결 경험이 가능했다고 하였

다. 예비수학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수학 디자인 수업을 통해 이미 학습한

수학지식을 상기하여 종합적으로 다루는 작업을 하면서 수학의 내용을 단

순히 재생하는 것에서 나아가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응용력을 갖추게 되었

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수학을 더 많이, 더 깊게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

하는 방법으로서 수학 프로그램을 적절히 활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남희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3차원의 디자인 활동으로 확장

하여, 다양한 수학적 개념을 내포한 코드로 3차원 입체물을 디자인하는 가

운데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과정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권오남 외(2012)는 영재교육원 학생들의 디자인을 통한 수학적 원리 탐구

과정을 분석하며 학생들이 디자인을 추측하고 확인하는 과정, 알고 있는

수학적 지식을 정리하고 추론하면서 이를 일반화하는 과정, 잘못된 수식의

표현 및 오개념을 바로 잡아가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가운

데 ‘추측을 통한 디자인의 일반화’, ‘추론을 통한 수식의 일반화’와 관련된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 과정 분석을 본 연구 활동의 목적에 맞게 일부 수

정하여 2차년도에 실시된 수업 과제의 분석 시 참고하고자 한다.

요컨대 수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 디자인 활동은 수학을 더 깊게 이해

하고 실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교육적 효과를 지니며,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터틀크래

프트 역시 큐브(cube)라는 기본 구성 단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인공물을 입

체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마이크로월드로서, 이러한 3차원 수학 디자인

활동을 통해 의미있는 학습(Learning through design)이 일어날 것으로 기

대할 수 있다. 터틀크래프트로 구조물을 만들며 탐구하는 모든 활동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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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디자인 활동이 바탕이 되며, 본 연구에서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다

양한 탐구과제 및 자유 창작 과제를 통해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살펴 보

도록 한다.

3.3. 수학 디자인 활동에서 학생들의 탐구 과정 분석

홍진곤, 강은주(2009)는 수학 영재의 사고 특성을 문제에 대한 직관적・
구조적 통찰, 정보처리 과정의 단축과 능숙함, 패턴의 일반화 및 귀납적 추

론, 시각적・도해적 추론, 논리적 사고 및 수학적 추상화, 발산적 사고 및

독창성, 방법을 중시하는 심미적인 경향성과 같은 7개의 항목으로 정리, 분

류하였다. 이지원 외(2013)는 홍진곤 외(2009)의 연구를 바탕으로 GragEq

를 활용한 디자인 활동에서 드러나는 수학 영재아의 사고 특성을 들여다

보기 위해 논리적 사고 및 수학적 추상화, 직관적・구조적 통찰, 유연한 사
고, 발산적 사고 및 독창성, 패턴의 일반화 및 귀납적 추론으로 구분되는

분석틀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최종 과제인 자유 창작 과제에서 나

타나는 학생들의 사고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틀을 고안하여 활용하고자 한

다. 홍진곤 외(2009), 이지원 외(2013)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활동에 알맞은 표현으로 수정한 <표 Ⅱ-3>과 같은 분석틀을 활용한다.

구분 특징

논리적 사고 및

수학적 추상화

수와 공간적 관계에 대한 인식과 기호 및 변수에 대한 형

식적 조작을 바탕으로 수학적 개념, 과정과 해를 언어적으

로 표현하는 능력

효율적인

표현의 추구

표현을 점검하여 이를 수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간략화하

고, 더욱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표현을 찾으려는 경향

<표 Ⅱ-3> 자유 창작 과제에 대한 학생들의 사고과정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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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컴퓨팅 사고’란 문제와 해답을 형식화하는 사고과정으로써 그 해

답이 정보처리 agent에 의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다(Wing, 2006). 즉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련되는 인간

의 사고과정을 일컫는 용어로서(정진환, 2015), 자바스크립트 기반 코드로

수학적 개념을 표현하는 과제 환경의 특성을 반영하여 특별히 분석에 추

가하고자 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는 본 연구의 특징 중 하나로

서 융합 교육의 관점에서 여러 유형의 수학적 사고와 더불어 컴퓨팅 사고

의 발현을 함께 확인하고자 함이다.

4. 스토리텔링

4.1. 스토리텔링의 개념

스토리텔링은 Bruner(1996)의 내러티브 이론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

는데, 그는 스토리텔링을 우리 지식을 조직화하기 위한 구조물이자 생각

하는 방법으로 간주한다. 조한혁 외(2014)는 ‘스토리텔링’은 story와

유연한 사고

정형화된 해법과 표현 도구의 제한에서 벗어나 하나의 조

작에서 다른 조작으로의 쉽고도 자유로운 전환을 하는 사

고

독창적 사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수학적 개념

을 활용하여 구조물을 표현

컴퓨팅 사고

코딩 환경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여 효율성을 추구하고 코

드의 실행을 위한 논리적 순서에 따라 정확한 문법으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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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ling의 합성어로서, 생성 중인 수학을 학생들에게 경험시키려면 story

못지 않게 현장성과 상호작용성을 특징으로 하는 telling, 즉 실행식과

같은 코드로 표현해보는 활동을 강조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윤현정

(2019)은 마인크래프트 게임에서의 사용자 스토리텔링에 대해 논의하며

사용자들이 게임 시스템 안팎에서 ‘블록을 쌓는다/쌓지 않는다’와 같은

최소행동단위의 반복을 통한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스스로에게 의미있는

스토리를 생성해 간다고 보았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시각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스토리텔링을 ‘주체의 행동과 선택에 근거한 유의미한 맥락

(story)을 바탕으로 수학적인 표현(telling)을 통해 지식을 조직화하는 과

정’으로 바라보고 논의를 진행한다. 여기서 수학적인 표현이란 수학적 개

념을 내포한 코드와 그에 대한 설명을 의미한다.

권오남 외(2013)는 스토리텔링의 모델을 수학사탐구형, 의사결정형, 실생

활연계형, 도구활용형, 학문융합형의 5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이 중 도

구활용형은 다양한 기자재 및 공학적 도구를 사용하여 추상적인 수학 내

용을 시각화하고 맥락화하여 학생들의 능동적 탐구를 가능하게 하는 모델

로서, 다채롭고 입체적인 교수학습을 통해 수학에 대한 이해를 빠르게 하

고 아름다움을 체감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터

틀크래프트 코딩 환경은 이러한 도구활용형 모델의 한 예로서 수학 학습

에 있어 적절한 스토리텔링의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터틀크래프트는 LEGO 블록처럼 큐브 하나하나로 입체물을 구성하므로

그 구성과정에 대한 설명이 용이하며, 수식을 비롯한 텍스트 코드로 모든

과정을 표현해야 하므로 스토리텔링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코딩 환경에서 수학탐구의 과정이 우연한 시도

(trial & error)로 얻어진 결과물이 아니라 자신만의 의미를 담은 연결체의

형태로 학습자의 지식에 내면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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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교수・학습 상황에서의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은 이것이 적용되는 상황이나 사용 주체에 따라 다양한 모습

을 지닐 수 있는데, 한 예로 윤현정(2015)은 게임 마인크래프트에서의 스

토리텔링을 개발자 스토리텔링과 사용자 스토리텔링 두 가지로 구분지어

논의하였다. 터틀크래프트에서의 스토리텔링 역시 학습 상황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지어 논의할 수 있다. 우선 교수・학습 상황에서의 스토리

텔링으로, 학생들이 접하고 있는 친숙한 영역으로부터 수학적 개념을 조직

하며 형성해 가기 위해 교수자가 동원하는 스토리텔링 전략이다. 이와 같

은 전략은 Bruner가 그의 내러티브 이론에서 학습자의 과거의 경험을 바

탕으로 한 지식의 맥락적인 구성을 강조한 것(강현선, 이윤복, 신경애,

2018)을 바탕으로 한다. 한편 Freudenthal은 기하 영역에서의 수학화의

과정 중 중심적인 활동으로 국소적 조직화를 강조한다. 국소적 조직화는

공리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접하고 있는 영역에서 참이라

고 인정되는 사실로부터 시작해서 수학적 개념을 부분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을 말한다(Freudenthal, 1973; 김남희 외, 2013에서 재인용). 학습자로

하여금 이미 완성된 결과로서의 수학을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에게 친숙한 영역에서부터 지식이 조직되는 과정을 강조

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토리텔링 전략과 밀접한 교육적 접근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김요섭(2014)은 Freudenthal의 현실적 수학교

육(Realistic Mathematics Education) 및 국소적 조직화의 원리를 반영한

교육용 게임 콘텐츠 기반 학습이 스토리텔링 기반 수학교육에 적합한 방

법론이라고 보았다.

가령 본 연구의 1차년도 수업에서는 학생들에게 비교적 친숙한 피타고

라스 정리와 거리 개념을 출발점으로 하여 3차원 공간 속에서의 탐구 활

동을 바탕으로 원의 방정식, 이차곡면, 구의 방정식 등 새로운 수학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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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조직화하게 된다. 이는 학생들이 기존에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영역

에서부터 교사의 안내하에 수학적 활동을 바탕으로 수학 내용을 재발명

하는 것으로, 앞서 언급한 Bruner의 관점과 기하 영역의 지도에서

Freudenthal이 강조했던 국소적 조직화를 따르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교수자는 터틀크래프트 코딩 환경만의 장점을 살려, 코드를 입력

후 나타나는 화면을 바탕으로 수학적 개념을 스토리텔링하며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특히 터틀크래프트는 그래프를 큐브 단위로 분절적으로

표현하는 특성을 지녀, 코드 실행을 통해 보여지는 그래프를 부분으로

나누어 스토리텔링하며 설명하는 데 용이하다. 이는 Ⅲ장에서 소개하는

    꼴의 곡면에 대한 탐구 과정을 바탕으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4.3. 탐구 활동 상황에서의 스토리텔링

다음으로 논의할 것은 학습자의 탐구 활동 상황에서의 스토리텔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 의미있는 맥락(story)을 만들며 그 과정을

자신의 언어로 설명(telling)해 보는 것이다. 권오남 외(2013)는 학습자가

제시된 내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역할에서 탈피하여 내적 탐험 및

존재론적 상호작용성을 촉진하여 몰입을 유도하는 스토리텔링의 교육적

효과에 주목하였다. 지식의 구조를 내러티브로 표현하는 것이 학습자가

지식의 구조를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이다(최향미,

2019). 따라서 수학교육에 있어서도 그 지식의 구조를 수동적으로 암기하

고 받아들이기보다 학습자의 능동적인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내면화할 수

있으면 더욱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할 것이다.

마인크래프트에서의 사용자 스토리텔링의 특성에 대한 윤현정(2015)의 논

의룰 터틀크래프트 환경에 적용해 본다. 터틀크래프트는 아무것도 주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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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공간 속 사용자가 1인칭 시점에서 세계를 구성하고 탐구하게 된

다는 측면에서 마인크래프트 게임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다. 마인크래프트

에서의 스토리텔링은 단순히 개발자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게임 과

정 상 유동적인 텍스트와의 상호작용성에 기반하여 사용자가 생성해 간다.

블록을 ‘쌓는다/쌓지 않는다’와 같은 사용자의 최소 행동 단위로부터 스토

리텔링이 생성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터틀크래프트 공간에서 학습

자는 큐브(마인크래프트에서의 ‘블록’과 같은 복셀)를 ‘쌓는다/쌓지 않는다’

와 같은 기본 행동에서 더 나아가 특정한 구간에 여러 개의 큐브 쌓기, 원

모양으로 쌓기, 구 모양으로 쌓기 등 수학적 개념을 내포한 코드를 바탕으

로 학습자가 스스로의 행동을 선택, 주어진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자신만의

스토리를 생성해 갈 수 있다. 또한 윤현정(2015)은 마인크래프트와 같은

디지털 게임에서 사용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동원한다고 보았는데, 터틀크래프트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학습자는 수학적

개념을 동원하여 가장 효율적인 코드를 선택하려는 동인이 생김을 선행연

구에서 밝힌 바 있다(정인우 외, 2020).

LEGO는 블록으로 구성된 모양을 설명하기 용이하므로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도구이다. 다만 LEGO는 산출물로서

결과의 측면은 잘 드러나지만 만든 이의 사고 과정은 보기 어렵다는 단

점이 있다. 즉, 구조나 패턴에 관한 사고 과정이 드러나지 않아 교육적

분석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이지윤, 2010). 이에 비해 조한혁

외(2014)는 스마트 교육환경에서 코드를 바탕으로 학습자와 교육자 모두가

서로의 생각을 볼 수 있고 이를 통한 분석 및 반성 활동이 이뤄질 수 있

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스토리텔링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수업 중 탐구 활동 상황에서의 스토리텔링이란 곧 학

습자가 제시한 코드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이를 통해 학생의 수학적 사고

의 과정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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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코드는 해석하는 사람에 상관없이 정확한 의미를 내포하며 전달하

기에 기존 스토리텔링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시중의 스토리텔링 교과

서에서는 다소 작위적인 맥락(story)을 제시하며 수학적 개념을 구어체 문

장에 녹여내는 시도가 이루어지는데, 권오남 외(2013)는 이것이 오히려 수

학적 개념의 엄밀성을 해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추상성을 가진 수학이라

는 과목의 특성을 고려할 때, 스토리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개념을 탐구

하게 하는 것이 가장 추상화된 형태의 지금의 수학내용을 풀어씀으로써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권오남 외(2013)는

수학 스토리텔링에서 가장 유의할 부분으로 매우 섬세한 수학적 내용을

스토리텔링으로 표현하면서 자칫 오류를 일으킬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가

급적 표준적인 수식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강조하였다. 조한혁 외

(2014) 역시 구어체 표현은 학습자의 해석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학습 목적에 해당하는 수학적 기호 표현을 위해 결국 문자 표현으로 변

환해야 한다는 점 등 잠재적인 문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며 실행

식(executable expression)과 같은 코드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터틀크래프

트를 활용한 수업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직접 창작한 맥락(story) 속에서

표준화된 코드를 바탕으로 구조물을 표현(telling)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스토리텔링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요컨대 터틀크래프트 코딩 환경에서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효과적으로 수

학적 개념을 전달하기 위한 전략으로, 학습자는 자신이 창작한 맥락 속에

서 코드와 그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수학적 사고의 과정을 드러내는 도

구로써 스토리텔링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수학적 개념을

기존의 지식과 연결하여 내면화할 수 있으며 교수자(연구자)는 학습자의

수학적 사고 과정을 들여다 보며 교육적 분석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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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코딩 환경을 활용한 수학 디자인 활동의

설계 및 적용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된 수업은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 2개년에 걸

쳐 진행되었으며, 편의상 2019학년도에 이루어진 수업을 1차년도 수업,

2020학년도에 이루어진 수업을 2차년도 수업으로 명명한다. 각 수업에서는

수식 명령, 집합 및 변환 명령이라는 서로 다른 코드의 표현방식을 바탕으

로 디자인 활동이 진행되었다. 이번 장에서는 각 수업에 대한 내용 및 과

제 설계, 수업을 적용한 결과 등을 분석하며 터틀크래프트 코딩 환경을 활

용한 수학 디자인 활동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수식 명령 코드를 활용한 수학 디자인 활동

1차년도에는 수식 명령 코드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여기서 수

식 명령 코드란 원의 방정식, 구의 방정식, 일차함수, 이차함수 등 수식을

바탕으로 구조물을 표현할 수 있는 코드이다. 터틀크래프트에서는 이와 같

은 수식 명령 코드로 3차원 공간에서 수식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다. 1차년도의 수업에서는 여러 가지 수식으로 2차원 환경에서 디자

인 활동을 수행했던 김남희(2004)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3차원 코딩 환

경에서 수식 명령 코드를 바탕으로 디자인 활동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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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수식 코드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입체물에 대한 디자인 활동을 통

해 친숙한 수학적 개념인 피타고라스 정리로부터 상위 단계의 수학적 개

념에 대한 탐구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 이는 학습자가 참이라고 인정하는

수학적 실제로부터 활동을 통해 수학을 부분적으로 조직화해야 한다고 주

장한 Freudenthal의 수학 교수학습 원리를 따르는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이어지는 절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이후 자유 창작 과제로서 개인

별・모둠별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디자인 활동과 스토리텔링 전략을 바탕

으로 수학적 개념의 내면화를 도모하였다.

1.1. 연구대상

1차년도에는 S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시흥영재교육원 수학·정보분과(이하

시흥영재교육원) 소속 중학교 3학년 학생들 18명을 대상으로 2019년 5월부

터 12월까지 경기도 시흥시 소재 B중학교 및 서울시 소재 S대학교에서 수

업을 진행하였다. 시흥영재교육원 학생들의 경우 영재원 모집 공고 후 참

2차원 디자인 활동(김남희, 2004)
3차원 디자인 활동

(1차년도 수업)

<표 Ⅲ-1> 수식을 활용한 수학 디자인 활동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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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희망 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지필 시험 등이 없이 면접을 통해서 대상

자를 선발하였다. 비록 영재원 소속이지만 수학적 개념 습득 정도가 또래

의 학생들과 비슷하고 그전까지 코딩을 특별히 접해 본 경험이 없는 것으

로 파악되어 전체적인 지식 수준에서는 일반 학생들과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수업에 대한 열의와 과제 집착력이 높아 정의적 영역에서

는 우수한 학생들이 대다수였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1.2. 수업의 주요 내용 및 과제 설계

1차년도에 이루어진 수업은 <표 Ⅲ-2>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순번 수업내용

1 3차원 좌표계 및 좌표 명령 소개

2 if문, for문 및 수식 명령 소개

3 피타고라스 정리와 원의 방정식

4 구의 방정식

5     꼴의 이차곡면 탐구(  ,    등) 

6 개인별 프로젝트 ‘고대 건축물 만들기’

7 모둠별 프로젝트 ‘코딩으로 표현하는 수학 세상’

<표 Ⅲ-2> 1차년도 수업의 주요 내용

다음으로 1차년도 수업에서 활용된 수식 명령 코드 속 수학적 개념과 이

를 바탕으로 한 탐구 활동들을 자세히 분석하며 수학교육적 관점에서 의

의를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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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은 고등학교 수학 ‘집합’ 단원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개념이지만, 터틀크래프트에서의 큐브 하나하나를 원소로 간주하

면 이런 큐브들을 쌓기 위해 코드 안에서 나열하는 방식은 자연스레 집합

에서의 원소 제시 방법을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들은 다음과

같은 맥락 속에서 제시할 수 있다. 먼저 cube(, , )3) 명령은 지정된 위

치 (, , )에 큐브를 하나 만들게 한다. 위치의 값을 달리하여 cube명령

을 반복하면 각 위치에 만들어지게 될 큐브를 하나하나 나열하는 것으로,

곧 원소나열법과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Ⅲ-1] cube( ,  ,  ) 명령의 예

이에 비해 if문4)은 이하 제시된 조건에 해당하는 위치에 큐브를 쌓는다

는 점에서 조건제시법과 같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Ⅲ-2]

의 코드는 ‘좌표와 좌표는 1이고 좌표가 –2 이상 2 이하’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위치에 정해진 색깔(7번)의 큐브를 쌓게 하는 것이다.

3) 터틀크래프트의 문법 상 cube명령은 ‘begincube’ 명령과 함께 시작된다.
4) 터틀크래프트의 문법 상 if문은 ‘beginxyz’ 명령과 함께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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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if문의 예

if문 뒤에 제시되는 조건에는 예로 든 부등식 뿐 아니라 함수, 도형의 방

정식 등 다양한 수식이 입력될 수 있다. 가령 입력한 원의 방정식의 그래

프에 해당하는 위치에 큐브가 쌓이면 공간 상에서 원 모양의 구조물을 표

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앞 장에서 소개한 김남희(2004)의 선행연구에

서는 2차원 좌표평면에서 원의 방정식과 같은 수식을 바탕으로 도형을 표

현하였는데, 터틀크래프트는 이를 확장하여 3차원 공간에서 수식을 바탕으

로 한 더욱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게 된다.

복잡한 구조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때때로 하나의 코딩식에

cube(, , ) 명령과 if문 수식 명령을 함께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곧 원

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부지불식간에 집합의

핵심적인 두 개념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탐구활동을

진행하는 가운데 교사의 적절한 발문이 주어진다면 학생들이 집합과 관련

된 사전개념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2) 합집합과 교집합

교집합(A 그리고 B) 개념은 앞서 살펴 본 [그림 Ⅲ-2]의 코드와 같이

‘&&’의 명령으로 표시되는데 코딩에서 핵심적으로 자주 쓰이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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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합집합(A 또는 B) 개념은 ‘∥’의 기호로 표시되며, 다음과 같이

사용될 수 있다.

[그림 Ⅲ-3] 합집합(A 또는 B) 기호(∥)의 사용

[그림 Ⅲ-3]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구조물을 만드는 데 두 가지 방법이

쓰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방법 1’의 코드는 두 줄의 구조물을 좌표의 위

치(  또는 )별로 따로 작성한 것이고, ‘방법 2’의 코드는 이를 합
집합 기호(∥)를 사용하여 간단히 나타낸 것이다. 이처럼 합집합 개념 역

시 교집합 개념과 마찬가지로 터틀크래프트 코딩에서 자주 사용되며 학생

들이 자연스레 익히게 될 개념이다.

1차년도의 수업에서는 이러한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합집합, 교집합 등

의 수학적 개념을 교과서와 같은 엄밀한 용어 정의를 통해 제공한 것이

아니라, 코딩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디자인 활동 가운데 자연스럽게 사용

하며 그 개념을 습득하도록 유도하였다.

3) 피타고라스 정리와 원의 방정식

피타고라스 정리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기존에 학습한 개념으로 터틀

크래프트를 통해 시각화해 볼 수 있다. [그림 Ⅲ-4]는 피타고라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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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만족하는 세 개의 수, 즉 피타고라스 수를 음의 정수까지

망라하여 해당하는 순서쌍   의 위치에 큐브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Ⅲ-4] 피타고라스 정리의 시각화

학생들은 터틀크래프트 화면 속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며, 특정한 큐브를

클릭하면 [그림 Ⅲ-5]와 같이 해당하는 큐브의 위치 정보를 알 수 있다.

[그림 Ⅲ-5] 큐브의 위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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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곧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    순서쌍으로서, 학생들은 그

전까지 주로 계산을 위한 도구처럼 여겨왔던 피타고라스 정리를 공간 속

에서 표현된 구조물을 바탕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한편 [그림 Ⅲ-4]의 코드에서 좌표의 값만 상수로 고정하면 [그림 Ⅲ-6]

과 같은 원의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터틀크래프트는 정수점의 좌표에만

큐브를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면 완벽한 원의 형태

가 그려질 것임을 교수자의 적절한 발문으로 스토리텔링할 수 있다.

[그림 Ⅲ-6] 원의 방정식의 시각화

이처럼 학생들은 기존에 친숙하게 알고 있던 피타고라스 정리로부터 터

틀크래프트 환경에서의 간단한 탐구 활동을 바탕으로 원의 방정식의 개념

을 조직화할 수 있었다. 중학생에게 친숙한 개념인 피타고라스 정리와 고

등수학의 개념인 원의 방정식을 스토리텔링을 통해 연결짓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4)     꼴의 3차원 곡면   ,   의 탐구

    꼴의 이변수 함수에 대한 그래프는 최적화, 물리운동 분석, 지

형 탐구 등 여러 학문 분야에 걸쳐 중요하게 응용되는 개념이다. 중등학생

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터틀크래프트만의 그래프 표현방식을 바

탕으로 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기초적인 수준의 탐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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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그래프는 원의 방정식 개념을 확장하여 스토리텔링할 수 있

는 이차곡면으로, [그림 Ⅲ-7]의 [문제 3]에 제시된 것과 같은 타원 포물면

(Elliptic Paraboloid)의 형태를 지닌다.

[그림 Ⅲ-7] 타원 포물면 탐구과제의 [문제 3]

3차원 공간에 표현되는 이차곡면 그래프는 중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에 포

함되지 않는 내용이기에 이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은 접근이 어려울 수 있

다. 실제로 [그림 Ⅲ-7]의 [문제 3]을 처음 접한 학생들은 주어진 식에 대

한 그래프의 모양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그림 Ⅲ

-8]의 [문제 4]를 제시하여 학생들의 탐구를 돕고자 하였다.

[그림 Ⅲ-8] 타원 포물면 탐구과제의 [문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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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에 제공된 코드의 5번째 줄에서 return 20*z의 의미는 값에 따

라 다른 색의 큐브를 표현하라는 것으로, 곧 층층이 다른 색의 큐브로 구

조물을 나타내게 된다.   의 식에서 값은 특정한 높이에서 상수

가 되므로, 원이 위쪽으로 한 층 한 층 쌓여 가면서(값이 1씩 증가하면

서) 에 관해 표현된 반지름값이 조금씩 증가하며 서로 다른 색으로 표현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림 Ⅲ-9]와 같은 3차원 곡면이 얻어짐을 설명

할 수 있다. 이처럼 복셀 그래픽에 기반한 터틀크래프트만의 분절적인 표

현방식으로 스토리텔링하여 전달함으로써 학생들의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었다.

[그림 Ⅲ-9] 값에 따라 색을 달리하

여 표현된   의 그래프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중등학교 수준을 넘어서는 이차곡면의

그래프를 학습할 수 있었다. <표 Ⅲ-3>은 실제 탐구과제에 참여한 학생들

중 2명의 응답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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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문제 3]에 대한 응답 [문제 4]에 대한 응답

A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한 바퀴 돌

려서

층에 따라서 원이 쌓이며 올라간

다. 값이 커지면 원의 반지름이

커지기 때문이다.

B
회오리 감자처럼 그래프가 올라

간다

    에서 가 커지면 원

의 반지름이 올라간다. 가 달라

지므로 원의 색깔이 달라진다

<표 Ⅲ-3> 타원 포물면(  ) 탐구과제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

이들 학생의 생각을 보다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1:1 인터뷰를 진행

하였다. 학생 A의 경우 처음에는   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원리를

정확히 설명 못 하였지만 [문제 4]를 통한 탐구를 바탕으로 그래프 이해에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자 : 문제 3에서는 이차함수 그래프를 360도 돌린다고 파악을 한 거야?

A : 그냥.. 같은 폭을 가지는 이차함수 그래프를 수많이 모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축을 잡고 돌렸는지는 모르겠어요.

… (중략) …

연구자 : 문제 4에서는 어떤 관찰을 한 거야?

A : 가로로 잘랐을 때. 높이에 따라서 이렇게 층을 나누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학생 B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올바른 수학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였

으나, [문제 4]에서 층층이 분절적으로 표현된 그래프를 확인한 뒤 원의 방

정식의 개념을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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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여기서 회오리 감자가 어떤 방식을 말한거야?

B : 그, 원의 중심을 바닥에 고정하고 위로 둘러싸며 올라가는 모양이요. 식

은 잘 모르겠어요.

… (중략) …

B :     에서 원의 반지름에 해당하는 값이 달라지니까 점점 올라

갈수록 커져요.

마찬가지로   의 곡면 그래프 역시 [그림 Ⅲ-10]과 같이 큐브 단위

의 분절적인 표현방식으로 터틀크래프트에서 표현할 수 있다. 의 값에 따

라 큐브 색깔에 변화를 줌으로써, 값이 변함에 따라 와 에 대한 이차

함수 그래프의 폭이 달라지며 의 부호가 바뀌면 그래프의 ‘위・아래 볼

록’도 달라진다는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다. 이는 이차함수와 그 그래프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중학교 3학년 수준의 학생들에게 충분히 제공 가능

한 설명이다.

[그림 Ⅲ-10] 터틀크래프트로 표현한    그래프

만약 [그림 Ⅲ-11]처럼 매끄러운 그래픽으로 표현된   의 그래프를

처음 보았을 때 중학교 학생들이 느낄 어려움을 예상해 본다면 분절적인



- 38 -

그래프 표현방식으로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터틀크래프트가 다른 소프트웨

어와 차별화되는 장점을 지님을 알 수 있다.

[그림 Ⅲ-11] 매끄러운 그래픽으로 표

현한    그래프(Google 제공)

5) 구의 방정식(  )

  의 그래프를 원의 방정식으로부터 스토리텔링을 통해 탐구한

것과 같은 방법을 구의 방정식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림 Ⅲ-12]와 같이

구의 방정식을 코딩하되 값에 따라 다른 색이 나타나도록 하면, 반지름이

다른 원들이 한 층 한 층 쌓여서 구를 이룬다는 스토리텔링이 가능할 것

이다. 구의 방정식   을  과 같이 원의 방정

식의 형태로 바꾼 후,  일 때 반지름 0,   에 가까워지며 반지름

10으로 최대가 되었다가 다시   까지 증가함에 따라 다시 반지름이 0

에 가까워진다는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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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2] 값에 따라 색이 다르게 표현된 구

학생들은 보통 구의 정의에 따라   에서 임의의 점   까지 거

리가 로 일정한, 즉  을 만족하는 결과로서

구의 방정식을 접하게 된다. 이런 방법에 더하여 원의 방정식을 기반으로

스토리텔링할 수 있는 터틀크래프트의 접근 방법은 구의 방정식에 대한

보다 풍부한 개념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학생들은 1차년도 수업과 과제 탐구 활동에서 함수, 행렬 표현,

랜덤 변수 등의 수식을 활용하며 관련된 그래프를 바탕으로 구조물을 표

현하였다. <표 Ⅲ-4>에 이와 관련된 코드를 정리하였다.

수식 코드

일차함수 y==3*x+2

이차함수 y==(x-2)*(x-2)+5

행렬 표현

mat = [

[1,0,0,0],

[1,0,0,0],

[1,0,0,0],

[1,0,0,0]

]

랜덤 변수 x=100*Math.random()

<표 Ⅲ-4> 1차년도에 사용된 수식 코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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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행렬 표현’에서 각 원소의 값이 의미하는 것은 해당 위치에 쌓인 큐브

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그림 Ⅲ-13]과 같이 초등학교 쌓기 나무 단

원에서의 탐구 과정과 유사하다.

[그림 Ⅲ-13]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의 쌓기 나무의 개수 표현

그림(교육부, 2019)

이상으로 살펴 본 바와 같이 1차년도 수업에서 학생들이 학습한 수학적

개념은 교육과정 상 상위 단계의 것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학생들에

게 친숙한 좌표와 피타고라스의 정리로부터 원의 방정식을, 또 원의 방정

식으로부터 구의 방정식을 비롯한 곡면의 방정식의 개념을 학습자의 탐구

활동과 교수자의 적절한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조직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Freudenthal의 국소적 조직화에 바탕한 기하 지도의 방식을 따르는

교육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학생들이 조직한 수학적 개념을 바탕으

로 이후 자유 창작 과제를 수행할 때 자신만의 언어로 스토리텔링하며 구

조물을 디자인할 수 있었다.

6) 학생들에게 부여된 과제

개인별 프로젝트인 ‘고대 건축물 만들기’는 학생들이 그동안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나만의 창의적인 건축물을 만들어 보는 과제이다. 이때 과제의

조건으로 ‘최소 2가지 이상의 수학적 개념을 활용’과 ‘본인의 작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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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텔링의 추가’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조건을 제시한 것은 본 수업에서

단순히 건축물 만들기가 목표가 아니라 수학적 개념을 적용하기 위한 사

고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또한 학습자는 스토리텔

링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작품 제작에 사용된 개념을 스스로 정리해볼 수

있으며, 학습자와 교수자가 서로의 생각을 들여다 보며 분석 및 반성 활동

이 일어날 수 있다.

모둠별 프로젝트는 앞서 개인별 프로젝트로 제시하였던 자유 창작 과제

를 소집단 모둠 활동으로 확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둠별로 자유롭게

정한 주제에 맞는 구조물을 서로 협동하여 코드로 표현하고, 작품에 대한

스토리텔링과 함께 포스터로 정리해 보는 활동이다. Stahl et al.(2003)은

디자인 활동은 협동성이 강조되며, 소집단 활동으로 조직될 때 그 효과가

크다고 하였다.

[그림 Ⅲ-14] 모둠별 협동 학습을 위한 온라인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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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맥락에서 김화경(2006)은 컴퓨터 환경을 활용한 디자인 활동 수업에

대한 설계 원칙으로 ‘인터넷 기반의 협동 학습 환경’을 강조하며, 특히 인

터넷 웹 게시판을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약 없이 모둠원 간 자

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마이크로월드 환경을 제안하였다. 1차년도 수업

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림 Ⅲ-14]와 같은 온라인 게시판5)을 활용하여 모둠

원 간 자료 공유와 협업이 원활하게 일어나도록 하였다.

전체 학생을 4-5인으로 구성된 4개의 모둠으로 나누어 ‘주제 선정 – 화

면 구상 – 역할 분담 – 작품 제작 및 수합 – 작품에 대한 스토리텔링

제시’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터틀크래프트의 공간을 적당히 분할

하여 꾸미거나, 하나의 구조물을 부분적으로 나누어 각자 코드로 표현한

뒤 이를 합치는 방식으로 협업을 진행하였다.

1.3. 자료 수집 방법

1차년도 수업을 통해 나타나는 학생들의 반응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자가

보조교사로서 수업에 참여하며 학생들의 반응을 관찰하고, 활동지 및 온라

인 게시판에 제공된 과제에 대한 응답을 수집하였다. 관찰이나 활동지 응

답을 통해 드러나지 않은 사고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일부 학

생들과 1:1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학생의 사전 동의하에 인터뷰 내용 녹

취를 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더불어 개인별・모둠별 프로젝트의 결과물

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탐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분석해 본다.

5) javamath.com/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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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결과 분석

1) 개인별 프로젝트 ‘고대 건축물 만들기’

<표 Ⅲ-5>는 개인별 프로젝트인 ‘고대 건축물 만들기’를 통해 학생들이

완성한 작품으로, 각 작품의 모습과 대표적으로 사용된 수학적 개념들을

정리한 것이다.

연번 작품 모습 수학적 개념 연번 작품 모습 수학적 개념

1
일차함수,

원의 방정식
8

구의 방정식,

부등식

2
이차함수,

부등식
9

원의 방정식,

이차함수

3
부등식, 원의

방정식
10

원의 방정식,

이차함수

4
구의 방정식,

이차함수
11

원의 방정식,

극 좌표계

5
일차함수,

부등식
12

원의 방정식,

부등식

6
원의 방정식,

구의 방정식
13

일차함수,

원의 방정식

7

절댓값,

이차함수,

일차함수

<표 Ⅲ-5> ‘고대 건축물 만들기’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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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2004)는 기하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디자인 활동에서 학생들이 스

스로 고안한 주제를 가지고 능동적이고 활발한 수학적 탐구 활동을 하면

서 중등수학의 내용을 심화하여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문제해결의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1차년도에서 이루어진 본 수업에서도 마찬가

지로, 학생들이 학습한 수학의 개념을 바탕으로 창의력과 응용력, 상상력을

발휘하여 원하는 디자인을 표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도형의 방정식, 함수 등 다양한 수식을 활용하여 각자가 정한 주

제에 맞는 디자인을 표현하였으며, 그 중에는 연구자가 수업 시간에 별도

로 알려주지 않았지만 절댓값, 극 좌표계와 같은 수학적 개념을 코드에 활

용하는 방법을 스스로 탐구하여 작품 제작에 활용한 학생들도 있었다.

<표 Ⅲ-6>, <표 Ⅲ-7>은 이들 중 일부 작품으로, 학생들이 사용한 코

드와 그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정리하였다.

작품 핵심 코드(일부)

//나무
if((x-30)*(x-30)+(y-30)*(y-30)+(z-10)*(z-10)
<20) return 3
if(x==30 && y==30 && z<11 && z>0) return 2
//작은 다리
if(y*y+(z-35)*(z-35)<=16 && x>=-3 && x<=3
&& z>35 && z<39) return 0
if(z<=39 && x>=-3 && x<=3 && z>0) return 8

설명

고대 수도교입니다! …(중략)… 기본 직육면체 모양
의 벽을 만들고, 거기에 반원 모양의 구멍을 뚫어
실제 수도교의 다리처럼 만들었습니다. …(중략)…
언덕은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뒤집어서, 나무의 잎
부분은 구의 공식을 이용하여 만들었습니다. 강도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눕혀서 만들었습니다.

<표 Ⅲ-6> 고대 건축물 만들기 작품 사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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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핵심 코드(일부)

//호수
if((x-37)*(x-37)+(y+42)*(y+42)<=100 && z==0)
return 0
if((x-37)*(x-37)+(y+42)*(y+42)<=150 && z<=0
&& z>=-3) return 5
//돔
if(x*x+y*y+(z-17)*(z-17)<=49 && z>17) return 9
if(z>22 && z<25 && y>-2 && y<2 && x>-2
&& x<2) return 9
//기둥
if(z>=3 && z<=12 && (x==-8||x==-5||x==-3||
x==3||x==5||x==8) && y==-12) return 9

설명

Ÿ 다리, 호수, 길, 바닥, 기둥, 벽, 지붕, 위층 벽,
지붕, 돔에 &&를 사용

Ÿ 기둥, 위층 벽에 || 사용
Ÿ 신전 위 돔과 해, 구름을 표현하기 위해 구의
방정식 사용

Ÿ 다리와 신전의 벽을 뚫기 위해 이차함수의 그래
프 사용

Ÿ 호수를 표현하기 위해 원의 방정식 사용

<표 Ⅲ-7> 고대 건축물 만들기 작품 사례(2)

2) 모둠별 프로젝트 ‘코딩으로 표현하는 수학 세상’

4개의 모둠이 완성한 최종 포스터의 결과물은 <부록 1>에 제시하였으며

여기서는 일부 작품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각 포스터에는 <표 Ⅲ

-8>, <표 Ⅲ-9>과 같이 모둠별 주제에 맞는 세부 작품에 대한 코드를 담

았고, 그 과정에 사용된 수학적 개념을 포함하여 제작 과정 및 원리에 대

한 스토리텔링을 제시하였다. 연구자가 수업에 참여하며 관찰한 결과 학생

들은 [그림 Ⅲ-14]와 같은 온라인 게시판에서 각자 분담한 부분에 대한

코드를 업로드한 후 합치는 과정을 거쳤으며 그 과정에서 활발한 토의와

협업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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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터널과 기차부분) 핵심 코드(일부)

//터널
if(z+0.05*(x-25)*(x-25)<18 && z>0 && y<15 &&
y>-15) return 0
if(z+0.05*(x-25)*(x-25)<25 && z>0 && y<15 &&
y>-15) return 2
//기차
if((x>=13 && x<=15 || x>=21 && x<=23) &&
(y>=17 && y<=18 || y>=2 && y<=3 || y>=-6 &&
y<=-5 || y>=-20 && y<=-19) && z>=2 && z<=3)
return 9

설명

터널은 이차함수를 이용하여, 터널 안쪽 부분을 없앤
후 바깥쪽 터널을 만들었다. 기찻길은 x=a꼴의 직선
의 방정식과 원소나열법(for문)을 이용하여 만들었다.
등차수열을 이용하여 일정하게 기찻길을 배열하였다.
기차는 조건제시법(if문)을 이용하여 정해진 범위를
만족하는 곳에 직육면체 모양을 만들었다.

<표 Ⅲ-8> 모둠별 포스터 작품 사례(1)

작품(행성 표현) 핵심 코드(일부)

//행성B
if(x*x+y*y+z*z<=300) return 11
//행성M
if((x-37)*(x-37)+(y-40)*(y-40)+(z-35)*(z-35)<=200)
return 15
if((x-37)*(x-37)+(y-40)*(y-40)<=500 && z==35)
return 0
if((x-37)*(x-37)+(y-40)*(y-40)<=600 && z==35)
return 6

설명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는 크고 작은 행성들은 구의
방정식을 이용해 만들었다. 고리는 원의 방정식
(x*x+y*y<n)을 2번 사용해 만들었다. 먼저 item
값을 0으로 맞춰 작은 원을 만들어 고리의 뚫린
부분을 만들었고, 그 뒤에 큰 원을 만들어 고리를
완성했다.

<표 Ⅲ-9> 모둠별 포스터 작품 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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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차년도 자유 창작 과제를 통해 드러난 학생들의 사고 과정 분석

본 절에서는 <표 Ⅱ-3>의 사고 과정 분석틀을 바탕으로 1차년도 자유

창작 과제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그 속에 담긴 학생들의 사고 과정을 분석

해 본다.

가. 논리적 사고 및 수학적 추상화

학생들은 3차원 공간 속에서 원하는 도형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기호

와 변수, 수식에 대한 형식적 조작을 바탕으로 코드를 작성하였다. 먼저 개

인별 프로젝트 ‘고대 건축물 만들기’와 관련한 <표 Ⅲ-6>의 코드를 분석

해 보면, 나무를 표현하기 위해 기둥 부분에는 if문 부등식, 동그란 가지와

잎 부분에는 구의 방정식을 사용하였다. 수도교 부분에서는 먼저 원의 방

정식을 활용하여 반원 모양의 빈 공간을 설정한 뒤 if문 부등식을 활용하

여 배경이 되는 직육면체 모양의 벽 구조물을 만들었다. <표 Ⅲ-7>의 작

품에서는 해, 구름, 돔 지붕 모양을 표현하기 위해서 구의 방정식을 사용하

였으며, 호수는 원의 방정식을 층층이 겹쳐서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모둠별 프로젝트 ‘코딩으로 표현하는 수학 세상’과 관련하여 <표 Ⅲ

-8>의 코드와 설명을 수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두

개 겹쳐 터널 모양을 표현하였으며 세부적인 폭을 정하기 위해 x에 관한

이차식 앞에 0.05와 같은 계수를 곱하는 등 대수적 조작이 이루어졌다. 마

찬가지로 <표 Ⅲ-9>의 코드와 설명을 분석한 결과, 여러 개의 행성을 표

현하기 위해서 구의 방정식에 그 중심과 반지름을 다르게 입력하며 표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함수, 부등

식 등 대수적 개념이 담긴 코드를 조작하고 작품 제작 활동에 적용해 보

며 관련된 수학적 개념들을 자연스레 내면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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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효율적인 표현의 추구

특정한 식을 수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

능하며, 실제로 학생들의 활동 결과에서도 이를 관찰할 수 있었다. <표 Ⅲ

-7>의 작품에서는 같은 높이의 기둥이 좌표의 값만 다른 위치에 반복되
어 나타나는 것을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합집합 기호(||)를 적절히 사

용하였다. 아래 <표 Ⅲ-10>에서 합집합 기호의 사용 여부에 따라 표현의

효율성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구조물(기둥 부분) 합집합 기호(||)를 사용하지 않은 코드

if(z>=3 && z<=12 && x==-8 && y==-12) return 9
if(z>=3 && z<=12 && x==-5 && y==-12) return 9

⋮
if(z>=3 && z<=12 && x==5 && y==-12) return 9
if(z>=3 && z<=12 && x==8 && y==-12) return 9

합집합 기호(||)를 사용한 코드

if(z>=3 && z<=12 && (x==-8||x==-5||x==-3||
x==3||x==5||x==8) && y==-12) return 9

<표 Ⅲ-10> 효율적인 표현의 추구 : 합집합 기호(||)의 사용

이와 유사하게 <표 Ⅲ-8>의 작품에서도 총 3대의 기차를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부등식으로 표현된 서로 다른 큐브 좌표들의 범위를 합집

합(||)과 교집합(&&) 명령으로 연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유연한 사고

학생들은 작품 제작 과정에서 한 가지 수학적 개념을 여러 상황에서 다

르게 적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Ⅲ-7>의 작품에서는 구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해, 구름 등 서로 다른 사물을 표현하였으며 반구를 이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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돔 지붕 모양도 표현하였다. <표 Ⅲ-8>의 작품에서는 이차함수의 그래

프를 활용하여 터널과 더불어 분수의 포물선 형태 물줄기를 표현하였다.

<표 Ⅲ-6>에서는 강의 곡선을 표현하는 데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활용하

였으며, 언덕은 앞서 탐구과제로 접하였던     꼴의 타원 포물면을

뒤집어서 표현하는 응용력을 보였다.

라. 독창적 사고

창작 디자인 활동에서 학생들은 수학적 개념을 남들이 쉽게 생각하지 못

한 방향으로 활용하여 작품을 표현하는 독창적인 사고를 발휘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터널의 지붕 또는 분수의 물

줄기를 표현하는 데 사용한 것이나, <표 Ⅲ-9>에서 행성의 고리를 표현

하기 위해서 원의 방정식을 두 번 사용하여 안쪽의 원을 투명한 큐브로

표현한 방법 등은 다른 학생들이 쉽게 생각하지 못한 독창적인 표현의 예

라 할 수 있다.

마. 컴퓨팅 사고

학생들은 터틀크래프트 코딩 환경의 실행 원리를 이해하고 이에 바탕한

코드를 작성하였다. 코드의 실행 순서를 고려한 순차적 사고는 컴퓨팅 사

고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터틀크래프트에서는 윗줄부터 차례

로 코드를 실행시키므로 이미 특정한 수행이 지정된 큐브는 다음에 이어

지는 코드에 영향을 받지 않는데, 학생들은 코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러한 실행 순서를 고려해야 한다. 한 예로 <표 Ⅲ-9>에서는 행성 고리를

표현하기 위해 0번 큐브(투명 큐브)를 사용한 코드를 윗줄에 배치하여 먼

저 빈 공간을 표현한 뒤 이를 둘러싼 부분에 대한 코드를 아랫줄에 작성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부 학생들은 반복되는 구조를 효과적으로 표

현하기 위해 자바스크립트 문법에 기반한 for문을 사용하였으며, 불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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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큐브들을 미리 삭제 처리하여 코드의 실행 속도를 개선하기도 하

였다.

컴퓨팅 사고는 터틀크래프트 외의 다른 코딩 언어의 학습에도 적용되는

효과적인 사고전략으로서 학생들의 전반적인 코딩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터틀크래프트에서의 탐구 활동이 수학과 정보를 융합한 교육 활

동의 적절한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4) 1차년도 수업의 의의 및 제한점

조한혁 외(2014)는 재미있는 story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현장성과 상호

작용성을 특징으로 하는 telling을 소홀히 하는 스토리텔링에는 문제가 있

다고 지적하며, 학생들이 그들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실행식

과 같은 코드의 사용을 제안하였다. 1차년도의 수업에서는 표현의 수단으

로 수식 명령 코드가 제공되었으며 학생들은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원하

는 디자인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다. 또한 자유 창작 과제에서는 본인

의 언어로 작품 및 코드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telling 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흥미를 바탕으로 작품 제작 과정에 몰입할

수 있게 하며 교수자와 학습자가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분석 및 반성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

윤현정(2015)은 마인크래프트와 같은 디지털 게임에서 사용자 스토리텔링

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배경 서사를 꼽았다. 개발자가 사전에 설정해

둔 배경 서사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게임이 있는가 하면, 마인크래프트처럼

사용자가 선택한 행동을 바탕으로 스스로 배경 서사를 만들어 가는 게임

도 존재한다. 1차년도 수업의 모둠별 프로젝트 활동에서는 ‘코딩으로 표현

한 학교’, ‘어린 왕자의 세상’과 같이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를 설정하고 자

신들에게 흥미있는 배경 서사를 바탕으로 3차원 세계를 구현하였다. 이처

럼 작위적인 스토리가 아닌 학생들이 직접 창조한 배경 서사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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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활동을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더욱 밀접하게 와닿는 스토리텔링 교

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 1차년도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유 창작 과제를

마치는 소감을 통해 ‘내가 상상한 세상을 직접 만들며(Story)’, ‘수학적 개

념을 이용하여 표현(telling)’하는 것의 즐거움을 이야기하였다(<표 Ⅲ

-11>).

<표 Ⅲ-11> 1차년도 수업(자유 창작 과제)에 대한 학생들의 소감

1차년도의 수업에서 수식 명령 코드와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3차원 수학

디자인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기존에 학습한 개념 뿐 아니라 상위 단계의

수학적 개념들을 탐구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다만 1차년도에 수식 명

령 코드로 완성한 작품들의 경우 긴 명령문으로 인해 가독성이 떨어져 코

드의 의미 파악과 수정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가령 앞서 <표 Ⅲ-6>

에서 제시한 ‘수도교’ 작품의 경우 총 150줄에 달하는 코드가 사용되었는

데, 이러한 경우 작품의 일부분을 수정하기 위해 코드의 특정 부분을 찾아

가는 과정이 쉽지 않다. 또한 학생들은 수식을 통해 그래프를 알맞은 위치

에 정확히 표현하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되어, 수식을 자유롭게 조작하며 다

양한 탐구활동을 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수식 명령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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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아직 방정식이나 함수 등 수식에 익숙하지 않은 중학교 1학년 이

하 어린 학생들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제한점이 존재한다.

2. 집합 및 변환 명령 코드를 활용한 수학 디자인 활동

터틀크래프트에서 집합 명령은 정사각형, 직사각형, 원, 구 등의 도형을

정확한 수식을 몰라도 간단한 좌표나 길이의 입력만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모듈(module)화된 명령이라 할 수 있다. 1차년도에서 사

용된 수식 명령 코드가 다소 가독성이 떨어지고 저학년 학생들이 사용하

기 어렵다는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코드 표현방식이다. 또한 좌표변환,

회전변환 등의 변환 명령은 간단한 수치의 입력만으로 주어진 그래프를

확대, 축소 또는 회전을 시킬 수 있는 명령으로, 수학적 개념 습득의 수준

이 낮은 학생들에게도 마치 LEGO 블록을 조작하는 것과 같은 자유로운

그래프 조작과 탐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차년도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러한 집합 및 변환 명령 코드를 활용하여 디자

인 탐구 과제를 수행하고, 최종 프로젝트로 제시된 자유 창작 과제인 ‘나만

의 건축물 만들기’ 과제를 통해 학습한 개념을 적용해 보며 내면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학생들이 제시한 코드와 그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디자인 활동 속 사고과정의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2.1. 연구대상

2차년도에는 S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수리정보반(이하 S대 영재원) 소속

중학교 1학년 학생 12명, 2학년 학생 8명 등 총 20명을 대상으로 2020년 5

월부터 7월까지 실시간 화상 수업 및 온라인 게시판6) 과제제출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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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업이 진행되었다7). 2차년도 학생들의 경우 S대 영재원 심화반 소속

으로서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와 심층면접 등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쳐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학생들이기에 문제해결 능력이나 과제에 대한

집착력이 일반 학생들에 비해 상당히 우수한 편이었다.

2.2. 수업의 주요 내용 및 과제 설계

2차년도 수업의 주요 내용은 <표 Ⅲ-12>와 같다.

순번 수업내용

1 터틀크래프트의 기본 작동원리 및 집합 명령 소개

2
window(a) 명령을 이용한 좌표변환 익히기

window(a, b) 명령을 이용한 회전변환 익히기

3 좌표축변환 익히기

4 최종 프로젝트 ‘나만의 건축물 만들기’

<표 Ⅲ-12> 2차년도 수업의 주요 내용

다음으로 2차년도 수업에서 다룬 핵심적인 코드 및 그에 대한 수학적 개

념과 학생들이 수행한 탐구과제를 소개한다.

1) 집합 명령

조한혁 외(2014)는 기존의 수학적 기호가 가지는 추상성으로 인해 초기

6) snucode.org
7) 2차년도의 해당 수업 기간 중에는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방지와 관련하여

S대 영재원의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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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의 학습자가 내면화하여 다루는 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앞서 살펴 본 수식 명령 코드들은 1차년도와 같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에는 3차원 공간 상에서 입체 구조물을 표현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수식을 많이 접해보지 않은 중학교 1학

년 이하 어린 학생들에게는 이해나 접근이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도입하기

적절하지 않다. 원, 구 등의 입체도형은 초등학생들도 교과서에서 배우지만

수식을 모르면 이러한 도형들을 활용한 탐구 활동 참여에 제약이 생기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형의 방정식이나 함수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도형에

대한 표현과 탐구를 가능하게 하는 간단한 명령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에 2차년도의 수업에서는 <표 Ⅲ-13>과 같이 사각형, 원, 구 등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모듈화된 집합 명령을 제공하였다.

코드 뜻 모양

집합{정(0 ,0 ,1 , 5)

&& z<=1}

점 (0,0,1)을 중심으로 네 개의

변까지의 거리가 5인 정사각형을

만듦.

집합{직(0,0,1,3,1)

&& z<=1}

점 (0,0,1)을 중심으로 좌우, 상하

의 변까지의 거리가 각각 3, 1인

직사각형을 만듦.

<표 Ⅲ-13> 집합 명령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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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수식을 배우지 못한 학생들에게도 충분한 탐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문턱을 낮춘 접근 방식으로 Papert의 low floor & high ceiling의 철

학을 따르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LEGO 조각과 같은 집합 명령을 제공하

면 수식을 모르는 학생들도 기본적인 도형을 바탕으로 다양한 탐구 활동

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후 수식을 활용한 더 높은 단계의 탐구로 이어지

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수식 명령에 비해 사용할 수 있는 도형의 종류

(object)는 제한되었지만 오히려 이들 도형을 조작하며 수학적인 원리를 탐

구하는 과정(operation)이 강조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서빈, 고상숙

(2018)은 우리나라 중학생들이 코딩 활동에서 영어 표현으로 인한 어려움

이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집합 명령에서는 일부 한글 표현을 병용함으로써

학생들이 비교적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집합 명령은 다양한 수식 명령과 같이 구조물의 복잡하고 정교한

표현은 어려울 수 있지만 LEGO 블록처럼 사용가능한 기본 도형들만을 가

집합{원(0 ,0 ,1 , 5)

&& z<=1}

점 (0,0,1)을 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을 만듦.

집합{구(0,0,10,5)}
점 (0,0,10)을 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5인 구를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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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도 충분히 다양한 구조물 구성활동이 가능하며, 그 안에 담긴 수학적

원리를 탐구할 수 있다. 하나의 예로 [그림 Ⅲ-15]와 같은 피라미드를 터

틀크래프트로 표현하는 방법을 살펴 보자.

[그림 Ⅲ-15] 터틀크래프트

피라미드

터틀크래프트에서는 동일한 구조물에 대해서도 다양한 종류의 코드 표현

방법이 존재한다. <표 Ⅲ-14>는 [그림 Ⅲ-15]의 피라미드를 표현할 수 있

는 대표적인 세 가지 코드에 대한 비교이다.

코드의 종류 코드

이중 for문

for(i=1; i<=10; i++){

for(j=-10+i; j<=10-i; j++){

cube(j,10-i,i)

cube(j,-10+i,i)

cube(10-i,j,i)

cube(-10+i,j,i) }}

수식 명령

(일차함수)

if(z<=x+10 && z<=-x+10 && z<=y+10 &&

z<=-y+10 && z>=1) return 7

집합 ‘정’ 명령 집합{정(0,0,z,10-z) && z>=1}

<표 Ⅲ-14> 피라미드를 표현하는 세 가지 코드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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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4>에서 살펴 본 코드들은 일반적인 코딩 문법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for문, 일차함수를 활용한 수식 명령, 그리고 집합 명령(정사각

형) 등 세 가지 다른 표현으로 동일한 피라미드 구조를 표현한 것이다. 두

개의 변수를 설정한 이중 for문은 그 문법에 어느 정도 숙달이 되지 않은

학습자는 그 뜻을 해석하는 자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며, 네 개의 일차함

수의 그래프로 피라미드의 비스듬한 옆면을 표현한 수식 명령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여전히 짧지 않은 코드를 정확한 문법으로 표현해야 해 초급

수준의 학습자는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에 비해 집합 ‘정’ 명령은 (0,0,z) 위치를 중심으로 네 개의 변까지 10-z

만큼의 거리를 가지는 정사각형을 표현하는 것으로, z값이 커짐에 따라(한

층 한 층 올라감에 따라)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단계적으로 줄어들어

피라미드 모양이 만들어 짐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코드의 길이는 짧지만

정사각형 중심에서 각 변까지의 거리가 10-z로 표현됨을 이해하는 과정에

는 3차원 공간에서의 좌표와 도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수학적인 원

리의 탐구가 이뤄질 수 있다.

한편 집합 ‘정’ 명령 뒤의 순서쌍에 들어가는 값을 일부 변형시키거나 변

수로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표 Ⅲ-15>와 같이 또 다른 유형의 수학적 탐

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코드를 간단히 변형‧조작하는 것만으로도 다

양한 수준과 유형의 탐구과제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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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모양 해석(예시)

집합{정(0,0,1,z)

&& z<=5}

1층부터 5층까지 정사각형의 변

의 길이가 점차적으로 증가(뒤

집힌 피라미드 모양)

집합{정(z,0,1,1)

&& z<=5}

정사각형 중심의 x좌표가 z좌표

와 같이 증가하므로 x축 양의

방향으로 1씩 이동하며 정사각

형이 한 칸씩 쌓임(계단 모양)

<표 Ⅲ-15> 집합 ‘정’ 명령을 이용한 탐구 활동

2) 좌표변환

좌표변환은 중등학교 학생들은 쉽게 접해보지 못한 상위 단계의 수학 개

념이지만 터틀크래프트에서는 간단한 명령을 통해 좌표변환의 핵심적인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입체물 구성 및 조작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터틀

크래프트의 기본 설정에는 큐브 한 칸에 좌표 1 만큼이 대응되어, <표 Ⅲ

-16 a.>와 같이  평면 상에 좌표를 대응시킬 수 있다. 이때 window(a)

명령은 큐브 한 칸에 대응되는 좌표를 변환할 수 있는 명령으로, 가령

window(0.5)는 x, y, z 모든 축에 대하여 큐브 한 칸을 0.5 만큼의 좌표에

대응시키는 것이다. 이는 x=0.5*x, y=0.5*y, z=0.5*z8) 명령과 같은 뜻으로

<표 Ⅲ-16 b.>와 같이 대응되는 좌표가 달라진다.

8) 터틀크래프트의 기반이 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A=B’는 ‘B의 값을 A에

할당’하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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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름이 5인 원의 경우, 기본 설정에서는 반지름이 큐브 5칸으로 표현되

지만 window(0.5) 명령을 추가하면 반지름이 큐브 10칸으로 표현되므로

화면상에는 원이 2배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때 y, z축은 기본 설정

으로 두고 x축만 x=0.5*x와 같이 변환할 수 있는데, 이는 곧 x축 방향으로

만 2배 확대하라는 뜻으로 <표 Ⅲ-17>과 같은 타원이 표현되는 것이다.

기본 설정
코드 모양

집합{원(0,0,5) && z==0}

x=0.5*x 명령 추가
코드 모양

x=0.5*x

집합{원(0,0,5) && z==0}

<표 Ⅲ-17> 좌표변환 명령의 실행 모습

a. 기본 설정 b. window(0.5) 명령 추가

<표 Ⅲ-16> 터틀크래프트에서의 좌표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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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그래프는 사실 타원의 방정식 
   의 그래프와 같은 결과

이지만 터틀크래프트에서의 좌표변환 스토리텔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이

다. 이와 같이 학생들은 복잡한 상위 단계의 수식을 모른다 하더라도 원을

바탕으로 타원을, 구를 바탕으로 타원면(ellipsoid)을 쉽게 표현할 수 있다.

즉, 좌표변환 명령은 주어진 함수나 도형의 그래프를 원하는 방향으로 자

유롭게 확대 또는 축소하며 탐구할 수 있는 조작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

이다.

3) 회전변환

회전변환 역시 좌표변환과 마찬가지로 상위 단계의 수학적 개념이지만

터틀크래프트에서 간단한 코드 명령을 통해 도입이 가능하다. window(a,

b) 명령에서 앞의 숫자 a는 좌표변환을 의미하며, 뒤의 숫자 b는 값에 해

당하는 각도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회전변환을 의미한다. <표

Ⅲ-18>의 그림은 중심 (10,0,0)에 그려진 반지름 5인 원을 반시계 방향으

로 90도만큼 4번 회전하며 표현한 도형을 나타낸 것이다.

코드 모양

for(i=1;i<=4;i++){

window(1, 90*i)

집합{원(10,0,5) && z==0}

}

<표 Ⅲ-18> 회전변환 명령의 실행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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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좌표축변환

터틀크래프트는 기본적으로 xy평면에 도형을 나타나게 되어있으나, ‘좌

표축변환’을 통해 다른 방향의 평면으로도 도형을 나타낼 수 있다. 좌표

축변환을 통해 가령 다음과 코드를 바탕으로 y축과 z축을 바꾸어 기준

이 되는 평면을 바꿀 수 있다.

코드 모양

Z=z; Y=y; z=Y; y=Z // y축과 z축 서로 맞바꿈

집합{원(0,6,0,5) && z<1}

y=Y; z=Z // y축과 z축 원상태로 돌리기

<표 Ⅲ-19> 좌표축변환 명령의 실행 모습

Papert는 LOGO 언어에서 ‘가자, 돌자’와 같은 학습자의 행동 양식에 기반

한 명령을 바탕으로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의 관점을 제시하였

다. 3차원 코딩 환경인 터틀크래프트에서도 이러한 ‘체화된 인지’의 관점을

반영하여 좌표변환, 회전변환 및 좌표축변환 명령을 통해 학습자가 원하는

만큼 ‘늘이고, 돌리고, 세우고’와 같은 행동 양식을 취할 수 있다. 한 예로

LOGO 언어의 ‘회전’ 명령으로 표현한 ‘꽃다발’은 터틀크래프트의 회전변환

명령을 바탕으로 유사하게 표현된다(<표 Ⅲ-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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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Papert, 1972) 터틀크래프트

<표 Ⅲ-20> LOGO와 터틀크래프트에서 표현한 ‘꽃다발’

이상으로 살펴 본 바와 같이 LEGO 블록과 같은 기본 도형을 표현할 수

있는 집합 명령과 체화된 인지의 관점이 반영된 변환 명령 코드를 바탕으

로 학습자는 수학적 기호를 내적 도구로 활용하여 탐구 활동을 진행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의미있는 맥락을 바탕으로 활동 과정을 스토리텔링할 수

있다.

5) 학생들에게 부여된 과제

교사는 수업을 설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추론을 설

명하고 정당화 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권오남, 주미경, 2005). 2차년도 수업에서는 다

양한 탐구 과제를 통해 단순한 정답 도출만이 아닌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수학적 탐구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의도를 바탕으로 과제를 설

계하였다. 즉 학생들이 충분히 사고할 수 있는 탐구 과제를 설계하고, 그러

한 사고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모든 문항의 해결 과정에 대한 스토리텔링

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2차년도 수업의 학생들은 앞에서 학습한 집합 및 변환 명령의 코드들을

바탕으로 먼저 좌표변환, 회전변환 탐구 과제를 수행하였다. 이후 최종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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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로서 지금까지의 활동을 총정리하며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자유

작품을 디자인해 보는 ‘나만의 건축물 만들기’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는 1

차년도의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제시했던 자유 창작 과제와 같은 성격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설정한 주제에 맞는 작품을 제작하며 이에 대한 스토리

텔링을 수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한 수

학적 개념을 내면화함과 더불어 수학의 실용성과 심미성을 느낄 수 있도

록 의도된 과제이다. 활동은 [그림 Ⅲ-16]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는데, 작

품에 대한 계획 단계에서 필요한 수학적 개념을 미리 생각해 보고, 실제

표현 단계에서도 수학적 개념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도록 하여 작품 진행

상황에 따른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과정을 분석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림 Ⅲ-16] ‘나만의 작품 만들기’ 활동의 순서

2.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2차년도의 실시간 원격 수업 및 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 학생들을 관찰한

내용과, 온라인 게시판에 업로드된 학생들의 코드와 설명 등의 기록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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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여 연구의 자료로 삼는다. 이때 수학적 사고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추

가 분석이 필요한 학생들 대상으로는 화상채팅을 통해 1:1 인터뷰를 진행

하였다.

권오남 외(2012)는 학생들의 수학 디자인 활동의 결과물을 분석하며 ‘추

측을 통한 디자인의 일반화’, ‘추론을 통한 수식의 일반화’와 같이 디자인을

통한 수학적 원리 탐구 과정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추측을 통한 디자인의

일반화’는 디자인 활동을 통해 시각적으로 추측 및 결과물의 확인 과정을

거쳐 이를 일반화하고자 하는 시도이며, ‘추론을 통한 수식의 일반화’는 디

자인의 특수한 경우에서 발견한 규칙을 일반화하려는 추론과정을 의미한

다.

2차년도 수업의 결과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권오남 외(2012)의 선행연

구를 참고하되, 본 연구의 특성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코드에 따른 디자인

의 추측’, ‘디자인에 알맞은 코드의 도출’과 더불어 ‘코드의 개선’이라는 세

가지 유형의 과제에 따른 학생들의 응답을 분석한다. 코드와 그에 따른 디

자인이라는 독립-종속의 관계에서 양방향을 아우르는 학생들의 수학적 탐

구 과정을 분석하는 한편, 기존의 코드를 수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더욱 효

율적으로 개선해 보는 활동을 통해 수학적 사고와 컴퓨팅 사고의 융합을

도모한다.

[그림 Ⅲ-17] 2차년도 수업의 수학 디자인 활동과 관련된

과제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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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결과 분석

1) 코드에 따른 디자인의 추측

본 유형의 과제에서는 주어진 코드를 일부 수정하였을 때 결과적으로 나

타나는 구조물의 디자인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학생들로 하여금 추측해

보도록 한다. 다만 터틀크래프트 환경에서는 코드를 입력 후 실행하면 이

에 따른 디자인이 화면에서 즉각적으로 출력되기에, 학생들이 깊은 사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변화된 디자인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디자인을 추측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추측한 사실에 대한 학생들

의 설명을 가능한 자세히 제시하도록 하여 수학적 사고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학생들에게 제시한 해당 유형의 과제와 그에 대한 응답을 다음에

일부 제시한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2차년도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s1,

s2, …, s20과 같이 지칭한다.

[그림 Ⅲ-18] ‘코드에 따른 디자인의 추측’ 과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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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8]의 [과제 1번]에서는 기존의 y좌표 –2 이상 2 이하인 위치

에 총 5개의 큐브로 표현된 구조물에서, 코드 중간에 y=0.2*y와 같은 좌표

변환 명령을 추가하였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추측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추가된 코드로 인해 y축 방향 큐브 한 칸의 크기가 좌표 0.2 만

큼에 대응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구조물은 총 21개의 큐브로 이

루어질 것임을 추측하고 그 이유에 대해 <표 Ⅲ-21>과 같이 설명하였다.

학생 응답

s3 -2 <= 0.2*y <= 2, 따라서 -10 <= y <= 10, 21개

s7

y축 좌표의 간격이 1이었을 때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2 이상 2 이하인 지

점의 개수는 -2부터 2까지에 간격 1이 들어갈 수 있는 횟수보다 1만큼 많다.

그래서 (2-(-2))/1 +1 =5 와 같이 계산할 수 있고 같은 방법으로 y축 좌표의

간격이 0.2가 되면 -2이상 2이하인 지점의 개수가 (2-(-2))/0.2 +1 =21 이 된

다.

s13

y=0.2*y 코드는 모든 칸의 y좌표 값을 0.2배 하는 명령어이므로 y=0.2*y 코

드를 넣고 실행하게 되면 y=-2인 지점과 y=2인 지점이 원점으로부터 10칸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x, z의 좌표가 1이고 y좌표가 –2 이상 2 이하인 위

치에 큐브를 쌓았을 때 위로 10개, 아래로 10개, y=0인 위치에 한 개의 큐브

가 위치하므로 총 21개다.

<표 Ⅲ-21> [과제 1번]의 (2)에 대한 응답

[그림 Ⅲ-19]의 [과제 2번]에서는 원을 나타내는 코드에 좌표변환 명령

(x=0.5*x, y=2*y)를 추가하였을 때 어떤 도형이 나타날지 추측하고 그 이

유를 설명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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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9] ‘코드에 따른 디자인의 추측’ 과제 (2)

학생들은 x, y에 곱해지는 숫자의 값에 따라 달라질 도형의 모양을 추측

해서 답하였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표 Ⅲ-22>의 응답과 같이 좌표변환

의 개념을 바탕으로 특정한 길이의 장축과 단축을 갖는 타원이 그려짐을

추측하여 설명하였다.

학생 응답

s1

원래는 x축과 y축 방향 모두 지름이 길이가 8칸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x

의 경우 좌표를 한 칸 당 0.5의 크기로 바꾸어 총 16개의 칸으로 이루어지게 된

다. y의 경우 좌표를 한 칸 당 2의 크기로 바꾸었으므로 총 4개의 칸으로 이루

어지게 되므로 긴 지름이 짧은 지름보다 4배인 타원이 된다.

s4

원래 반지름이 4였으므로 x 축으로 -4 ~ +4, y 축으로 -4 ~ +4인 타원이 생성

된다.

x = k*x; 명령어는 (k 는 상수)

x 한 칸당 x=k 를 의미하도록 만드는 명령어다.

즉, k = 0.3 이면, x 한 칸당 x=0.3 을 의미한다.

<표 Ⅲ-22> [과제 2번]의 (2)에 대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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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1>의 s7이나 <표 Ⅲ-22>의 s4 학생의 경우 각각 ‘(2-(-2))/1

+1’, ‘a/k ~ b/k 위치에 도형이 생긴다’와 같이 좌표변환의 개념을 바탕으

로 주어진 상황을 수식으로 구조화하는 높은 수준의 사고를 나타내었다.

이처럼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학생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수학적 사고과

정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디자인에 알맞은 코드의 도출

본 유형의 과제는 주어진 디자인 혹은 학생 각자의 창작 디자인에 알맞

은 코드를 작성해야 하는 과제이다. 학생들은 다음에 소개하는 탐구 과제

에서 주어진 구조물의 디자인을 분석, 이에 알맞은 코드를 추론하여 찾아

내거나 자유 창작 과제인 ‘나만의 건축물 만들기’에서 본인이 원하는 구조

물에 대한 디자인을 코드로 표현하였다.

이때 x 축으로 a ~ b 위치에 도형이 생긴다고 하자.

x 축 한 칸 당 x=k 를 의미하므로, x=1 이 되기 위해서는 1/k 칸이 필요하다.

그래서 a/k ~ b/k 위치에 도형이 생긴다.

이때 문제의 도형은 -4 ~ 4 위치에 원이 생긴다.

그러므로 -4 / (1/0.5) ~ 4 / (1/0.5) 위치에 도형이 생기므로,

x = -8 ~ 8 에 도형이 생긴다.

같은 방법으로 y = -2 ~ 2 에 도형이 생겨

좌우(x축)으로는 17칸, 상하(y축)으로는 5칸인 타원이 생성된다.

s20

x축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위치상 4 였는데 여기에 좌표 길이가 0.5인 블록들로

바뀌어 반지름이 8이 되고 y축 반지름은 4였지만 좌표 길이가 2인 블록들로 바

뀌어 반지름이 2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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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탐구 과제

[그림 Ⅲ-20], [그림 Ⅲ-21]의 두 과제는 학생들에게 동시에 순차적으로

제공된 과제로서, 학생들은 먼저 [그림 Ⅲ-20]의 과제에서 원뿔 모양을 표

현할 수 있는 코드를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림 Ⅲ-21]의 과제에서

위로 갈수록 층층이 넓어지는 원뿔대 모양을 표현할 수 있는 코드를 탐구

하게 된다. 이는 높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변하는 z 값과 이에 대한 반지름

사이의 관계를 추론하여 반지름 값을 z에 대한 수식으로 일반화하도록 하

는 과제이다.

[그림 Ⅲ-20] ‘디자인에 알맞은 코드의 도출’ 과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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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1] ‘디자인에 알맞은 코드의 도출’ 과제 (2)

[그림 Ⅲ-20]의 과제 (1)에 대한 정답은 10-z인데, 학생들은 과제 (2)

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제시하였다.

위의 응답을 살펴보면 z값이 증가할수록 원의 반지름이 1씩 감소한다는

규칙과, 더 나아가 z좌표와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이 항상 일정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10-z라는 일반화된 식을 도출했음을 알

학생 응답

s2

z좌표가 1 커질 때마다 원의 반지름이 1씩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때, z의 좌표가 0인 평면에서 반지름은 10이므로 z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의

합은 10이다. 따라서 z=0 이상 일때 해당 평면에서 중심이 (0,0,z)이고 반지름이

10-z인 원이 그려져야 하므로 집합 {원(0,0,0,10-z)}가 그려져야 한다.

s18

z 좌표가 1씩 증가할 수록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1씩 감소한다. 그러니 z좌표와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 (z좌표가 아무리 증가해도, 그만큼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줄어드니 둘을 더하면 상쇄된다) z좌표가 0일때는 반지름

이 10, z좌표가 1일 때는 반지름이 9,.... 규칙을 보면, z+(원의 반지름)=10 이 된

다. 이 식을 정리하면 (원의 반지름)= 10-z라는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10-z인

것이다.

<표 Ⅲ-23> [그림 Ⅲ-20]의 과제 (2)에 대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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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림 Ⅲ-21]의 과제 (1)에 대한 정답은 z+3인데, 학생들은 그 이유에

대해 <표 Ⅲ-24>와 같이 응답을 제시하였다.

주어진 구조물에 대한 z좌표와 반지름의 변화를 관찰하여 두 개의 변수

가 함께 증가하거나 감소하며 항상 3만큼의 차이가 난다는 사실로부터

알맞은 수식을 도출하였다.

다음은 집합 ‘직’ 명령과 회전변환 명령을 바탕으로 진행한 평면도형 탐

구 과제이다. 변의 길이와 외각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표

Ⅲ-25>와 같이 정사각형, 정육각형에 대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었다.

학생 응답

s6

주어진 원뿔대는 각 z좌표에서 단면의 반지름과 z좌표의 차가 3임을 알 수 있

다. (z가 일정하게 증가할 때 반지름은 일정하게 변하므로 차도 일정하다.) 따라

서 주어진 칸에 들어갈 코드는 z-3이다.

s13

z=9일 때 반지름 6, z=8일 때 반지름 5, … , z=5일 때 반지름 2이므로 반지름은

z값-3이다. 처음 원의 중심의 좌표가 (0,0,5)이므로 z<5 범위에서는 아무것도 만

들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원뿔대가 형성되는 것이다.

<표 Ⅲ-24> [그림 Ⅲ-21]의 과제 (2)에 대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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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오각별’ 형태의 평면도형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였는데, 일부 학생들

은 처음에 변의 길이에 대한 고려없이 회전각만을 입력하였더니 정오각형

이 나타나는 오류를 발견하였다. 이에 학생들은 실시간 화상 수업의 채팅

창에서 다음과 같은 대화를 통해 올바른 길이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Ⅲ-22] 오각별 디자인 활동에서 변의

길이에 관한 학생들의 대화

정사각형 정육각형

<표 Ⅲ-25> 집합과 회전변환 명령을 활용한 정다각형의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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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2]의 대화에서 학생들은 변의 길이를 늘려야 오각별이 만들어

지며, 이후 정확한 오각별의 한 변의 길이를 찾기 위한 추론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학생 S3의 경우 상위 단계의 수학 개념에 대한 지식을 바

탕으로 정확한 길이를 찾아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탐구 활동을 바탕으로

한 학생은 수업 이후 자기주도적인 탐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일반화된 n

각별 코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물론 해당 학생은 영재원 소속 학생으로 동 나이대 학생들에 비해 상위

단계의 수학적 개념을 갖추고 있어 이러한 탐구가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

만 이는 2차년도의 집합 및 변환 명령을 바탕으로 한 디자인 활동이 학생

의 지식 수준에 따라 상위 단계의 정교한 수학적 개념의 탐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몇 가지 정다각형에 대한

n각별

<표 Ⅲ-26> n각별 코드에 대한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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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탐구로부터 복잡한 도형에 대한 탐구까지 가능한 본 과제의 활동

은 Papert의 constructionism에서 강조하는 hard fun을 체험하는 예가 될

수 있으며 low floor & high ceiling의 철학과도 닿아있다고 할 수 있다.

나. 최종 프로젝트 ‘나만의 건축물 만들기’

‘나만의 건축물 만들기’ 프로젝트 과제에서 학생들은 이전의 탐구 과제와

같이 주어진 디자인이 아닌, 자신의 창작 구조물에 대한 디자인을 알맞은

코드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된다. <표 Ⅲ-27>은 해당 과제에서 학생들이

완성하여 제출한 작품으로, 각 작품의 모습과 대표적으로 사용된 수학적

개념들을 정리한 것이다. 수학적 개념에는 모든 작품에서 사용된 집합 ‘정’,

‘직’, ‘구’, ‘원’ 명령은 제외하고 각 작품에서 특징적으로 사용된 개념을 제

시하였다.

연번 작품 모습 수학적 개념 연번 작품 모습 수학적 개념

1
좌표축변환,

회전변환
11

좌표축변환,

회전변환

2
좌표변환,

좌표축변환
12 절댓값

3
절댓값,

회전변환
13

좌표축변환,

회전변환

<표 Ⅲ-27> ‘나만의 건축물 만들기’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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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와 비교하여 2차년도의 자유 창작 과제에서는 학생들이 방정식,

함수와 같은 수식 명령보다는 기본적인 도형(집합 명령)을 재료로 하여

‘늘이고, 돌리고, 세우고’ 등의 변환 명령을 통해 다양한 구조물을 표현하였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수식 명령을 일부 도입

4 나머지 개념 14
좌표축변환,

회전변환

5
절댓값,

나머지 개념
15

좌표축변환,

회전변환

6
절댓값,

회전변환
16

좌표변환,

회전변환

7 회전변환 17
좌표축변환,

회전변환

8 부등식 18 부등식

9
좌표축변환,

회전변환
19 회전변환

10 회전변환 20 부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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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나머지 개념(%), 절댓값 개념(abs) 등 추가적인 코드를 사용하여

표현한 작품도 있었다. <표 Ⅲ-28>, <표 Ⅲ-29>는 이들 중 일부 작품에

대해 정리한 것으로, 학생들은 작품에 대한 코드와 더불어 그 표현과정

및 원리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제시하였다.

작품 핵심 코드(일부)

// 건물
집합{원(5,30,0,7) && z<25}
집합{원(5,30,24,6) && z<30; 5}
집합{구(5,30,40,5 )&& z<40; 6}
// 울타리
for(i=0; i<4; i++) {
window(1,90*i)
집합{직(60,0,0,0,0) && z<9; 2}}

설명

6개의 원기둥으로 몸체 기둥을 만든 뒤, 그 위에
원기둥을 쌓고 구와 원뿔을 올려 지붕을 형성했다.
⋯(중략)⋯ 울타리는 총 3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
전변환을 이용해 울타리를 고정하는 축 4개를 만들
었다.

<표 Ⅲ-28> ‘나만의 건축물 만들기’ 작품 사례(1)

작품 핵심 코드(일부)

// 정면, 측면, 후면 계단
집합{직(36,0,1,3-z,4); 9}
// 본관
for(i=1;i<25;i+=2) {
집합{직(i,-15,6,0,0) && z<25 && z%3!=0; 42}}

설명

국회의사당을 만들어보자. ⋯(중략)⋯ 국회의사당의
정면, 측면, 후면의 계단을 만들자. 각 z에 대해 중
심이 (36, 0, 1) 이고 가로 반지름이 (3-z), 세로 반
지름이 4인 직육면체를 9블록으로 만든다. ⋯(중략)
⋯ 1이상이고 24이하인 각 홀수 i에 대해 z가 25
미만이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 아닌 경우에만
블록을 둘 수 있다고 하자.

<표 Ⅲ-29> ‘나만의 건축물 만들기’ 작품 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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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차년도 자유 창작 과제를 통해 드러난 학생들의 사고과정 분석

1차년도와 마찬가지로 <표 Ⅱ-3>의 사고과정 분석틀을 바탕으로 2차년

도 자유 창작 과제에 담긴 학생들의 사고과정을 분석해 본다.

가. 논리적 사고 및 수학적 추상화

학생들은 3차원 공간 속에서 원하는 도형을 표현하기 위해 집합과 변환

명령 등 다양한 수학적 개념에 대한 조작을 바탕으로 코드를 작성하였다.

‘대성당’을 표현한 <표 Ⅲ-28>의 코드를 살펴보면, 집합 ‘원’ 명령과 ‘구’

명령 등을 활용하여 성당 본관 원기둥 형태의 6개 외벽과 돔형 지붕을 표

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외부 울타리의 말뚝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는 집합 ‘직’ 명령으로 말뚝 한 개를 표현한 뒤 회전변환 명령을 이용해 90

도씩 4번 회전하여 네 군데의 말뚝을 표현하였다.

‘국회의사당’을 표현한 <표 Ⅲ-29>의 코드를 살펴보면 먼저 계단을 표

현하기 위해 집합 ‘직’ 명령에서 가로 길이를 ‘3-z’와 같이 두어 z값이 증가

함에 따라(높이가 한 칸 올라감에 따라) 길이는 한 칸씩 줄어드는 효과를

사용하였다. 또한 본관 건물의 창문을 표현하기 위해 z축 방향으로 나머지

개념의 코드(%9))를 활용하여, 3의 배수가 아닌 곳에만 창문을 만들도록

함으로써 위아래로 두 칸씩 붙어있는 디자인을 구현하였다.

방정식, 함수와 같이 정형화된 형태의 수식 명령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

호와 변수를 조작하는 등 수학적 개념을 충분히 활용하여 비교적 복잡한

구조물도 집합 및 변환 명령 코드로 표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효율적인 표현의 추구

2차년도 수업에 사용된 집합 및 변환 명령 코드는 그 자체로 상당히 축

약된 코드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집합 명령 안에 적절한 변수의 조작을 더

9) ‘A%B==C’와 같은 코드는 ‘A를 B로 나눈 나머지가 C’임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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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짧은 길이의 코드로도 비교적 복잡한 구조물을 표현할 수 있었는데,

한 예로 ‘국회의사당’ 중 계단 부분을 표현한 <표 Ⅲ-30>의 코드에서 변

수(z)를 도입한 코드와 그렇지 않은 코드를 비교하면 그 효율성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구조물(계단 부분) 집합 명령만을 사용한 코드

집합{직(36,0,1,2,4) && z<=1; 9}
집합{직(36,0,2,1,4) && z<=2; 9}
집합{직(36,0,3,0,4) && z<=3; 9}

집합 명령 속 변수를 도입한 코드

집합{직(36,0,1,3-z,4); 9}

<표 Ⅲ-30> 효율적인 표현의 추구 : 집합 명령 속 변수의 사용

<표 Ⅲ-2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작품 제작 과정에 절댓값 개념의 코

드(abs)를 사용한 학생들이 다수 있었는데, 이것 역시 수학적 개념을 바탕

으로 효율적으로 코드를 표현한 예라 할 수 있다. 작품 ‘금문교’ 중 도로

부분을 표현한 한 학생의 코드(<표 Ⅲ-31>)를 보면 절댓값의 개념을 활용

하여 구조물에 해당하는 범위를 더욱 효율적으로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

다. 여기서 abs(x, y)는 x y를 의미하는 코드이다.

구조물(도로 부분) 집합 명령만을 사용한 코드

집합{(y<x+10) && (y>x-10) && -30<=z &&

-26>=z; 4}

절댓값 개념을 사용한 코드

집합{abs(x, y)<10 && -30<=z && -26>=z; 4}

<표 Ⅲ-31> 효율적인 표현의 추구 : 절댓값 개념(abs)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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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연한 사고

2차년도 수업에서도 학생들은 같은 수학적 개념이나 명령을 서로 다른

상황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유연한 사고를 발휘하였다. 한 예로

프랑스 파리를 표현한 작품(<표 Ⅲ-27>의 11번)에서는 집합 ‘원’ 명령을

사용하여 개선문의 아치, 박물관의 외벽을 표현하였으며 특히 두 개의 원

을 겹친 후 좌표변환을 사용하여 에펠탑 기둥의 곡선을 표현하는 응용력

을 보였다.

window(a, b) 형태의 회전변환 명령은 많은 작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신전’을 표현한 작품(<표 Ⅲ-27>의 7번)에서는 45도씩

8번 회전하는 회전변환 명령을 바탕으로 신전 주변의 8개 바위를 표현하

였으며, 90도씩 4번 회전하는 회전변환 명령으로 신전의 네 개의 기둥을

표현하였다. 또한 <표 Ⅲ-28>에서 ‘대성당’을 둘러싼 울타리의 말뚝이나,

‘수원 화성’을 표현한 작품(<표 Ⅲ-27>의 10번)에서 90도 만큼 회전한 망

루의 위치를 표현하는 등 학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회전변환 명령을 응

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 독창적 사고

집합 ‘정’, ‘직’, ‘구’, ‘원’ 명령을 바탕으로 기본 도형을 생성하고 이를 여

러 종류의 변환 명령을 바탕으로 구조물을 표현할 수 있는 2차년도의 수

업에서는 특히 학생들의 독창적인 사고가 돋보이는 작품들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Ⅲ-31>의 ‘금문교’에서 구의 방정식을 바탕으로 케이블

의 곡선을 표현한 것이나 집합 ‘직’ 명령에 변수를 도입하여 계단(<표

Ⅲ-30>) 혹은 지붕 형태(<표 Ⅲ-27>의 17번)를 표현한 것은 다른 학생

들이 쉽게 생각하지 못한 표현 방법의 예라 할 수 있다. 특히 대만의 ‘아

고라 가든 타워’를 표현한 <표 Ⅲ-32>의 작품에서는 회전변환 명령을

바탕으로 z축 방향으로 1씩 높아질 때마다 직사각형을 5도씩 회전시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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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회전형 외벽을 표현하는 독창적인 사고를 나타내었다.

작품 핵심 코드(일부)

window(1,5*(z-1))
if(z!=0 && z<37) 집합{직(0,0,z,7,12); 0}

설명

z의 값이 1 이상 37 이하에 대해서, 원래의 직사
각형 구조를 5도씩 회전시켜서, 중심이 (0,0,z)이
고, 폭이 10, 15인 직사각형을 DNA 나선구조처럼
짓는다.

<표 Ⅲ-32> ‘나만의 건축물 만들기’ 작품 사례(3)

마. 컴퓨팅 사고

1차년도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터틀크래프트 코딩 환경에서 코드가 효

율적으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 순차적 사고를 비롯한 컴퓨팅 사고를 발휘

하였다. 추가적으로, 회전변환 명령을 실행하면 회전되는 큐브의 위치가 정

수 좌표에서 조금씩 벗어나 구조물의 일부가 표현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

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error 값을 조금 더 크게 설정하는 방법을 사용

했다. 또한 z축 방향 뿐 아니라 x, y축 방향에 대해서 불필요한 공간의 큐

브를 미리 삭제처리하여 복잡한 구조물에 대해서도 코드의 실행 속도를

개선하는 모습을 보였다.

4) 코드 개선 과제

2차년도 수업에서는 간단하지만 조작 가능성이 높은 명령어를 사용하였

으므로 한 가지 구조물을 표현하는 데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존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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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 프로젝트의 과제 가운데 코드를 조금 더 효율적

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을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탐구 과제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먼저 [그림 Ⅲ-23]은 처마가 있는 탑을 표현한 기존

작품의 코드를 나머지 개념(%)을 활용하여 더 효율적인 코드로 바꿔보도

록 한 과제이다.

학생들은 <표 Ⅲ-33>과 같이 해당하는 층의 z좌표를 7로 나눈 나머지가

1, 2, 3이 되는 위치에 서로 다른 폭의 정사각형을 쌓도록 하여 훨씬 효율

적인 코드로 석탑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내었다. 이때 z%7==1, z%7==2,

z%7==3과 같이 순차적으로 반복되는 명령은 for문을 사용하여 간단히

[그림 Ⅲ-23] ‘코드의 개선’ 과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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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다.

학생 응답

s11
for(i=1;i<=3;i++){

집합{z%7==i && 정(0,0,z,6-i) && z<32 ; 9}}

집합{정(0,0,1,2) && z<30 ; 9}

<표 Ⅲ-33> ‘코드의 개선’ 과제 (1)에 대한 응답

주어진 코드를 절댓값 명령인 abs(x,y)를 바탕으로 <표 Ⅲ-34>와 같이

효율적으로 개선해 보도록 하는 과제도 제시되었다. 학생들은 기존 주어진

코드에서 x와 y좌표의 차이가 2씩임을 관찰하여 이를 abs(x,y)==2와 같이

절댓값 명령을 사용하여 간단히 나타낼 수 있었다.

주어진 코드 abs(x,y)를 사용하여 개선된 코드

집합{직(0,2,-63,0,0) && z<5 ; 11}

집합{직(0,-2,-63,0,0) && z<5 ; 11}

집합{직(2,0,-63,0,0) && z<5 ; 11}

집합{직(-2,0,-63,0,0) && z<5 ; 11}

집합{abs(x,y)==2 && (x==0 || y==0)

&& z<5; 11}

<표 Ⅲ-34> ‘코드의 개선’ 과제 (2)

이처럼 수학적 개념을 활용하여 기존의 코드를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해

보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수학의 실용성과 가치를 느끼는 경험을 제공

할 수 있다.

5) 2차년도 수업의 의의 및 제한점

1차년도 수업에서와 마찬가지로 2차년도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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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의미있는 맥락을 바탕으로 작품을 표현하였으며, 이를 직접 telling하며

관련된 수학적 개념을 내면화할 수 있었다. 2차년도에 사용한 집합 ‘정’,

‘직’, ‘구’, ‘원’과 같은 명령들은 단순한 구조를 지녀 코드에 대한 가독성이

좋고, ‘늘이고, 돌리고, 세우고’의 의미를 지닌 좌표변환, 회전변환, 좌표축

변환 명령을 통해 수식을 모르는 학생들도 마치 LEGO 블록과 같이 쉽게

조작하며 탐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각종 변환의 개념들을 수학적으

로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사고가 요구되지만, 수

업에 도입된 변환 명령은 이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어린 학생들도 탐구

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2차년도 수업의 활동에서는 체화

된 인지(embodied cognition)에 바탕한 직관적인 코드로 간단한 수준의 탐

구 활동으로부터 더 높은 단계의 탐구까지 가능한, low floor & high

ceiling의 constructionism 철학과 닿아있는 활동을 구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코드를 활용한 창작 과제에서 학생들은 효율적인 표현을 위해 수

학의 중요성을 느끼고, 수학을 바탕으로 한 명령어들을 자유자재로 조작하

며 창작 활동을 하는 것의 즐거움을 이야기하였다(<표 Ⅲ-35>).

학생 소감

s13

코딩을 할 때 수식과 수학적 기호 등을 사용하면 코드가 훨씬
간단해지는 것을 보고, 수학의 중요성을 느꼈다. 코드를 작성할 때
형식에 맞추는 것이 어려웠다. 특히 for명령문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실행되지 않기도 했다. 지금 생각하니 창작 코드를 만들 때
abs코드를 활용하지 못 한게 아쉬웠다. 그래도 내가 원하는데로 코
딩을 하니 실행되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꼈다. 다양한 방법으로 여
러 수학적 기호들을 혼합하였을 때의 결과가 궁금하다.

<표 Ⅲ-35> 2차년도 수업(자유 창작 과제)에 대한 학생들의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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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차년도의 코드는 수식을 사용해야만 표현할 수 있는 이차함수 등

의 그래프는 표현이 어려우며, 집합 명령만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도형에 한

계가 있어 더 복잡하고 정교한 표현을 위해서는 결국 수식을 도입해야 한

다는 제한점이 있다. 1차년도에 실시된 수업과 같이 도형의 방정식, 이변수

함수 등 수식을 바탕으로 한 상위 단계의 수학적 개념의 탐구는 이루어지

기 어려운 것이다.

3. 코드 표현방식에 따른 1차년도와 2차년도 수업의 비

교・분석

터틀크래프트 환경에서 사용된 코드의 표현방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1

차년도의 수식 명령 코드를 활용한 수업, 2차년도의 집합 및 변환 명령을

활용한 수업을 별도로 진행하였다. 이어서 각 수업의 차별화되는 특징을

바탕으로 한 학생들의 탐구 과정을 비교・분석해 본다. 1차년도 수식 명령
코드를 활용한 수업은 김남희(2004)의 선행연구에서 소개한 수학 디자인

활동을 3차원 코딩 환경으로 옮긴 것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아직 배우

지 않은 상위 단계의 수식에 대한 탐구를 위해 친숙한 피타고라스 정리를

바탕으로 원의 방정식, 구의 방정식, 이차곡면 그래프의 탐구까지 점차적으

로 조직화하여 나아갈 수 있었다. 이는 Bruner의 내러티브적 지식 구성의

s18

창작 과제를 하며 정직구원체와 좌표변환, 좌표축변환, 회전변환 등
수업 때 배운 기초적인 명령어들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것을 연습
할 수 있었고 친구들의 작품을 보고 추가적인 개념까지 익힐 수 있
었다. 어려웠던 점은 체 명령을 다루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만들 수
없었던 모양이 있었다는 점이었다. 건축물을 만드는 것은 정말 재밌
었고 다양한 함수를 터틀크래프트로 표현하는 것을 배우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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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과 Freudenthal의 국소적 조직화의 원리에 비춰 효과적인 스토리텔링

교수학습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터틀크래프트의 분절적인 표현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

텔링 전략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생소한 이차곡면 그래프의 탐구도 진행

될 수 있었음을 과제에 대한 응답 분석,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1차

년도 수업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수식을 활용하여 비교적 복잡하고 정교한

형태의 건축물 제작이 가능하였으며 사용되는 수식의 종류에 따라 이변수

함수와 같은 상위 수준의 수학적 개념 탐구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

다만 수식 명령 코드를 활용한 수업은 여러 가지 수식의 개념을 이해해

야 하기에 이를 접해 본 경험이 적은 어린 학생들에게는 수업 적용이 어

려울 수 있다. 또한 텍스트 기반의 긴 수식 명령 코드는 비교적 가독성이

떨어지며 정형화된 수식으로 정확한 위치에 도형을 표현하는 것에 활동의

초점이 맞춰져 코드에 대한 수정 및 조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제한점이

존재한다.

2차년도의 집합 및 변환 명령 코드를 활용한 수업에서는 정사각형, 직사

각형, 원, 구 등 단순한 도형 몇 가지에 해당하는 코드만으로 ‘늘이고, 돌리

고, 세우고’와 같은 변환 명령을 통해 다양한 입체물을 표현할 수 있었다.

높은 수준의 수학적 개념인 ‘변환’ 개념을 학습자의 구체적인 조작 활동과

연결되는 코드에 담아 저학년 학생들의 탐구 활동에도 쉽게 활용할 수 있

게 하였다. 이는 한정된 도구만으로도 ‘가자, 돌자’의 체화된 인지

(embodied cognition)를 바탕으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다는 Papert의

constructionism 철학과 닿아있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2차년도의 수업에

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 코드의 종류는 한정적이지만 오히려 자유롭게 코

드를 변형, 조작하며 추측과 추론을 통해 수학적인 개념을 탐구하는 과정

이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었다. 가령 앞의 <표 Ⅲ-30>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집합 명령 속 좌표에 숫자 뿐 아니라 변수를 입력할 수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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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다양한 탐구 과제의 개발 및 실행이 가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권오남 외(2012)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코드에 따른 디자인의 추측’, ‘디자인에 알맞은 코드의 도출’ 과제, 그리고

코딩 환경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코드의 개선’ 유형의 과제를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탐구의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이 디자인

과 코드를 연결지어 수학적 개념을 탐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상상력과

응용력을 발휘하여 ‘나만의 건축물 만들기’ 과제를 수행하였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집합 및 변환 명령 코드는 익혀야 할 코드의 종류가 많지 않고 구조가

단순하여 수식 명령에 비해 짧은 길이의 코드로도 다양한 구조물을 표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적인 예로 1차년도의 최종 프로젝트인 ‘고대

건축물 만들기’와 2차년도의 최종 프로젝트인 ‘나만의 건축물 만들기’에서

학생들이 작성한 코드는 각각 평균 65줄, 32줄로 거의 두 배 가량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콜로세움’을 표현한 <부록 2>의 두 종류의 코드

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물론 작품의 세부적인 표현이

나 학생들의 수준이 일치하지 않기에 코드의 길이로만 단순 비교하는 것

은 적절하지 않지만, 비슷한 구조물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2차년도 수업에

사용된 코드가 더욱 축약되고 구조적으로 명료함을 확인할 수 있다.

집합 및 변환 명령 코드 역시 텍스트 기반이지만 마치 블록코딩과 같이

명확한 구조를 지닌 명령어 안에 좌표나 반지름 등 간단한 숫자만 입력하

면 되는 단순함이 특징이다. 또한 부분적으로 적용된 한글 표현과 비교적

짧고 단순한 코드로 인해 코드에 대한 습득과 사용 및 스토리텔링 활동이

보다 수월하며, 수식에 대한 경험이 적은 어린 학생들도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집합 및 변환 명령 코드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제한적이므

로 다양한 수식을 바탕으로 한 복잡하고 정교한 표현은 어려우며,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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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제시되는 정형화된 수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정식, 함수 등 상위

수준의 수학적 개념의 탐구는 어렵다는 제한점 역시 존재한다. 다음 페이

지의 <표 Ⅲ-36>은 이상으로 살펴 본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수업에 사용

된 코드 표현방식의 주요 특징을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

(1차년도) 수식 명령 코드 (2차년도) 집합 및 변환 명령 코드

•수식을 활용하여 구조물 표현
•기본 도형과 변환 명령을 활용하여

구조물 표현

•다양한 수식을 바탕으로 상위 단계

의 수학적 개념 탐구 가능

•수식을 바탕으로 한 수학적 개념

탐구는 어려움

•다양한 수식으로 복잡하고 정교한

형태의 구조물 제작 가능

•수식 명령에 비해 복잡하고 정교한

표현은 어려움

•정형화된 수식 명령은 수정 및 조

작이 쉽지 않음

•간결한 명령으로 쉽게 수정 및 조

작하며 다양한 탐구 과제 수행이

가능

•방정식, 함수 등 수식이 생소한 어

린 학생들에게는 적용이 어려움

•수식이 생소한 어린 학생들에게도

적용 가능

<표 Ⅲ-36> 수업에 사용된 코드 표현방식의 주요 특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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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요약 및 결론

1. 연구의 요약

이상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좌표계 기반 코딩 환경인 터틀크래프트에서

디자인 활동과 스토리텔링 전략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수학적 개념 탐구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Papert의 constructionism 철학에 바탕한 마이크로월드

인 터틀크래프트 환경 속에서 학생들은 입체물의 표현, 변환 등의 디자인

활동을 바탕으로 수학적 개념을 구성할 수 있었다(Learning through

design). 학생들은 이를 통해 방정식, 함수, 집합, 변환 등의 개념을 기하적

그래프와 연결시키는 수학 내적 연결성과 더불어 수학과 정보, 미술이 융

합되는 수학 외적 연결성을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수학 학습 및 탐구의

과정에서 스토리텔링 전략을 사용하여 개념의 내면화를 도모하고 학생들

이 제시한 코드 및 그에 대한 설명과 분석틀에 근거하여 그들의 사고 과

정을 자세히 들여다 보며 분석할 수 있었다.

조한혁 외(2014)는 수학적 기호 조작이 가지는 의미를 충분히 경험하는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터틀크래프트 환

경에서 코드를 이용한 디자인 활동을 통해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수학적인

개념과 수식을 직접 사용해 볼 수 있었다. 이는 수학적 연결성을 바탕으로

수학의 실용성, 심미성 등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경험으로써 이후의 수학

학습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이어질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마이크로월드 환경에서 수학 학습을 논의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주로

초기대수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 왔다는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1차년

도의 수업에서는 다양한 수식 명령 코드를 바탕으로 디자인 활동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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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터틀크래프트에서의 수식 명령 코드는 중학교 과정의 수식 뿐 아

니라 삼각함수, 이변수 함수 등 상위 수준의 수학적 개념에 대한 탐구로

이어질 수 있어 그 활용 범위가 넓다. 학생들은 방정식, 함수 등의 수식을

디자인에 활용하였으며 모둠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여러 모둠원이 협업을

통해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 가는 과정을 보였다. 다만 수식 명령 코드는

수식을 배우지 않은 어린 학생들의 접근이 어렵고 코드의 가독성이 떨어

지며 자유로운 조작을 통한 탐구가 어렵다는 등 제한점 역시 존재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차년도에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로 LEGO 블록과 같

이 어린 학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집합 및 변환 명령 코드를 도입하

였다. 집합 명령을 통해 구성한 기본 도형들과, 체화된 인지의 관점이 반영

된 변환 명령 코드는 학습자의 입장에서 본인의 수행과정을 스토리텔링하

며 학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단순하지만 다양한 조작

가능성을 지닌 2차년도의 코드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유형의 탐구 과제를

고안하고 학생들의 사고 과정을 들여다 볼 수 있었다. 학생들의 수준에 따

라 낮은 단계에서부터 높은 단계까지 다양한 수준의 탐구가 가능하며(low

floor & high ceiling) 높은 수준의 사고로 복잡한 구조물을 표현하는 과정

에서 hard fun을 체험할 수 있는 등 Papert의 constructionism 철학에 부

합하는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추후 수식 명령 코

드의 학습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는 중간 단계로서의 의미도 찾

아볼 수 있다.

1, 2차년도의 최종 프로젝트라 할 수 있는 자유 창작 과제의 결과를 분석

할 때에는 수학 디자인 관련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학생들의 사고 과정 분

석틀을 참고하였다. 선행연구의 분석틀을 본 연구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학생들의 사고 과정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은 본 연구 1, 2차년도 수업의

자유 창작 과제를 통해 여러 유형의 수학적 사고와 더불어 컴퓨팅 사고를

발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곧 학생들이 터틀크래프트 코딩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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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코드의 실행을 의도하였다는 것으로,

수학과 정보 등 융합 교육을 위한 도구로서 터틀크래프트의 가능성을 엿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유클리드 기하와 데카르트 좌표 기하, 그리고 Papert(1980)의 거북 기하

등은 기하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접근 방식으로 각 방식에 따르는 고유한

특징과 장점이 존재한다. 이들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로 기하를 탐구하는 풍부한 시각을 제공한다. 1차년

도와 2차년도의 수업에 활용된 서로 다른 코드 표현방식 역시 각각의 특

징을 바탕으로 코딩 환경에서의 수학 학습을 도울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코딩 환경에서 서로 다른 표현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서로의 장・
단점을 보완하며 학습자의 수준 및 교육과정에 따라 알맞은 방식으로 수

학 학습에 활용될 수 있다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2.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에서는 영재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여, 아무래도 일

반 교실에서 보통의 지식 수준과 학습 태도를 지닌 학생들에게 연구 결과

를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일반 교실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창작 과제 결

과물에 대한 학생들의 사고과정 분석틀 역시 수학 영재아 대상의 선행연

구에 기초한 것으로, 보통 수준의 학생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분석틀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2차년도의 학생들은 지필시험 등 보다 엄

격한 선발 과정을 거쳐 영재원에 입학한 학생들로 1차년도의 학생들과 비

교해서도 사고의 수준이 뛰어난 학생들이었기에, 1, 2차년도 수업 활동에

대한 단순 비교에 아무래도 제한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유사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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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두 교육과정의 효과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

2차년도에 사용된 집합 및 변환 명령 코드는 1차년도의 수식 명령에 접

근하기 어려운 낮은 수준의 학생들도 쉬운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코

드이다. 다만 본 연구의 2차년도 수업은 수학적 지식 수준이 높고 사고력

이 우수한 영재원 소속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기에, 후속 연구에서는 초

등학생 또는 중학교 1학년 등 보통 수준의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합

및 명령 코드의 교육적 활용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앞서 언급했듯이 2차년도의 코드는 블록코딩과 같은 단순한 구조가 장점

으로, 실제로 해당 코드를 블록코딩 UI로 개발한다면 텍스트 코딩이 생소

한 더 어린 학생들에게도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집합 및 변환 명

령 코드(2차년도)는 블록코딩과 수식 명령 텍스트 코딩(1차년도의 코드)을

연결하는 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며 다양한 수준에 걸친 학생들의 탐구 활

동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블록코딩(개발안)

집합 및 변환 명령 코드

(2차년도)

집합{구(2,3,5,5); 4}

집합{구(4,-1,3,3); 2}

수식 명령 코드

(1차년도)

if((x-2)*(x-2)+(y-3)*(y-3)+(z-5)*(z-5)<=25) return 4

if((x-4)*(x-4)+(y+1)*(y+1)+(z-3)*(z-3)<=9) return 2

<표 Ⅳ-1> 학생들의 수준에 따른 세 가지 형태의 코딩 명령의 예

한편 연구자가 보조교사로서 수업에 참여하며 관찰한 결과, 같은 영재원

소속의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수학적 지식이나 코딩 등 배경 지식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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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었다. 이에 학생 개개인이 지닌 수학적 지식의 수준이나 컴퓨터 활용

능력에 대해 사전에 조사하여 결과 분석 시 참고한다면 더욱 유의미한 교

육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과제들은 수학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알맞은 코드 표현을 생각하여 해결해야 하는 것들인데,

학생들이 과제 해결에 필요한 수학적 개념은 충분히 습득하였으나 코드

문법의 사용 등에 익숙하지 않은 관계로 응답을 제대로 못하게 될 수 있

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사고 과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들

여다보기 위해 수업 과정에서 교수자가 학생들과 의사소통에 힘쓰고 개별

인터뷰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좌표계 기반 코딩 환경인 터틀크래프트를 활용한

디자인 활동을 통해 수학교육에 새롭고 유용한, 그러면서도 즐거운 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려고 하였다. 특히 코딩으로 건축물을 표현하

는 과정에는 구조에 대한 설계와 미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게 되므로 공학,

미술 등 다른 분야와의 자연스러운 융합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터틀크래

프트 디자인 활동에서는 수학적 개념의 학습과 탐구가 주목적이지만 자연

스럽게 코딩 기술을 비롯한 정보처리, 공학적 도구 활용 능력 및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의 신장이라는 효과도 도모할 수 있다. 이

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활동이 STEAM 교육이 강조되는 요즘 시대

에 수학의 실용성과 유용함을 느낄 수 있는 융합 교육의 적절한 예시가

되기를 희망하며,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방법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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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모둠별 프로젝트 ‘코딩으로 표현하는 수학 세상’ 작품

1조(코딩으로 보는 고흐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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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어린 왕자의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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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서울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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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코딩으로 만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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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콜로세움’을 표현하는 두 가지 명령 코드의 비교

코드 그림
beginxyz

//속도 개선을 위한 큐브 삭제

if(z<-1 || z>15) return 0

if (z==0) return 8

//콜로세움 계단과 외벽

if (x>=-1 && x<=1 && y==-19 && z==4) return 0

if (x>=-1 && x<=1 && y==-20 && z==2) return 7

if (x>=-1 && x<=1 && y==-21 && z==1) return 7

if (x>=-1 && x<=1 && y>=-22 && y<=-20 &&

z>=2 && z<=4) return 0

if (x*x+y*y<400 && z==1) return 9

if (x*x+y*y>489) return 0

if (x*x+y*y>250 && z==2) return 7

if (x*x+y*y>280 && z==3) return 7

if (x*x+y*y>310 && z==4) return 7

if((x-15)*(x-15)+(y+14)*(y+14)+(z-25)*(z-25)<300)

return 0

if((x-17)*(x-17)+(y-4)*(y-4)<81 && z>=13 &&

z<=15) return 0

//콜로세움 내부와 벽면 구멍

if(x*x+y*y<410 && z>0 && z<=15) return 0

if(x*x+y*y<550 && (z==4 || z==7 || z==10) ) return 9

Z=x*x+y*y

if(Z>=400) {

for(i=0;i<16;i++) {

k=i*3.14/8

X= Math.cos(k)*20.5

Y= Math.sin(k)*20.5

if((x-X)*(x-X) + (y-Y)*(y-Y) + (z-14)*(z-14)<=3 )

return 0

if((x-X)*(x-X) + (y-Y)*(y-Y) + (z-8)*(z-8) <=5 )

return 0

if((x-X)*(x-X) + (y-Y)*(y-Y) + (z-5)*(z-5) <=5)

return 0

if((x-X)*(x-X) + (y-Y)*(y-Y) + (z-2)*(z-2) <=5 )

return 0

if((x-X)*(x-X) + (y-Y)*(y-Y) + (z-2)*(z-2) <=5 )

return 0}

return 9}

수식 명령으로 표현한 ‘콜로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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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그림
beginxyz ;

// 속도 개선을 위한 큐브 삭제

if(z<0 || z>28) return 0

item=0

// 콜로세움 내부와 벽면 구멍

D = sqrt(x*x+y*y)

if( D < 35 ) {

집합 { 원(0,0,1,10) }

집합 { 원(0,0,2,12) }

집합 { 원(0,0,3,14) }

집합 { 원(0,0,4,16) }

for(i=0;i<6;i++) {

window(1,30*i)

집합 { 직(0,0,4,2,35 ) && z<6 }

집합 { 직(0,0,8,2,20 ) && z<10 }

}

}

// 윈도우(1) 원래 상태로 셋팅

window(1)

// 콜로세움 외벽과 계단

집합 { 원(0,0,1,18) && z<12; 16 }

집합 { 정(0,-20+z,z,2) && z<4 ; 9 }

// 만들어질 풀밭을 위해

item=1

집합 및 변환 명령으로 표현한 ‘콜로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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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Mathematical

Design Activities Using 3D

Coordinate System-Based

Coding Environment

: Focusing on Mathematical Learning by

Different Code Expressions

Chung, In woo

Department of mathemat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proposes mathematical design activities using Turtlecraft,

a coding environment based on a 3D coordinate system, as a

methodology of mathematics education that can develop the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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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ed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Previous studies

have noted that mathematical design activities can help learners

develop mathematical practicality and aesthetic by making their own

creatures. In the meantime, learners naturally utilizing learnt

mathematical concepts such as function, equations of figures.

Turtlecraft, which is based on Javascript-based coding environment,

provides opportunities to develop mathematical capability by designing

various structures. Also, as it utilizes a voxel-based segmented

graphic expression method like “Minecraft”, learners can investigate

created structures based on storytelling strategy. Here, the code was

used as an effective storytelling tool in that learners and instructors

can see each other's thoughts.

Turtlecraft contains two different code expressions: “mathematical

formula based codes” and “set & transformation based codes.” This

study was comprised of two participant groups: 15 number of gifted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 first year and 20 number of gifted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 second year. The both groups received

mathematical designing classes and their different code expressions

were compared. In order to collect students' responses, methods such

as class observation, interviews, and analysis of the results of inquiry

tasks were us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students

performed design activities using mathematical concepts such as

equations, functions, and sets. In the design process, students

exhibited various types of mathematical thinking as well as

computational thinking. This implies that the activities present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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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can be appropriate examples of integrative education.

keywords : constructionism, mathematical design activity,

mathematical learning, coding, storytelling

Student Number : 2017-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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