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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통계 교육의 목표인 통계적 소양과 사고 추론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통계적 개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될 필요

가 있다 특히 데이터의 중심과 퍼짐을 요약하는 대표적인 통계치.

인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깊은 이해는 데이터의 분포 형태를 요

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서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어진 데이터 집합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을 넘어 공학적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본질적인 통계적 의미에 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

는 과제를 개발하여 통계 교수학습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제를 활용한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위해서는 단순히 과제의 개발

뿐만 아니라 이를 적용하였을 때 학생들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

한 이해의 수준은 어떻게 구분될 수 있고 각 수준의 특징은 무엇

인지 수준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년 초 발생한 로 인해 온라인 환경을 활용한2020 COVID-19

비대면 수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으며 학교 현장에서 지속된,

온라인 비대면 수업은 지필 환경의 대면 수업을 대체하는 것을 넘

어 고유의 독립적인 수업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다 특히 온라인.

환경의 풍부한 자원과 높은 기술적 접근성은 실제적인 데이터와

공학적 도구의 활용을 요구하는 통계 수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온라인 환경을 활용한 통계 수,

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수업 참여 상의 특징을 세부적으로 분석

한 국내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평균과 표준편



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데이터의 중심과 퍼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변

형하고 주어진 평균과 표준편차를 갖는 데이터 집합을 구성하는,

과제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과제는 중학교 학년의 일반 학급 학. 3

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환경이 지닌 특성인 익명성과 서면 상호

작용을 활용한 온라인 비대면 수업의 형태로 적용되었다 이후 과.

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학생들의 반응을 분석하여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이해 수준을 분류법을 활용하여 구SOLO

분하고 각 수준의 특징과 수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교수학적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온라인 통계 수업에서 드러나는.

수업 참여 상의 특징 또한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이해 수준을 반응에 따,

라 단계로 구분하고 그 특징을 밝혔다 둘째 학생들의 평균과 표4 . ,

준편차에 대한 이해 수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교수학적 요인

으로 가지의 일반적인 교수학적 요인 가지의 통계적 개념과 관4 , 6

련된 교수학적 요인을 확인하였다 셋째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들. ,

의 참여 상의 특징 가지를 확인하였다3 .

주요어 평균 표준편차 이해 수준 공학적 도구 활용 온라인 수업: , , , ,

학 번 : 2018-2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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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론1

차 산업 혁명과 인공지능 및 빅 데이터 시대가 시작되면서 데이터를4 ,

다루는 통계 교육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경화 유연주 탁병주( , , ,

많은 선행 연구에서 통계 교육의 목적으로 통계적 소양과 사고2021). ,

추론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Bargagliotti et al., 2020;

통계적 소양이란 실세계에 산재한 데이터와Ben-zvi & Garfield, 2004).

통계적인 정보들을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소

양을 의미하며 통계적 사고와 추론의 개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탁병주( ,

통계적 사고란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통계적으로 해석할 수2017).

있는 것을 의미하며 통계적 추론은 이를 통해 이끌어낸 정보 또는 결과,

를 맥락과 결부하여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송선아 이경화( , , 2007;

이러Ben-zvi & Garfield, 2004; delMas, 2002; Wild & Pfannkuch, 1999).

한 세 가지 역량들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통계적 개념 및 용어

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의사소,

통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추론(Rumsey, 2002).

통계를 학습하는 고등학교 통계 교육에 앞서 중학교 통계 교육에서 다,

뤄지는 데이터의 중심과 퍼짐을 요약하는 대표적인 통계적 개념인 평균

과 표준편차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통계는 실세.

계와 밀접한 학문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delmas, 2004; Gal, 2004),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평균과 표준편차 개념에 대한 학습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교 통계 교육에서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지도는 주어진 데

이터 집합에 대해 형식적인 계산 절차를 적용하여 통계치들을 구해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경향이 있다 우정호 이에 따라 학생들은( , 2000).

기계적으로 데이터 집합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구해낼 수는 있지만 각,

개념이 지닌 통계적인 의미인 분포를 요약하고 중심과 퍼짐의 정도를 나

타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Konold &

또한 통계 교육에서 사Pollatsek, 2004; Reading & Shaughnessy, 2004).



용되는 문제 상황의 맥락은 데이터와 결부되어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교과서, (delmas, 2004; Gal, 2004),

를 통계 단원을 분석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지금까지 교과서에 제시된,

통계 영역에서의 과제 맥락은 실제적인 맥락이라기보다는 인위적이며 위

장된 맥락의 과제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상미 김미순 정재( , ,

균 조완영 즉 외형적으로는 실생활의 데이터를 인용하기 때문에, , 2017).

데이터와 맥락 사이에 관계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맥락과 관계,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이 많다는 것이다.

평균과 표준편차가 의미하는 통계적인 의미인 데이터의 중심과 퍼짐을

함께 고려하는 것은 통계적 추론의 구성 요소이며(Ben-Zvi & Garfield,

통계적 추론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생성된 실제적인 맥락과 연결2004),

하여 결과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Wild & Pfannkuch, 1999),

위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

양한 선행연구들의 시도가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평균 또는 표준편.

차의 통계적인 아이디어에 집중하기 위해 해당 통계치를 갖는 데이터 집

합의 결측값 을 역으로 탐구해나가는 과제를 적용하거나(missing value)

실제적인 맥락의 데이터(Delmas & Liu, 2005; Mokros & Russell, 1995),

를 활용한 통계적 문제 해결 과정을 적용한 연구(Shaughnessy,

과제를 해결Ciancetta, Best, & Canada, 2004; Wilkerson & Laina, 2018).

하는 학생들의 평균 또는 표준편차에 대한 이해 유형과 수준을 탐색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Delmas & Liu, 2005; Garcia & Alexandre, 2008;

위와Mokros & Russell, 1995; Turegun, 2011; Watson & Moritz, 2000).

같이 평균과 표준편차 두 개념을 각각 다루는 연구들은 여럿 진행되어

왔지만 데이터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중심과 퍼짐을 모,

두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중심과 퍼짐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

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균과 표준편차(Konold & Pollatsek, 2004).

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과제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모두 다루는 과제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두 개념에 대한 학

생들의 이해의 수준을 밝힌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데이터 집합의,



결측값을 탐색하거나 기존에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차적으로 데이2

터를 분석하는 과제를 설계하여 진행된 연구는 있었으나(Delmas & Liu,

평균과 표준편2005; Mokros & Russell, 1995; Wilkerson & Laina, 2018),

차를 수집하고 이러한 통계치를 갖는 데이터 집합 자체를 구성하는 연구

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편 통계적 개념의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서는 공학적 도구의 적극,

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이경화 외( ,

공학적 도구의 활용을 통해 학생들은 수치적 계산보다는 통계적2021),

개념과 아이디어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기존의 지필 환경보다 통,

계적 개념과 지식을 깊게 이해하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이 된다 손홍찬 이에 따라 공학적 도구( , 2006; Maxara & Biehler, 2006).

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연구 김동제 박용범 이종학 김원경( , , 2001; , , 2011;

들이 이루어졌으나 계산이나 그래프의 도해를 도Ekol & Sinclair, 2016) ,

와주는 용도의 공학적 도구의 사용을 넘어서 공학적 도구 자체가 지닌

특성을 활용하여 지필 환경과는 차별화되는 과제를 설계한 연구는 Ekol

의 연구 외에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연구자는& Sinclair(2016) .

주어진 데이터 집합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는 것이 아닌 주어,

진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데이터 집합을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여 구성

해내는 과제를 개발한다면 앞서 제기된 문제점들과 연구의 공백을 보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또한 단순히 과제를 개발하.

는 것을 넘어서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개념에 대한 이해

수준을 구분하고 각 수준의 특징과 수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힌다면 분석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실제적인 교수학습,

상황에서 교사 지도의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Turegun, 2011; Watson & Moritz, 2000).

그러나 공학적 도구는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가 프로그램을 미리 준비해야 하고 사용법도 지도해야 하는 등 부정

적인 측면도 존재하는데 이종학 김원경 이러한 메타 인지 이동( , , 2011),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는 온라인 환경의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온라인 환경을 활용하면 학생들이 각각 자신이 소유한.

디지털 기기로 해당 공학적 도구가 있는 사이트에 방문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수업 전에 그 사용 방법을 연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온, . ,

라인 환경을 활용하면 이미 구축된 통계 정보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실

제적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며 비대면 수(Wilkerson & Laina, 2018),

업으로 진행되는 경우 익명성과 서면 상호작용의 특성을 활용할 수도 있

다 더(Naidoo & Kopung, 2020; Quinn, Albrecht, Webby, & White, 2015).

불어 년 초 발생한 로 인해 온라인 수업에 대한 관심도가2020 COVID-19

높아져 왔음에도 국내에서 일반학급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참여 상의 특징을 분석한 수학 또는 통계교육 연구는 아직 많

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온라인 수업의 단점으로 여겨지는 수학적.

기호의 입력 미지원의 문제에서(Naidoo & Kopung, 2020; Sun, Xie, &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통계 영역의 특성과 실Anderman, 2018) ,

제적 데이터의 활용 공학적 도구의 손쉬운 사용 등은 통계 교육과 온라,

인 교육의 결합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평균과 표준편차 개념

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실제적인 맥락과 결부될,

수 있는 평균 표준편차와 같은 요약 통계치를 직접 수집하고 이를 만, ,

족하는 데이터 집합을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여 변형하고 구성해내는 과

제를 설계하였다 이후 설계된 과제를 중학교 학년 일반 학급의 정규. 3

수업 시간에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형태로 적용하였으며 과제 해결 과,

정에서 드러나는 학생들의 평균과 표준편차의 이해 수준과 특징에 대해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끝으로 온라인 수업에서 드러난 수업 참여 상의.

특징은 어떠한지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공학적 도구를 활용한 데이터 변형 활동에 참여하는 과1.

정에서 드러나는 학생들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이해 수준은 어떻게

구분되며 각 수준별 특징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공학적 도구를 활용한 데이터 변형 활동에 참여하는 과2.



정에서 드러나는 학생들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이해 수준의 변화 양

상 및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교수학적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온라인으로 진행된 수업에서 드러나는 수업 참여 상의3.

특징은 무엇인가?

제 장 이론적 배경2

제 절 통계적 역량과 통계적 개념1

통계적 역량1.

통계학은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얻는 데이터과학이며 다른 연구 분야,

에 데이터를 다루는 도구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학문이다 우정호( ,

정보 와 데이터 는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 상식화2000). (information) (data)

된 용어이다 통계의 가치는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데에 있다 따. .

라서 데이터와 정보의 개념적 차이를 잘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의미 있,

는 정보를 추출하는 활동이 학교의 통계 학습의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

이영하 최지안 김선희와 강현영 은 개국의 통계 교육과( , , 2008). (2020) 10

정의 분석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의 관찰로부터 데이터가 어떤 특성이 있

는지 규칙성과 관계는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강조해야 하며 데이, ,

터를 맥락과 관련하여 다루며 특히 데이터의 변이성을 분포 형태에 주목

하여 해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학적 전략과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최근에는 통계교육 개선을 위해 데이터 기반 통.

계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의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경화 외.

에서는 통계적 소양 통계적 추리 통계적 문제해결과 더불어 데이(2021) , ,

터 소양 교육을 아우르는 통계교육의 관점을 데이터 기반 통계교육‘ ’

으로 명명하고 그 핵심적인 지향을 확인하고 목표와 과제를 파악하여,



수학과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향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통계.

교육의 지향점이라 할 수 있는 통계적 소양 추론 사고에 대해 구체적, ,

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통계적 소양이란 통계 정보나 연구 결과를 이해하는 데 이용되,

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능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능에는 데이터를 조직.

하고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포함된다, (Ben-Zvi &

현대 정보사회에서는 일상생활과 정치 경제 사업 등 각Garfield, 2004). , ,

분야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확실한 현상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도구로서

통계적 방법이 놀라울 정도로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어 통계적 소양이 현

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우정호 이( , 2000).

를 위해서는 기초적인 통계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와 적용 이상으로 통계

적 추론과 사고가 요구되므로 통계적 소양의 개념은 통계적 추론과 통계

적 사고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탁병주 통계적 소양을( , 2017).

위해서는 통계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외,

에도 다양한 맥락에서 접하는 통계 정보나 데이터와 관련된 주장 또는

확률 통계적 현상들을 해석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과 통계 정보

에 기초하여 토론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강현영 외( , 2014).

통계적 소양에서 중요시하는 비판적 사고 능력과 통계적 의사소통 능력

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련된 여러 기초 지식과

성향에 근거한다 따라서 통계적 소양은 통계 정보가 데이터가 포함된.

다양한 실생활 맥락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통계적 지식과 기능을 활용

하여 해결하는 과정인 통계적 문제해결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길러질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교육이 학교 통계교육에 적절히 녹아들 필요가 있다,

김선희 강현영 탁병주 또한 통계에서 요구하는 비판적 사( , , 2020; , 2017).

고능력은 의심만을 제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제기하여 타인을 납득시키는 능력을 포함한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통계적 지식이 통합될 수 있으며 이러한 통계적 의사소통 활동을,

경험함으로써 학생들은 데이터를 통해 의사소통하는 사람으로 변모할,

수 있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 능력의 함양을 위해 통계적 논증에 따른.



의사소통 활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강현영 송은영 조진우 이경화( , , , ,

강현영 외 이와 같이 통계적 소양에 관한 논의는 매우 활2011; , 2014).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통계 교육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통계적 소양의 함양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통계적 사고란 통계적 개념의 이해나 통계적 기법 등을 사,

용하는 수적인 계산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통계적 처리와 계산의 결과

를 해석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람들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관련된 총체적인 것이다 송선아 이경화( , ,

는 통계적 상황과 맥락적인 상황을 통합2007). Pfannkuch & Wild(2004)

하는 것이 통계적 사고의 기본이 되는 사고 유형 중 하나라고 밝혔는데,

실생활에 대한 정보는 통계치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통계적 지식과 상황

적 지식의 통합은 데이터로부터 실세계에 관하여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종학 김원경 특히 통계지도에서 임의( , , 2011).

로 만들어낸 예는 통계적 사고와 실제 문맥 사이의 진정한 상호작용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계적 태도를 체득시키는데 해가 될 수도 있다

는 점에서 실생활 맥락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우정호 결( , 2000).

정론적 세계관을 취하여 우연 을 무지의 산물로 인식하는 수‘ (chance)’

학과 달리 통계에서는 경험론적 인식론을 바탕으로 우연 현상에 대한 총

체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학문이다 이영하 또한 동일한 데이터를( , 2014).

분석하더라도 종종 서로 다른 그러나 이치에는 모두 맞는 결론에 도달,

할 수 있다 따라서 통계적 사고는 수학적 사고와는 다르게 비결정론적.

인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은성( , 2012).

마지막으로 통계적 추론이란 통계적 아이디어를 통해 추론하고 통계,

적 정보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는 데이터 집합 데이. ,

터의 표현 데이터의 통계적 요약에 기초하여 해석하는 것을 포함한다, .

통계적 추론은 하나의 개념을 다른 개념과 연결시키는 것 예를 들어 중( ,

심과 퍼짐 데이터와 가능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결합시키는 것을 포함),

하기도 한다 통계적 추론은 통계적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

통계적 결과를 완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Ben-zvi &



즉 통계적 사고는 통계적 탐색이 진행된 이유와 방법Garfield, 2004). , ,

그리고 통계적 탐색의 근거가 되는 포괄적 아이디어에 대한 이해를 포함

하는 광의의 개념인데 반해 통계적 추론은 통계적 과정을 설명하고 통,

계적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과 관계되는 협의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서(

민주 탁병주 또한 통계적 추론은 수학적 추론과는 달리 데, 2018; , 2017).

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는 특징을 가지며 또한 문제가 제기된 실질적인 맥

락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게 된다(delMas, 2002; Wild & Pfannkuch, 1999).

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의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에게 통계적 추론을 지

도하기 전에 데이터 분석에 관한 실제적인 경험을 강조하는데 이는 통,

계 실제에 대한 보다 적절한 경험이 됨은 물론 추론 통계를 가르치는 교

수 방법 면으로도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우정호( , 2017).

이와 같은 통계적 소양 사고 추론 역량의 함양이 매우 중요하지만, , ,

이를 위해서는 기초적인 통계적 개념 및 용어에 대한 이해 그리고 통계,

적 의사소통 능력이 갖춰져야 한다 현대사회의 각종 정(Rumsey, 2002).

보들은 숫자와 도표로 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

으로 합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통계 지식과 해석

력을 갖추는 것 또한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영미 박영희 따라서( , , 2006).

통계적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통계적 개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데이터의 분포와 요약2.

이영하와 남주현 은 선행연구들의 제안(2005) (Bakker, 2004; Garfield,

을 토대로 학교 통계 교육에서 다뤄지는2002; Garfield & Ben-Zvi, 2004)

핵심적인 통계적 개념으로 요약 분포 표본을 제안하였다 초등학교와, , .

중학교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수치로 요약하거나 시각화하여 분

포를 파악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표본 개념에,

입각한 통계적 추론에 대한 지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학습하는 통계적 추론을 어려워하는데 그 이유로 고등학,

교 이전 단계에서 표본 개념을 거의 다루고 있지 않으며 통계적 추론의,



바탕이 되는 기본적인 통계적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제시되고

있다 문은혜 이광호 민진원 따라서 표본 개념에 입각한 통( , , 2019; , 2010).

계적 추론을 위해서는 기초적인 통계적 개념들과 다양한 그래프 표현들,

즉 데이터의 분포와 요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영(

하 이은희, , 2011).

먼저 데이터에 내재되어 있는 변이성의 패턴은 분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분포는 데이터 집합을 개별적인 값들의 모임이 아닌 하나의 집,

단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므로 사실(Cobb, 1999; Wild, 2006).

상 분포는 변이성에 대해 추론하는 모든 통계적 방법의 기초가 되며 데,

이터를 볼 때 개별적인 사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분포라는 렌즈를 통해

데이터 집합 전체를 봄으로써 변이성을 바라볼 수 있다 즉 많은 연구자.

들이 학생들이 다양한 분포를 경험함으로써 분포에 대한 추론을 개발하

는 것이 통계적 사고의 향상을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분포가 변이

성을 보는 렌즈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고은성 이경화( , ,

통계는 불확실성과 변화 가능한 것을 기본 현상으로 한다 변화2010). .

가능한 것에서 패턴을 찾기 위해 표본을 선택하고 측정하여 데이터를,

얻는다 데이터를 얻은 후에는 적절한 그래프나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 집합의 패턴과 경향을 분석할 수 있다 이런 분석과정에서 변화. ,

가능한 것에서 패턴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분포의 개념은 중요하다 분포.

는 중심과 퍼짐 등의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분포를 분석하.

는 과정을 통해 데이터의 중심과 퍼짐 등 데이터의 포괄적인 특징을 파,

악할 수 있다 이경화 지은정 이러한 데이터의 분포에 대한 학습( , , 2008).

은 데이터를 조망하는 방식과도 연결된다.

학생들은 통계적 탐구 과정을 경험하는 초기에 데이터 집합을 하나의

실체로 보지 못하고 각각의 데이터를 보거나 그 주변에만 관심을 보이,

며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데이터 집합을 다룰 때 각각의 데이터.

값에 초점을 두거나 데이터 집합을 단지 데이터 값들을 열거한 것으로,

보는 특징을 데이터에 대한 국소적 조망 이(local view or individual view)

라 한다 반면 데이터 집합을 하나의 실체로 고려하는 것은 데이터를. ,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 데이터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

니라 데이터와 다른 값들과의 관련성 상대적인 위치 범위 등을 보는, , ,

것이 그 관점이다 이처럼 데이터 집합을 하나의 실체로 고려하고 다른. ,

데이터 값들과 관련지어 보는 특징을 데이터에 대한 전체적 조망(global

이라 한다view or aggregate view) (Bakker & Gravemeijer, 2004; Konold

데이터를 국소적으로 보는 것에서 하& Higging, 2003; Ciancetta, 2007).

나의 전체적인 실체로 보는 것으로의 전환은 데이터의 변이성을 인식하

고 분포의 특징을 찾아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경화 지은정( , , 2008).

와 는 국소적 조망에서 전체적 조망으로 이끄는 교Ben-Zvi Arcavi(2001)

수학적 전략 중 하나로 데이터 집합에서 특정한 데이터의 변형을 통해,

데이터 전체의 형태를 관찰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포에 대한 개념을 토대로 어떤 현상에 대해 통계적 주장 또

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요약 개념이 필요하다 이때의 요약은 자.

신의 주장과 관련 있어야 하며 요약을 하고자 하는 목적과도 부합되어,

야 한다 즉 합목적성이 있고 타당성 있는 요약이어야 한다 이영하 이은. ( ,

희 통계학에서 데이터 집합의 분포를 요약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 2011).

법은 수치적 요약을 통해 통계량을 구성하는 것이며 수치형 데이터가,

다양하므로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 하나의 수치적 요약을 확인하는 것

이 유용하다 김선희 강현영 데이터의 요약에서 핵심적인 두 가지( , , 2020).

개념으로는 중심을 요약하는 통계치와 퍼짐을 요약하는 통계치를 꼽을

수 있다 한채린 김희정 권오남 두 데이터 집합 이상을 비교할( , , , 2018).

때 그래프만을 사용하여 통계조사 결과를 비교할 수 없을 때 바로 이, ,

러한 통계치들을 사용하여 중심과 퍼짐을 파악할 수 있다 이영하 최지( ,

안 보다 구체적으로 중심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치로는 중앙값, 2008). ,

평균 최빈값 등이 있고 퍼짐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치로는 분산 표준편, , ,

차 범위 사분위수 및 사분위수 범위 등이 있다, , .

통계치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요약하는 경험은 개별로서의 데이터와,

전체로서의 분포를 연결하는 개념이 될 수 있다(Bakker & Gravemeijer,

이러한 측면에서 김선희와 강현영 은 분포 변이성 데이터2004). (2020) , ,



집합 비교 등과 함께 대푯값과 산포도를 지속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한 학년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상에,

서 데이터 집단의 분포를 파악하는 경험과 관련지어 고등학교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영하와.

이은희 는 중학교 학년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산포도 분산 표준편(2011) 3 ( ,

차 의 계산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중학교 학생들의 흥미를 끌기에는)

매우 어렵지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주의를 끌 수 있을 만,

큼 학생들에게 중요성이 부각되는 내용이 교과서와 교육과정 문서에 서

술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즉 산포도는 왜 구해야 하며 그 실용적 가. ,

치가 어떠한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예가 필요하며 구하는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진 숫자이며 그런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가 산포,

도 단원 서술의 핵심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당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의 일을 예측할 때 산포도가 작다는 것 과, ‘ ’

크다는 것 이 예측이 신뢰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경험하는 활동이‘ ’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분포와 요약 개념은 통계 교육에서 깊이 있게 다뤄져야 하지

만 대표적인 개념인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학교 통계 교육은 주어진,

데이터 집합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계적으로 구하는 데에만 초점

을 맞추고 있다 우정호 또한 통계단원의 어느 단원도 외형적으로( , 2000).

는 실생활의 데이터를 인용하기 때문에 그 실용성을 생각하는 듯하지만,

실제적인 합목적적 사용 환경이나 목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통,

계적 개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외시하고 기술적인 방법 위주의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강현영 외 는( , 2014). Ben-Zvi & Garfield(2004)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통계 문제가 맥락에 맞는 적절한 통계적 절차를 선

택하거나 데이터에 기반을 두어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경험을 제공해

야 하는데 단순히 기존의 문제해결 방법을 그대로 모방하고 오직 하나, ,

의 정답을 찾아내는 잘못된 습관을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

였다 즉 학생들은 수학과 통계를 동일시하여 공식에 의존하고 유일한. ,

하나의 정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계는 이론이 아니.



라 실제이기 때문에 강의 중심의 수업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반드시 이

론에 추가하여 실습과 수행을 병행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이와 같은 통계 교수학습 방식은 통계적 이해나 사고를 유발하는 데 한

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상황에서 통계 사용자가 유연성을 갖고 자신의 목

적에 필요한 적절한 데이터와 통계적 방법을 판단할 수 없게 된다 강현(

영 외 종합하면 학교 통계 교육에서의 분포와 요약은 주어진 데, 2014). ,

이터를 소재로 대체로 요약 통계치를 계산하는 절차와 그래프를 도해하

는 기술적인 측면에만 치우쳐왔으며 구체적인 실제적 문제 상황을 통한,

지도가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통계적 사고의 힘과 본질

에 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정호 는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와 모델과의(2000)

대화를 포함한 실제적인 통계를 학생들이 사용하여야 하며 현재와 같이,

기존의 데이터 정리 기법이나 통계학의 수학적 이론을 제시하는 것을 넘

어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이터 처리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

하였다 또한 중학교 수학에서는 다뤄야 할 데이터 분석 방법으로 시각.

화한 데이터의 전체적인 형태와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통계적 요약치에

주목하여 중심과 퍼짐을 알아봄으로써 전체적인 패턴을 기술하고 특이,

점 틈 또는 군집 등에 주목하여 전체적인 패턴으로부터의 현저한 이탈,

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발견된 특성을 문.

제의 맥락에 비추어 해석하여 개연적인 설명을 하는 경험이 필요함도 주

장하였는데 이처럼 데이터를 다루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관련,

된 통계적 개념 및 도구에 대한 지식과 그것을 선택하여 해석하는 판단

력을 기를 수 있다고 하였다 강현영 외 에서는 실생활 문제를 해결. (2014)

하는 통계적 문제 해결 과정이라는 맥락에서 데이터의 수집 분석 해석, ,

과 관련된 통계 내용 요소를 학습하고 경험함과 더불어 통계 정보에 대

해 토론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

하였다 또한 형식적인 계산 절차 및 그래프 도해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공학적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평균이나 표준편차와 같

은 중심과 퍼짐을 요약하는 통계치를 계산하고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적 그래프를 생성하는 경험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하였다 이와 유사.

하게 보고서 와 에서도 통GAISE (Bargagliotti et al., 2020) NCTM(2000)Ⅱ

계 영역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실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나 공학적 도구를 활용한 통계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제안에 따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데이터의 요약에 대한 이해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분포에 대한 학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과제를 개발하여 적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선행연구들,

에서 제안한 공학적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개.

발한 과제의 콘텐츠는 데이터의 중심과 퍼짐을 요약하는 대표적인 통계

치인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학습이며 그 방식은 공학적 도구를 활용,

한 것이다 따라서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다룬 선행.

연구 및 통계 교육에서 공학적 도구를 활용한 선행 연구들에 대한 분석

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3.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통계적 개념인 평균과 표준편차

는 각각 데이터의 중심과 퍼짐을 요약하는 통계치로 데이터의 요약 개,

념을 대표하는 통계적 개념이다 이에 따라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학.

생들의 이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에서는 데이터와 평균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학생Mokros & Russell(1995)

들의 이해도를 살펴보기 위해 주어진 평균을 만족하는 개의 데이터로9

이루어진 데이터 집합을 구성하는 과제를 학년부터 학년 학생에게 제4 8

시하였다 단순히 평균을 계산해내는 것이 아닌 데이터 집합을 구성하는.

과제였기에 학생들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과제,

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들의 평균에 대한 이해 유형을 대.

푯값으로서의 평균을 고려한 유형과 합리적인 대푯값 중앙값 균형점으( , ,

로서의 평균 그렇지 않은 유형 최빈값 산술적 알고리즘의 계산으로서), ( ,



의 평균 으로 구분할 수 있었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평균을 단순히 가장) ,

많은 데이터의 값이나 데이터의 총합을 개수로 나눈 값이 아닌 데이터

집합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됨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와 유사하게.

또한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균이 주어졌을 때 결측값을Cai(1998) 6 ,

찾는 과제를 제시하고 그들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평균을 계. ,

산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학생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의

학생들만이 과제를 해결하였는데 이에 따라 연구자는 평균에 대한 개념,

적 이해가 비단 평균을 계산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집합을

기술하고 파악하기 위한 통계적 아이디어에 대한 이해 또한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는 다양한 형태의 히스토그램을 학생들에게, Delmas & Liu(2005)

조작해보게끔 제시하고 평균과 각 계급의 도수가 표준편차의 값을 어떻,

게 결정할 수 있는지 학습하도록 하였다 이후 두 히스토그램을 보여주.

고 표준편차의 크기를 비교하는 개의 평가 과제를 학생들에게 제공하10

였다 연구 결과 소수의 학생만이 데이터와 평균 표준편차와의 관계를. ,

명확히 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지만 낮은 표준편차를 갖기 위해서.

는 다수의 데이터가 평균을 중심으로 군집해야 한다는 것과 큰 표준편차

를 갖기 위해서는 다수의 데이터가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한다는

사실은 다수의 학생들이 이해하였고 과제가 진행됨에 따라 이해의 정도,

역시 점점 발전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

탕으로 연구자는 표준편차를 단순히 계산하는 것이 아닌 히스토그램과

같은 데이터의 분포를 통해 표준편차 개념의 이해를 유도하는 과제가 데

이터의 요약과 분포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학생들의 평균 또는 표준편차에 대한 이해의 유형을

파악하거나 교수학적으로 의미 있는 과제나 전략을 제시한 연구도 있었

지만 학생들의 이해 수준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 또한 이루어졌다 이러, .

한 연구들에서는 주로 분류법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평균 또는 표SOLO

준편차에 대한 이해 수준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인지 발달 설명 모델인 SOLO(the Structure of the Observed Learning



분류법은 가 개발한 반응의 범주체계로서Outcome) Biggs & Collis(1982)

지적 발달의 어떤 특정 단계를 나타낼 필요 없이 하나의 현상 그 자체로

학습자의 반응 구조를 서술한다 분류법을 활용하면 학습자의 반. SOLO

응에 따라 단계의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수준은 다음과5 ,

같다 첫째 전구조적 반응 이다 이 수준의 학. , (Prestructural Response, P) .

습자는 종종 상황의 부적절한 양식에 의해 교란되거나 질문에서 그 기,

능 양식의 적절한 측면을 사용하지 못한다 둘째 단일 구조적 반응. ,

이다 이 수준의 학습자는 문제에 초점을 맞(Unistructural Response, U) .

추지만 단 하나의 적절한 데이터만 사용한다 셋째 다중 구조적 반응. ,

이다 이 수준의 학습자는 데이터들 사이의(Multistructural Response, M) .

어떠한 관련성도 알지 못한 채 둘 또는 그 이상의 데이터들을 이용하는

데 보통 순서적으로 하나씩 사용됨을 보여준다 통합은 전혀 일어나지, .

않는다 넷째 관계적 반응 이다 이 수준의 학습. , (Relational Response, R) .

자는 모든 유용한 데이터를 전체의 모자이크를 조립하듯이 통합하여 이

용할 수 있다 통합된 전체는 기존 체계 안에서 모순 없이 일관성 있는.

구조를 이루게 된다 다섯째 확대 추상화 반응. , (Extended Abstract

이다 이 수준의 학습자는 새롭고 추상적인 특징으로부터Response, A) .

일반화할 수 있으며 현재 양식의 데이터를 추월하여 전체 과정을 하나,

의 새로운 기능 양식의 추론을 확장하여 가져간다 류성림( , 2000).

특정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학생들의 반응은 이처럼 단5

계의 반응 수준에 따라 구분되며 각 수준의 중간 단계의 과도기 수준이,

추가되거나 일부 수준이 제외되어 구성되기도 한다(Garcia & Alexandre,

또한 은 수준의 변화 영향을 미치는 교수학적2008). Biggs & Collis(1991)

요인으로 이전 수준의 성과 작업 기억력의 발달 교사와 동료 학생들과, ,

의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적 지원 문제 상황에서 경험하는 인지적 갈등,

등을 제시하였다.

분류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통계적 개념에 대한 이해 수준을SOLO

다룬 연구로 와 의 연구가 있다 먼, Watson & Moritz(2000) Turegun(2011) .

저 는 평균과 관련한 다양한 유형의 과제를 제시Watson & Moritz(2000)



하고 이를 해결하는 학생들의 반응을 분석해 평균에 대한 이해 수준을

표 과 같이 단계의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1> 6 .Ⅱ

수준 특징

전구조적(P)
일상적 의미의 평균에 대한 용어도 사용하지 않음.

주어진 상황에 대해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이야기를 함.

단일 구조적(U)

보통 과 같은 평균의 일상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함(normal) .

주어진 상황에 대한 답변을 뒷밭침하기 위해 사실에 입각하지 않

은 아이디어를 종종 사용함.

더한다는 일상적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지만 계산적인 의미에서,

사용한 것은 아님.

복잡한 질문에 대해 진전이 없음.

다중 구조적(M)

간단한 상황에서 평균을 설명하기 위해 최다의 중간의(most),

더해서 나누는 알고리즘을 포함한 최소한 하나 이상의(median),

종종 둘 셋까지도 아이디어를 사용함( , ) .

복잡한 질문에서는 이러한 아이디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해,

결책을 위한 아주 조금의 진전만 있음.

가끔 잘못된 평균의 계산 및 최빈값의 아이디어와의 충돌을 인정

함.

관계적(R)

간단한 상황에서 평균을 설명하기 위해 더해서 나누는 알고리즘

을 사용하며 추가적으로 대부분의 중간 의 아이디, (most), (median)

어를 사용하기도 함.

종종 평균의 대표성 예측 추정 전체 데이터 집합의 대표 과 관( , , )

련된 아이디어를 표현함.

평균이나 평균의 대체 개념으로 제공되는 최빈값 을 참조하(mode)

여 데이터 분포의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음.

평균을 알고 있지만 복잡한 맥락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음, .

평균 보다는 시각적인 특징을 사용하여 그래프에 표시된 데이터

집합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음.

확대 추상화1

(A1)

단계의 수준의 특징에 추가적으로 평균에 대한 이해를 적용하R

여 합계를 결정하거나 가중평균 알고리즘을 직접적으로 적용함, .

그러나 둘 다 진행하지는 못함.

평균과 관련된 데이터 분포를 설명하기 위해 대부분 의 개(most)

념을 참조하는 경우가 적음.

확대 추상화2

(A2)

단계의 수준의 특징에 추가적으로 평균에 대한 이해를 적용하R

여 총계를 결정함.

표 평균에 대한 이해 수준과 그 특징< -1> (Watson & Moritz, 2000)Ⅱ



또한 의 연구에서는 산포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유형의Turegun(2011)

과제를 제시하였고 이를 해결하는 학생들의 반응을 분석해 산포도에 대,

한 이해 수준을 표 과 같이 가지의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2> 5 .Ⅱ

이와 같이 평균과 표준편차 산포도 와 관련된 학생들의 이해의 유형과( )

수준을 구분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나 두 개념을 분리하지 않고 동시에,

다루는 과제를 제시하여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이해 수준을 구분한 연

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데이터의 중심과 퍼짐은 분포를 파악하는 측.

면에서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요약과 관련된 핵심,

적인 두 개념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과제를 설계하고 이를 해결하는 학

생들의 이해 수준을 밝히는 시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가중 평균 문제를 계산에 의해 해결하는데 가중 평균의 부적절,

한 계산이 비정상적인 결과를 도출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해 비례,

추론으로 되돌림.

평균과 관련된 데이터 분포를 설명하기 위해 대부분 의 개(most)

념을 참조함

평균을 사용하여 그래프에 표시된 데이터 집합을 비교함.

수준 특징

전구조적(P)
용어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여 관련 없는 정보를 이야기하거나,

불필요한 유의어를 반복함.

단일 구조적(U)
퍼짐 개념과 관련한 통계치들을 연결하지 못하고 특정 산포도의,

계산에 대한 논의 설명 정의에만 초점을 맞춤, , .

다중 구조적(M)

정의와 설명뿐만 아니라 범위와 표준편차 사분위수가 모두 데이, ,

터 집합의 산포도로 사용된다는 개념을 불확실하게 이해하고 이,

러한 산포도들 간의 유사성 차이점 연결성에 대해 일부 언급함, , .

관계적(R)
산포도들 간의 유사성 및 차이점 외에도 산포도를 평균과 중앙,

값 특이 값과 연결 지어 산포도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음, .

확대 추상화(A)

위의 수준에서 보인 특징뿐만 아니라 한쪽으로 편향된 분포의,

경우에도 어떤 산포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일반화 할 수

있음.

표 산포도에 대한 이해 수준과 그 특징< -2> (Turegun, 2011)Ⅱ



제 절 기술을 활용한 통계 교수 학습2 ·

공학적 도구를 활용한 통계 교수 학습1. ·

기술의 발달로 인한 계산력과 그래픽 기능의 증대는 데이터를 표현하

고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의 등장에 기여하였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로.

다량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우정호 공학적 도구( , 2000).

를 활용한 실험 활동은 수학이 지닌 연역적이고 형식적인 형태를 경험적

이고 귀납적인 형태로 바꾸고 역동적이고 발견적인 수학의 한 측면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수학 교육에서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있

다 특히 통계를 학습할 때 학생들이 통계적 지식을 발견하고 추측하며. ,

탐구하고 정당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표 차트 그래프와, ,

함께 복잡한 계산을 필요로 하는데 공학적 도구의 활용은 이를 적극적,

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종학 김원경 공학적 도구의 활용을 통해( , , 2011).

학생들은 수치적 계산보다는 통계적 개념과 아이디어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기존의 지필 환경보다 통계적 개념과 지식을 깊게 이해하고, ․

폭넓게 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된다 손홍찬( , 2006; Maxara &

또한 학생들에게 계산이 아닌 분석을 요구하는 활동 시간Biehler, 2006).

이 많아지면서 협업에 따른 의사소통의 기회가 늘고 자신의 오개념 등을

수정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강현영 외 특히 빅 데이터의 등장으( , 2014).

로 인해 통계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가 매

우 넓어졌기 때문에 데이터의 중심과 퍼짐을 요약하는 대푯값과 산포도,

의 계산은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여 처리하고 학생들이 통계적 문제 해,

결의 목적과 데이터의 맥락에 주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이경화 외( , 2021).

그러나 현재 학교 통계 교육에서 공학적 도구의 활용은 통계적 문제해

결을 위해 자연스럽게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닌 인위적인 예,

를 이용하여 특정 공학적 도구의 기능을 익히는 수준에서 그치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공학적 도구에 대한 개개인의 접근성이 다르다는 점을 고.



려해야 하므로 특정 공학적 도구의 기능을 익히는 수준이 아니라 통계,

적 문제해결 과정에서 여건에 맞는 공학적 도구를 유연하게 활용하는 능

력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경화 외 따라서 공학적 도구가( , 2021).

학생들의 학습을 향상시키는 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통계 교육에서 공학적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연구.

로는 이종학과 김원경 의 연구가 있다(2011), Ekol & Sinclair(2016) .

먼저 이종학과 김원경 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스(2011)

프레드시트를 활용한 수업을 설계 및 적용하여 사전 사후 평가의 결과를/

양적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한 수업에 참여한 학. ,

생들은 기존의 교과서 중심의 전통적인 수업에 참여했을 때 보다 통계,

적 사고와 태도를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에 따라.

스프레드시트와 같은 공학적 도구의 활용이 복잡하고 지루한 계산보다는

원리와 개념 이해에 보다 많은 학습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에서는 대학 통계 수업에서 데이터의. Ekol & Sinclair(2016)

분포를 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데이터의,

분포 변화에 따라 평균과 표준편차의 변화를 추론하는 과제를 설계 및

적용하였다 과제를 해결하는 학생들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은. ,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기 위해 공식을 사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두 개

념 사이의 연결성을 발견하게 되었고 두 통계치가 갖는 본질적인 통계,

적 의미에 대해 사고하며 데이터 집합을 변이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

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즉 공학적 도구의 사용이 평균과 표준편차 개념.

에 대한 이해도를 발전시킴과 더불어 계산 절차 이면에 있는 두 개념 사

이의 관계를 파악하게 할 수 있음을 확인한 연구였다 특히 이 연구의.

경우 기존의 공학적 도구를 활용한 통계 교육 연구들이 계산과 시각화,

를 대신하는 수준의 활용 즉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공학적,

도구의 속성을 활용한 독창적인 과제를 설계하고 이를 적용하여 새로운

교수학습 전략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가치가 있다 위의 두 연구의 공통.

점은 공학적 도구의 활용을 통해 통계치의 계산보다는 통계적 사고 통,

계치가 지닌 개념적 본질을 학습하는데 주안점을 둘 수 있었으며 결과적



으로 통계적 사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 볼 수 있

다.

한편 공학적 도구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 사용법을 익히는 데, ,

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등 메타 인지적 이동이라는 부정적인 측면

도 존재하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어왔다 이종학 김원경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논의에 따라 본( , , 2011).

연구에서는 의 연구에서 개발한 과제처럼 공학적 도Ekol & Sinclair(2016)

구를 편의성 측면에만 국한하지 않고 그 자체의 속성을 활용하여 지필,

환경에서는 진행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과제를 개발하였으며 메타,

인지적 이동을 예방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공학적 도구를 손쉽게 활용

하기 위해 온라인 환경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온라인 통계 교수 학습2. ·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 환경과 기술을 교육에 적용하고

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면서 온라인 학습 이라는 새로, (online learning)

운 교육 방법이 등장하였다 온라인 학습은 원격 학습(Harasim, 2000).

이러닝 등과 더불어 기술을 교육에 적용(distance learning), (e-learning)

하는 대표적인 개념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학습 방법들.

에 대한 정의는 연구들마다 혼재되어 사용되었는데 예를 들면 일부 연,

구에서는 온라인 학습과 이러닝이 전자기기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온라인 학습을 이러닝,

의 하위 요소로 보아 인터넷 기술을 사용한 이러닝으로 정의하기도 하,

였다 또한 온라인 학습과 관련된 편의 연구들을 체계적(Lee, 2017). 151

문헌 고찰한 의 연구에 따르면 가지의 서로Singh & Thurman(2019) , 46

다른 온라인 학습에 대한 정의를 사용하여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기도 하였으며 에 따르면, Moore, Dickson-Deane, & Galyen(2011)

연구자들의 온라인 학습 원격 학습 이러닝에 대한 인식도 매우 다양한, ,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온라인 학습에 대한 정의의 단일화보다는 각.



연구에서 바라보는 온라인 학습의 구성 요소 교수학습의 참여자 사용되( ,

는 기술 시공간적 환경 등 들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 )

이 제기되었다(Moore et al., 2011; Singh & Thurman, 2019).

한편 사태 이후 교육 현장에서는 방역 상황에 따라 대면과, COVID-19

비대면 수업이 번갈아가며 이루어지고 있다 비대면 수업의 경우 교수자.

가 화상회의 등을 이용하여 동시적으로 학습자와 상호작용하며 진행하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과 학습 콘텐츠를 과제로 제시하여 학습자가 자기주,

도적으로 해결하는 과제 제시형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비대면 수업에,

서 사용되었던 온라인 기술이 학습 주제에 따라 대면 수업에서도 사용되

고 있다 계보경 김혜숙 이용상 김상운 손정은 백송이 즉 시( , , , , , & , 2020).

공간적 환경과 교수자의 개입 여부에 관계없이 온라인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실제적 활용 사례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

기술 의 활용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대면 비대면 동시적 비동시적 환’ , - , -

경 학습 상황에서의 교수자의 포함 여부에 상관없이 온라인 기술을 활,

용한 교수 학습을 온라인 교수 학습 온라인 수업 으로 보았다· · ( ) .

수학 및 통계 교수 학습에 사용되는 온라인 기술들은 교육을 목적으·

로 개발된 것도 있으며 교육뿐만 아니라 기업 등에서 범용적인 사용을,

위해 개발된 기술을 교육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

서 국내외에서 개발된 다양한 기술들을 교수학습에 활용하였다 예를 들.

면 예 블로그 페이스북 등 질의응답이 가능한 포럼, SNS( : , ), ,

학습 관리 시스템 예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 : Moodle,

실시간 협업 지원 플랫폼 예Google Classroom, Microsoft Teams), ( :

문서 콘텐츠 제공 플랫폼 예Padlet, Wiki, Google ), ( : Khan Academy,

온라인 평가 및 과제 제출시스템 등이 있다 보다 통Podcast, Youtube), .

계교육에 초점을 맞춘 기술로는 스프레드시트 웹 기반 통계치Google ,

계산 프로그램 통계 분석 프로그램 예 통그라미 이지통계 등이 있다, ( : , ) .

이러한 온라인 기술이 교육에서 활용됨에 따라 온라인 기술이 지닌 다

양한 어포던스 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포던스란(affordance) .

에 의해 주창된 개념으로 행동유도성을 의미하며 도구 기Gibson(1979) , ,



술 환경과 같은 특정한 객체 가 행위자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속, (object)

성이라고 볼 수 있다 수학교육에서 어포던스는 도구 기술 가 어떻게 학. ( )

습자의 행위 및 사고를 유발시키고 강화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개념으,

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도구 기술 가 지닌 행위 유발의 잠, ( )

재성 또는 가능성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온라인 기술(Hollebrands, 2007).

과 수학 및 통계 교육이 결합된 선행 연구들을 분석해본 결과 수학 통, -

계 교육에서 온라인 기술이 지닌 어포던스를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

볼 수 있었다.

첫 번째 어포던스는 시공간적 유연성을 갖는 상호작용과 학습이다 온.

라인 기술을 활용한 수업에서의 의사소통을 시간적 측면으로 구별하면

동시적 의사소통과 비동시적 의사소통으로(synchronous) (asynchronous)

나눌 수 있다 동시적 의사소통은 인스턴스 메신저나 화상회의 등을 통.

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며 비동시적 의사소통은 게시글이,

나 댓글 등을 통해 시간차를 두고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방식이다(Hodges

동시적 의사소통의 경우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 Hunger, 2011).

에 대면 상호작용과 유사하게 몰입도 있는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또한.

고정된 수업 시간 외에도 참여자들끼리 사전에 약속만 된다면 다양한 시

간대에 학습을 이어갈 수 있어 학습 시간의 확장 역시 이루어질 수 있,

다 반면 비동시적 의사소통의 경우에는 다수의 참여자가 특정 시간대를.

약속하지 않아도 개인이 선택한 시간에 언제든지 상호작용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고정된 시간대에 학습할 수 없는 참여.

자에게도 충분한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Hollebrands & Lee, 2020).

이를테면 교통이 불편한 도서 지역에 거주하거나 병원에 입원해 있는, ,

학습자들에게도 학습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Hollebrands & Lee, 2020;

Lowrie & Jorgensen, 2012).

두 번째 어포던스는 개인화된 수학 학습 기회 제공이다 비동시적 교.

수 학습이 가능한 온라인 환경에서 학습자는 필요에 따라 수학 학습 콘·

텐츠를 일시중지하거나 되감기하여 이해할 때까지 학습할 수 있다(Muir,

또한 동일한 주제에 대해 학습자가 제출한 과제에 따라 점점 복2014).



잡해지는 과제를 제시하여 심층적인 학습을 도모하거나(Mart nez,í

수학 성취도가 낮은 학생Gu ez, Zamora, Bustos, & Rodr guez, 2020),íñ í

에게는 성공적인 수업 이수를 위해 필요한 사전 지식을 강화하는 과제를

제공하여 학습 부진 학생을 도울 수도 있다(Babaali & Gonzalez, 2015).

이외에도 제출한 과제 또는 응답에 따라 교사가 댓글 등을 통해 로1:1

피드백을 제시할 수 있으며 평가 플랫폼의 활용을 통해 교수자의 개입,

없이도 자동으로 학습자에게 피드백을 주고 학습 결과를 교수자가 손쉽

게 파악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

지 스스로 깨닫고 개선할 수 있으며 교수자는 학습자의 수학적 개념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파악하여 적절한 스캐폴딩을 제공할 수 있다(Martin,

는Polly, Wang, Lambert, & Pugalee, 2016). Engelbrecht & Harding(2002)

이러한 개인화된 학습 기회를 토대로 대면 환경의 학습자보다 온라인 환

경의 학습자가 수학적으로 더 성숙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주장하였다.

세 번째 어포던스는 다양한 자원 및 높은 기술적 접근성을 활용한 학

습 지원이다 온라인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오디오 비디오 애니메이션. , ,

을 포함한 미디어 자료와 온라인상에서 구할 수 있는 방대한 정보 웹,

기반 소프트웨어 등의 다양한 도구를 수학 교수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온라인 학습(Engelbrecht & Harding, 2005; Hollebrands & Lee, 2020).

자료는 기존의 서면 교과서와 달리 언어 이미지 기호를 연결하고 조합하- -

여 하나의 페이지에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한 개념에 대한 설명 또는,

문제 해결 방법에 다양한 표현들이 사용될 수 있어 학생들의 수학적 이

해를 도울 수 있다(O’Halloran et al., 2018; Pinto & Schubring, 2018).

이러한 학습 기회들은 대면 수업 환경에서도 제공될 수 있으나 교사 주,

도의 활용이 아닌 학습자 중심의 활용을 위해서는 컴퓨터실과 같은 공간

과 각각의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작업이 필요하였다 이와 같.

은 낮은 기술적 접근성은 일선 학교에서 기술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할

때 겪는 어려움으로 지적되어 왔다(Roberts & V nsk , 2011; Shih, Kuo,ä ä

그러나 온라인 기술을 활용하면 별도의 사전 준비 없이도& Liu, 2012).

학습자가 온라인 접속이 가능한 자신들의 컴퓨터 및 휴대폰 등을 통해



다양한 학습 자원과 온라인 기반 소프트웨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교사가 수업에서 사용할(M ndez, Villavicencio, & Mart nez, 2017).é í

자료를 온라인상에서 공유하여 학습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기

존 오프라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던 기술 활용 교수 학습과 차별되는 점·

이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상에 존재하(Borba, Chiari, & de Almeida, 2018).

는 다양한 정보와 실제적인 통계 데이터 역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통해 서면 자료만(Orey & Rosa, 2018; Wilkerson & Laina, 2018),

으로는 실현하기 어려운 생생한 상황 학습 과(Hollebrands & Lee, 2020)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데이터 수집부터 문제 설정 과정까지 참여하는 모

델링 수업 의 구현이 가능하게(Borba, 2009; Maltempi & Malheiros, 2010)

된다.

네 번째 어포던스는 협업에 의한 학습 기회 제공이다 온라인 기술을.

활용하면 교수 학습 활동의 참여자들은 문서 과 같은 웹· Google , Padlet

기반 공동 협업 도구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과제 해결을 위한 공동 작

업을 언제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협업 과정에서 학습자는 다.

양한 의견을 가진 동료들 및 교수자와 상호작용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수학적 토론 과정을 통해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자,

신의 의견을 수학적으로 정당화하고 수학적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또한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수업에서는 주로 교수(Borba, 2009).

자가 특정 템플릿을 만들어 학습자에게 제공하여 교수 학습이 이루어졌·

지만 온라인 기술을 활용하면 교사뿐만 아니라 학습자 역시 본인이 제,

작한 애플릿 을 공유하여 동료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는 다양(applet) .

한 예시가 요구되는 과제를 해결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Borba, Chiari,

& de Almeida, 2018).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어포던스는 서면 상호작용 방식에 따른 수학적

사고 및 자신감 촉진이다 온라인 환경에서 참여자 간 또는 참여자와 콘.

텐츠 간의 수학적 상호작용은 다양한 방식과 표현을 통해 이루어진다.

의사소통을 수학적 사고의 일부로 보는 의 관점을 취한다면Sfard(2008) ,

수학적 사고의 표현 형태가 달라짐에 따라 수학적 지식의 생산 형태 역



시 변화될 수 있다 온라인 환경과(Borba, Chiari, & de Almeida, 2018).

오프라인 환경의 상호작용은 방식 측면에서 비교될 수 있는데 화상 회,

의 등을 통해 구어 로 상호작용하는 방식과 채팅과 같(spoken language)

은 문어 를 통해 서면 으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으(written language) (written)

로 나눌 수 있다 구어로 상호작용하는 방식 또한 온라인 환경에서 사용.

될 수 있지만 이 방식은 대면 상호작용과 큰 차이를 갖지는 않는다 반, .

면 서면으로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학습자는 대면 상황보다 더 많은 시

간을 투자하여 글 또는 도식으로 자신의 사고를 표현하게 된다 이때 학.

습자는 다양한 의미를 담은 도식과 글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

서 대면 상황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했던 수학적 사고의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상호작용이 기록됨에 따라 문제 해결 과정을 시각적으로 관찰.

할 수 있으며 이는 동료와 공동으로 작업할 때 문제 해결 과정의 추가,

적인 형성과 활용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다 더불어 기록된 유의미한 문.

제 해결 과정은 이후 제시되는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 과정의 개선 및 공식화 의 점진적인 발, (formalization)

전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질문에 대한 답을 즉각적으(Schreiber, 2013).

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수학적 자신감과 같은 정서적인 부분도 향

상될 수 있다(Quinn et al., 2015).



제 장 연구 방법3

제 절 연구 참여자1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중학교 학년의 두 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Y 3

들을 대상으로 정규 수업 시간에 진행되었다.1) 학생들의 성적은 다양하

게 분포하나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이며 연구 참여 당시 년, (2020 12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중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상태였다21 2021 1 6 ) .

수업은 경력 년의 교사이자 해당 학생들을 개월간 지도한 본 연구자가5 6

진행하였다 이하에서 언급되는 교사는 본 연구자를 지칭한다 학기 말. .

에 일반 학급을 대상으로 진행된 원격 수업이었기 때문에 교사의 적극,

적인 상호작용 유도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었으며 반,

응이 있더라도 교수학적으로 유의미한 반응이 아니어서 수준을 분류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했다 또한 로 인해 결석한 학생들도 일부. COVID-19

존재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수업에서 절반 이상의 과제에 유.

의미한 반응을 보인 명의 학생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25 .

제 절 연구 절차2

문헌분석 이경화 외( , 2021; Ben-Zvi & Arcavi, 2001; Ekol & Sinclair,

2016; Garcia & Alexandre, 2008; Turegen, 2011; Watson & Moritz, 2000)

과 수학교육 전문가 인 박사 학위 보유 과 여러 차례에 걸친 사전협의1 ( )

회를 통해 함께 온라인 수학 수업을 설계하였으며 차시별 활동지 교수, , ‧

학습 지도안 등의 자료를 미리 확인하였다 수업 후 진행된 사후 협의회.

에서는 수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른 결과를 다음 차시,

수업의 학습 활동을 수정하고 교사의 발문을 준비하는 데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절차는 표 과 같다< -1> .Ⅲ

1) 수업은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 진행하였다(IRB No.

2012/002-021).



기간 연구 내용

2020.9.~2020.11. 선행 연구 검토 및 연구 설계

2020.11.~2020.12. 연구 참여자 선정 및 과제 개발

2020.12.~2021.1. 수업 실시

2021.2.~2021.6. 자료 수집 및 분석 대상 자료 선정

2021.7.~2021.12. 결과 분석

표 연구 절차< -1>Ⅲ

제 절 수업 및 과제 설계3

온라인 수업에서 상호작용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온라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수업 형태로 프로젝트 수업이 제안되어 왔다(Borba, 2009;

더불어 장기화된 비대면 수업으로 학생들의 수업 참여 동Hargis, 2005). ,

기가 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사와 수학교육 전문가는 학생들과 밀

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소재를 수업의 주제로 선정하여 학생들의 수업

참여 동기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

서는 졸업생이 들려주는 고등학교 선택 방법을 주제로 고등학교 입시,

원서 작성을 막 끝낸 학생들의 상황과 관련된 현실성 높은 과제를 이용

한 통계적 문제 해결 과정이 포함된 프로젝트 수업을 설계하였다.

교사는 학교에서 노트북과 태블릿을 이용하여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였

고 학생들은 각자의 집에서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기기 주로 노트북 를, ( )

이용하여 해당 수업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수업은. Google Classroom,

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Zoom, Padlet

형태로 진행되었다 은 중학교에서 사용되는 로. Google Classroom Y LMS ,

교사는 을 통해 학생들에게 매 수업 시간에 진행될 내Google Classroom

용을 안내하고 활동지를 제공하였으며 학생들에게 각자의 활동 결과물,

을 캡처하거나 사진 찍어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도 하였다 은 실시. Zoom

간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교사가 전반적인 수업을 이끄는 데 사용되었,



다 은 실시간 협업을 위한 웹 기반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템플릿을. Padlet

활용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수업에서는 활동 자료를 누적해서 기록할,

수 있는 템플릿은 학생들의 개인 및 모둠 활동지로 채팅을 할 수 있는,

템플릿은 모둠 내 상호작용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다 즉 학생들 간의,

모든 상호작용은 의 채팅 템플릿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그림Padlet ([ Ⅲ

참조-1] ).

과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통계치 평균 표준편차 의 계산 기능을 지( , )

원하는 웹 기반 프로그램 통그라미 등을 활용하였으며 포털 사이트를, ,

통한 자료 수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매체의 활용은.

온라인 수업의 특징인 다양한 온라인 자원의 활용 가능성을 반영하기 위

함이다 로 인해 학생들은 년간 대부분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COVID-19 1

참여하였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

다양한 온라인 자원의 활용 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익명 수업 참여와,

서면 상호작용과 같은 온라인 수업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을 반영한 수

업을 설계하였다 익명화된 상호작용을 위해 학생들은 물개 나. ‘ ’, ‘

그림[ -Ⅲ 1 의 채팅 템플릿을 활용한 상호작용] Padlet



비 와 같은 별명으로 수업에 참여하였다 교사는 익명 참여에 따른 학’ .

생들의 돌발 행동을 차단하기 위해 학생의 별명과 실명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었지만 학생을 별명으로 호명하여 학생들끼리는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익명성 보장을 위해 학생들은 비디오와 오디오를.

켜지 않고 에 접속하였으며 질문을 비롯한 모든 상호작용은 채팅Zoom ,

을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 참여하고 상호작용이. ,

서면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온라인 수업에서의 참여 상의 특징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그림 수업에서 활용된 과제[ -2]Ⅲ



본 연구에서 제시된 과제의 형태는 그림 와 같다 과제의 목표는[ -2] .Ⅲ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주변 고등학교 네 곳의 실제 성적을 수집

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한 뒤 학생 각자의 성향에 맞는 고등학교를 선택,

하기 위한 방법을 도출해내는 것이다 학생들은 년 뒤 고등학생이 된. 1

미래 상황을 가정하고 후배들에게 통계적 지식을 활용하여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방법을 설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학생들은 인터넷에 공.

개된 네 학교의 성적 데이터 평균 표준편차 성취도별 분포 비율 를 수( , , )

집하고 이를 만족하는 데이터 집합을 구성하는 활동에 참여하였다 데, .

이터 집합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세부적인 데이터를 변형해보

고 데이터의 변형에 따른 통계치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구, .

성된 데이터 집합을 다양한 그래프로 나타낸 뒤 데이터 분포의 특성을,

파악해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 과제는 고등학교 입.

시 원서를 막 작성한 학생들의 상황과 관련된 현실성 높은 과제였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이 지원한 고등학교의 성적을 조사하는 모둠에

배정되어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제 맥락의 현실성은 학생들의 수.

업 참여 동기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었다.

구체적인 수업은 표 와 같이 진행되었으며 한 차시 당 분씩< -2> , 40Ⅲ

총 차시로 진행되었다 수업은 차시로 진행되었으나 보다 상세한11 . 11 ,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차시부터 차시까지 이루어진 데이터 집합2 3

구성 및 변형 활동에서 드러난 학생들의 반응만을 분석하였다 차시부. 4

터 차시까지의 수업은 추후 탐색적 자료 분석과 관련한 후속 연구로11

진행할 계획이다 분석 대상을 전체 수업이 아닌 두 차시의 수업으로 제.

한하였기 때문에 이하에서 지칭하는 수업은 차시와 차시의 수업을 의, 2 3

미한다 차시의 수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차시 수업을 포함한 세. 2, 3 1

차시의 수업의 진행 과정을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차시 수업에서 시작되고 학생들은 과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 뒤1 ,

학교 알리미 사이트2)를 이용해 자신이 속한 모둠이 조사하고자 하는 고

등학교의 학년 학기 수학 학업성취사항에 관한 실제적 통계치 학년 및1 1 (

2) https://www.schoolinfo.go.kr



학기별 각 과목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성취도별 분포 비율 를 수집한, , )

다 이 때 수집된 자료는 그림 과 같이 학급 활동지 에 정리. [ -3] PadletⅢ

하였다. 이때 평균과 표준편차는 해당 고등학교 학년 학생들의 성적을, 1

토대로 산출된 실제값이며 부터 까지의 성취도의 경우 성취도 의, A E A

원점수를 기준 점수로 삼아 점씩 구간을 나눠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하10

였다 이러한 가정은 중학교 교육과정에 실제로 실시되고 있는 성취평가.

제의 기준 점수 는 점 이상 는 점 이상 점 미만 등 에 따라 이(A 90 , B 80 90 )

차

시
수업일시 과제 유형 주요 내용 요소

1 2020.12.21
과제 이해

문제 설정( )

과제 이해 본인의 성향 확인 자료 조사 개, , ,

략적인 데이터 집합 구성

2 2020.12.21 데이터 집합 구성

자료 수집( )

웹 기반 통계치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한 데이

터 집합 구성 및 데이터 변형 활동 진행3 2020.12.22

4 2020.12.24

데이터 집합

시각화

자료 분석( )

구성한 데이터 집합을 통그라미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로 시각화

5 2020.12.29

데이터 집합 결정

자료 수집 및(

분석)

모둠의 대표 자료 결정

데이터의 패턴 및

특징 확인

자료 분석( )

히스토그램을 활용한 학교별 성적 분석

6 2020.12.29 상자 그림을 활용한 학교별 성적 분석

7 2020.12.30
분석 결과 해석

자료 해석( )

학생 수준의 다양성 및 주된 점수대의 위치에

따른 네 학교의 성적 비교

8 2020.12.30
시험 난이도에 따른 네 학교의 비교 세 기준,

의 우선 순위 결정

9 2020.12.31
문제 상황에 적용

자료 해석( )

순위를 종합하는 방법 논의

10 2021.1.5
합리적인 방법을 택하여 순위 종합 및 최종

결정

11 2021.1.7 결과물 작성 평가, 최종 결과물 작성 설문 조사 및 평가,

표 수업의 전체 일정 및 분석 대상 수업< -2>Ⅲ



루어졌다 학교별로 성취도 의 기준 점수를 다르게 설정했는데 그 이. A ,

유는 중학교에서는 의 기준점수가 점 이상으로 일괄적으로 적용되지A 90

만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의 재량에 따라 각 성취도의 점수 구간을 조정,

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기준 점수의 설정은.

사전에 해당 학업성취사항을 토대로 다양한 데이터 집합을 구성해보고,

가장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는 점수를 수학교육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설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에 따라 고교는 점 이상 고교는 점. A, D 90 , B 85

이상 고교는 점 이상을 성취도 의 기준 점수로 설정하였다 예를, C 80 A .

들면 고교의 경우 성취도 는 점 이상 성취도 는 점 이상 점B A 85 , B 75 85

미만 성취도 는 점 이상 점 미만 성취도 는 점 이상 점 미, C 65 75 , D 55 65

만 성취도 는 점 미만의 점수를 대표하는 성취도가 된다 이와 같은, E 55 .

사실에 대해 학생들도 교사의 설명에 의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상태,

에서 과제 이 제시되었다[ 1-1] .

학생들이 학교별 수학 학업성취사항에 관한 통계치 및 성취도별 비율

을 수집하였지만 이와 같은 데이터만으로는 본래의 데이터 집합을 알기,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전체 수업의 목표 중 하나.

는 그래프 등의 시각화를 통한 탐색적 자료 분석 활동이었는데 데이터,

집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통그라미와 같은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활

용하여 그래프와 같은 시각화된 표현을 생성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재학생 수를 명이라고 가정하고 각 고교의 평균50 ,

표준편차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만족하는 데이터 집합 을 구성하는, (n=50)

활동을 계획하였다 이는 수업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필요한 활동이기도.

하였지만 주어진 평균 표준편차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만족하는 개, , , 50

그림[ -Ⅲ 3 학생들이 수집한 학교별 학업성취사항 데이터]



의 데이터 값을 찾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이

해도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활동이었다.

차시 수업 중반에 이루어진 과제 은 자신이 조사한 학교의 학생1 [ 1-1]

수를 명으로 가정하고 성취도별 비율에 따라 각각의 성취도에 위치한50 ,

학생들의 수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이 때 학생 수는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위 결과를 활용하여 학생들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평균과.

표준편차는 고려하지 않고 성취도별 비율만을 맞춘 데이터 집합을 구성

하는 과제 를 수행하였다 이 과제는 다음 차시에 이루어질 데이터[ 1-2] .

집합의 정교화 활동에서 데이터를 수정할 때 각 성취도별 비율은 변화,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두 과제에 대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 예시는 그림 와 같다 과제 를 끝으로[ -4] . [ 1-2] 1Ⅲ

차시 수업은 종료되었다.

차시 수업의 두 과제는 차시 수업에서 이루어지게 될 평균과 표준편1 2

차와 관련된 활동에 집중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으며 차시 수업이 시, 2

작되고 차시에서 구성한 데이터 집합의 각 데이터를 변형하여 실제 데1

이터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근접하게 만드는 과제 이 제시되었다 과[ 2-1] .

제 해결을 위해 학생들은 웹 기반 통계치 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

전 차시에 구성한 데이터 집합의 각각의 데이터를 변형하였고 그에 따,

른 평균 및 표준편차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그림 참조 이 때 사([ -5] ).Ⅲ

용한 프로그램은 인터넷 사이트 주소만 입력하면 웹 브라우저 상에서 곧

바로 활용할 수 있었으며 데이터를 변형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평균 표, ,

준편차와 같은 통계치가 계산되었다 따라서 평균과 표준편차 계산에 어.

그림 과제 과 과제 의 결과 예시[ -4] [ 1-1] [ 1-2]Ⅲ



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과제에 참여할 수 있었다 과제 에 참여하고. [ 2-1]

난 뒤 학생들은 자신이 구성한 데이터 집합을 실제와 맞춰가는 방법을,

모둠 채팅방에서 공유하였다 그 과정에서 통계치가 계산되는 수학적 원.

리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학생들,

의 모습이 드러났다 이에 교사는 보다 구체적인 수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제를 순차적으로 제시하였다 표 참조(< -3> ).Ⅲ

데이터 집합 변형 전

밑에서 두 번째 데이터가( 38)

⇒

데이터 집합 변형 후

밑에서 두 번째 데이터가( 50)

그림 웹 기반 통계치 프로그램의 사용 예시[ -5]Ⅲ

과제 번호 질문

2-2
평균은 높이고 표준편차도 높이려면 어느 점수를 어떻게 수정해

야할까요?

2-3a

학급( 1)

평균을 낮추고 표준편차도 낮추려면 어느 점수를 어떻게 수정해

야할까요?

2-3b

학급( 2)

평균을 높이고 표준편차는 낮추려면 어느 점수를 어떻게 수정해

야할까요?

2-4

현재 평균 표준편차73, 14

목표 평균 표준편차70, 18

어떤 점수를 어떻게 수정해야할까요 구체적인 점수를 제시해주?

세요.

표 과제 이후 학생들에게 제시된 과제< -3> [ 2-1]Ⅲ



각각의 과제들에 대해 학생들은 모둠별로 상호작용하며 과제를 해결하

였으며 과제 를 끝으로 차시 수업은 종료되었다, [ 2-4] 2 .

데이터 집합 구성 활동을 주제로 한 마지막 수업이었던 차시 수업에3

서는 차시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개인별로 구성한 데이터 집2

합을 실제와 가깝게 정교화 하는 과제 이 제공되었다 과제 은[ 3-1] . [ 3-1]

과제 과 유사한 형태였지만 모둠별로 한 명의 학생이 구성한 데이[ 2-1] ,

터 집합을 선정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추가로 진행되었다 이, .

러한 활동은 개인별로 자신의 데이터 집합을 정교화시키는 과정과 동시

에 이루어졌다 즉 과제 은 이미 데이터 집합을 구성한 뒤에 자신. [ 2-1] ,

의 방법을 설명하는 형태였다면 과제 은 자신의 데이터 집합을 변, [ 3-1]

형해가면서 모둠 채팅방에 게시된 하나의 데이터 집합에 대한 논의가 병

행되는 형태였다.

차시의 수업의 흐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차시에서는 각 모둠별3 . 1

로 담당한 고등학교의 수학 성적에 대한 통계적 요약치를 수집하고 성,

취도별 비율만을 고려하여 데이터 집합을 구성한다 과제 기술의([ 1-2]).

편의를 위해 차시에서 구성한 데이터 집합을 로 표기하면 은1 DS1 , DS1

성취도별 비율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평균과 표준편차는 실제와 크게,

차이 날 가능성이 높았다 차시 수업에서는 을 실제 평균 및 표준편. 2 DS1

차와 유사하게 수정하는 활동이 이뤄졌으며 과제 분간의 활동([ 2-1]), 20

끝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보다는 실제와 유사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DS1

갖는 데이터 집합 을 구성할 수 있었다 차시 수업의 남은 시간 동(DS2) . 2

안 학생들은 자신이 을 수정할 때 사용한 방법들을 공유하였으며 평DS1 ,

균과 표준편차를 특정한 방향으로 수정하기 위해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수정해야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과제 마지막으로 차시([ 2-2, 3, 4]). 3

수업에서 학생들은 차시의 논의를 바탕으로 를 더 수정하여 최종적2 DS2

인 데이터 집합 을 구성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과제(DS3) ([ 3-1]).

이와 같이 세 차례에 걸친 데이터 집합 구성 활동을 마치고 차시가, 3

종료되기 전 학생들은 데이터 집합 구성 및 변형 활동에서 요구하는 평

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이해도와 관련된 과제 를 해결하여 제출하였[ 3-2]



다 그림 참조([ -6] )Ⅲ

제 절 자료 수집 및 분석4

본 연구의 목표는 공학적 도구를 활용한 데이터 변형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학생들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이해 수준을 그 특

징과 함께 구분하고 수준의 변화 양상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또한 온라인 환경의 수업 맥락에서 드러나는 학생 참.

여 상의 특징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다음의 자료를 수.

집하였다 첫째 을 통해 진행된 수업 전체를 화면 녹화 기능을 이. , Zoom

용하여 녹화한 뒤 이를 전사하였다 둘째 에서 진행된 모든 채팅, . , Padlet

상호작용 을 문서화하여 저장하였다 셋째 에 기록한 활동 결과물( ) . , Padlet

과 을 통해 제출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저장하였다 넷, Google Classroom .

째 수업이 종료된 후 수업의 내용적 측면 예 이 수업을 통해 평균 표, ( : ,

준편차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 등 과 맥락적 측면 온라인으로 진행된) (

수업의 만족도와 그 이유 등 에 대한 정성적 및 정량적 질문이 포함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학생들이 응답한 내용을 모두 문서화하여 수,

집하였다.

자료 분석은 우선 학생들이 사용한 용어나 표현을 바탕으로 그들의 반

응을 범주화하였다 이때의 범주들은 기존의 틀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반응을 토대로 귀납적인 과정으로 얻어진 결과들이며(Smith,

인지 발달 설명 모델인 분류법을 사용Denzin, & Lincoln, 1994), SOLO

그림 차시 종료 전 학생들에게 제시된 과제[ -6] 3 [ 3-2]Ⅲ



하여 분류하였다.

연구 문제 에 해당하는 평균과 표준편차의 이해와 관련된 자료 분1, 2

석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귀납적 절차를 거쳤다 첫째 수집한 모든. ,

상호작용 자료를 읽고 확인하였다 둘째 평균과 표준편차 개념에 대한. ,

이해와 관련된 반응 상호작용 을 표시하였다 셋째 학생들의 반응 특징( ) . ,

을 전체적으로 포섭하여 설명할 수 있는 의미와 범주를 생성하였다 선.

행연구(Garcia & Alexandre, 2008; Turegen, 2011; Watson & Moritz,

를 토대로 범주들을 위계화 하여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학생들의2000)

이해의 수준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넷째 분류법을 사용하여 앞서. , SOLO

얻어진 범주들을 재범주화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확대 추상화 반응이.

드러나지 않아 제외하였으며 이에 가지의 수준으로 범주들을 재범주화, 4

하였다 다섯째 재범주화 된 수준과 제출된 과제 및 설문조사 결과와. ,

연결 지어 수준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에 해당하는 온라인 수업에서의 참여자의 특징과 관련된 자3

료 분석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귀납적 절차를 거쳤다 수집한 모든.

상호작용 자료를 읽고 확인하였다 둘째 온라인 수업에서의 참여자의. ,

특징과 관련된 반응 상호작용 을 표시하였다 셋째 학생들의 반응 특징( ) . ,

을 전체적으로 포섭하여 설명할 수 있는 의미와 범주를 생성하였다 수.

학교육 전문가와 연구자 간의 반복적인 논의를 통해 합의된 결과에 이르

기까지 두 번째와 세 번째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연. ,

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참여자 검토를 수행하며 자,

료 분석 시 풍부하고 밀도 높은 서술을 한다 우정호 외( , 2014).

자료 분석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위해 삼각검증법과 동료검토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삼각검증법은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수학 및 통계교육 전문.

가 인 박사 학위 보유 연구자 인 등 여러 명의 연구자가 교차검증하2 ( ), 1

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동료검토는 자료 분석 결과에 대한 통계교육,

연구자 인 현직교사 인의 조언과 평가를 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1 , 1

다.



제 장 연구 결과4

제 절 연구 문제 의 결과1 1

본 절에서는 차시 수업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변형 활동2

에 참여한 학생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개념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구분하

고 그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과제를 해결하는 학생들의 반응을. SOLO

분류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학생들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이해,

수준을 단계로 구분할 수 있었다 표 은 단계의 수준 및 각 수4 . < -1> 4Ⅳ

준에 속하는 학생들의 반응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을 요약한 것이다.

수준 각 수준에서의 특징

1

전구조적( )
수학적인 근거 없이 단순히 데이터를 변형함.

2

단일 구조적( )

평균 또는 표준편차를 높이거나 낮추기 위해 데이터를 변

형하지만 둘 중 하나에만 초점을 맞춤, .

3

다중 구조적( )

평균과 표준편차를 동시에 고려하여 데이터를 변형하지만,

데이터 변형 과정에서 불완전한 이해가 드러나거나 구체적,

인 수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 변량의 변화에 따른 평균.

과 표준편차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관,

계를 일부 이해했더라도 데이터 변형 과정 또는 결과에 오

류가 있음.

4

관계적( )

평균과 표준편차를 동시에 고려하여 데이터를 변형할 수

있으며 변형해야하는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함과 더불어 구,

체적인 수학적 근거를 제시함 데이터의 변화에 따른 평균.

과 표준편차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함.

표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이해 수준과 그 특징< -1>Ⅳ

데이터 집합을 구성하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자신의 데이터 변형 방법을 공유한 과제 에서는 수준부터[ 2-1] 1 3



수준까지의 학생 수준이 드러났으며 주어진 상황에서 평균과 표준편차,

를 높이거나 낮추기 위한 데이터 변형 방법을 생각하는 과제 부터[ 2-2]

과제 까지의 활동에서는 수준부터 수준까지의 학생 수준이 모두[ 2-4] 1 4

드러났다 본 절에서는 차시 수업의 과제 부터 과제 까지의. 2 [ 2-1] [ 2-4]

네 개의 과제를 해결하는 학생들의 반응을 토대로 각 수준의 특징을 밝

혀본다.

수준에 속하는 학생들의 반응과 특징1. 1

수준의 학생들은 평균과 표준편차의 개념을 활용하지 않고 적절한1 ,

수학적 근거 없이 단순히 데이터를 변형하는 특징을 보였다 대화문. <

에서 수준에 속하는 학생 반응1-1> 1 3)을 확인할 수 있다.

라마 과 하마 자라 의 반응을 보면 수학적 근거 없이 임의로 데이터1 1, 2 ,

를 변형하여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 [3], [4]).

또한 고래 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잘 몰라서 헤매고 있다고1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수준의 학생들의 경우 주어진 또는 자신([2]). (

이 구성한 데이터 집합의 데이터를 변형하였을 때 평균 또는 표준편차)

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고려하지 않으며 공학적 도구를 활용한 데이터,

수정만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3) 예시로 든 학생 반응에서 학급은 로 구분하였으며 모둠은 각자 담당한 고등학교1, 2 ,

의 이름인 로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또한 두 학급이 동일한 별명 집합을 사용A, B, C, D .

하기 때문에 학급에 따라 별명 뒤에 또는 를 붙여서 표기하였다1 2 .

과제 모둠 학생 상호 작용

2-1 1A 라마 그냥 대충 적었더니 차이가 크게 안 났어[1] 1 : .

1B 고래 잘 모르겠어서 헤매는 중이야[2] 1 : .

1C 하마 그냥 점수 더 올리고 낮췄는데[3] 1 :

2D 자라 나는 그냥 썼어[4] 2 : .

대화문< 1-1>



수준에 속하는 학생들의 반응과 특징2. 2

수준의 학생들은 평균 또는 표준편차를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기2

위해 데이터를 변형하지만 둘 중 하나에만 주목하여 변형하는 특징을,

보였다 주목한 통계치 외에는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변형의 구체적인. ,

수학적 근거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하였다 대화문 에서 수준에. < 1-2> 2

속하는 학생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비버 여우 퓨마 하마 의 경우 수준 중에서도 평균에만 주1, 1, 2, 2 2

목하는 유형이다 비버 의 경우 평균을 맞추기 위해 점수의 일의 자리. 1

과제 모둠
주목한

통계치
학생 상호 작용

2-1 1D 평균 비버[5] 1 : 다들 어떻게 했어 난 표준편차 차이가 너무 커, .

여우 난 잘하진 않았지만 자랑을 하자면 성취도 인[6] 1 : E

친구들의 점수를 훅훅 내렸어.

비버[7] 1 : 나는 평균 맞추려고 뒷자리를 대부분 로 했어1~4 .

여우 나도 평균을 낮추기 위해 밑의 점수들을[8] 1 : 20~30

점으로 바꾸니까 표준편차도 같이 오르더라.

2C 퓨마 난 예측한 평균이 실제 평균보다 커서 평균이랑[9] 2 :

떨어져 있는 숫자를 줄였어 표준편차에 대한 언급은 없었. (

음.)

하마 나는 내가 예측해 적었던 숫자들이 얼마 차이 안[10] 2 :

났는데 표준편차는 딱 맞고 실제 평균보다 예측 평균이 작아

서 평균에서 비슷한 숫자들을 조금씩 키웠는데 음 망한.… …

것 같아 그래서 원래 숫자로 되돌려 놨어. .

1B 표준

편차

오리 표준편차 높이려고 데이터의 폭을 차이 나게[11] 1 : ( )

했어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했니. ?

고래 모르겠어서 헤매는 중이야[12] 1 : .

오리 나도 잘은 모르겠어 그냥 표준편차만 열심히[13] 1 : .

바꾸려고 했어.

2A 노루 나는 주로 표준편차 맞추려고 점을 위로[14] 2 : 0~60

끌어 올렸어 평균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 .)

대화문< 1-2>



수를 로 변형하였는데 이는 성취도별 비율이 점수의 십의 자리1~4 ([7]),

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그 비율을 유지하면서 평균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평균은 어느 정도 맞추었지만 표준편. ,

차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제 데이터 집

합의 표준편차와 큰 차이가 난 것으로 보인다 여우 의 경우에는 성([5]). 1

취도가 인 점수를 낮게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평균을 낮췄으며 결과적E ,

으로는 표준편차 또한 상승시킬 수 있었음을 이야기하였다 그러([6], [8]).

나 이후에 자신이 표준편차를 상승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변

형하였다는 언급이 없었으며 표준편차가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도 별도,

의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여우 은 평균만을 고려하여 데이터를 변형한1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퓨마 또한 평균만을 고려하여 변. 2

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마 의 경우에는 의도치 않게 표준편차는([9]). 2

실제 데이터 집합과 유사했기 때문에 평균만 높이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데이터의 변형에 따른 표준편차의 변화는 고려하지 못하고 평균만을 높

이기 위해 점수를 높게 변형하였다 결과적으로는 평균은 상승했지만. ,

표준편차가 변하게 되어 적절하지 못한 방법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으며,

그에 따라 변형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오리 과 노루 의 경우는 수준 중에서도 표준편차에만 주목하는, 1 2 2

유형이다 오리 의 경우 표준편차를 높이기 위해 평균 근처의 점수를 평. 1

균으로부터 더 먼 점수로 수정하는 것과 같이 데이터의 폭을 크게 변형

하였다 이는 표준편차의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는 것([11]).

이지만 이어지는 오리 의 발화 를 보면 평균의 변화는 고려하고 있, 1 ([13])

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루 의 경우 표준편차를 맞추기 위해. 2

점의 점수를 높게 변형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표준편차를 낮0~60 ([14]),

추기 위한 변형으로 보인다 그러나 평균에만 주목한 퓨마 가 표준편차. 2

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노루 또한 자신이 주목한 표준([9]) 2

편차가 아닌 평균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14]).

확인한 바와 같이 수준의 학생들은 평균과 표준편차 중 하나의 통계2

치의 변형에만 주목하였으며 다른 통계치의 존재에 대해 인식은 하고,



있더라도 이를 고려한 변형은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관찰되었다 과제. [

에서 수준의 반응을 보인 학생들은 총 명이었는데 그 중 평균에2-1] 2 12

주목한 학생은 명 표준편차에 주목한 학생은 명이었다 즉 수준의9 , 3 . 2

학생들은 표준편차보다는 평균에 주목하는 경향이 더 높은데 이는 평균,

이 표준편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습한 지 오래되어 익숙하고 그 계산,

과정 또한 표준편차에 비해 간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평균에 주목한.

학생들은 모두 평균을 높이거나 낮추기 위해 데이터를 변형하는 방법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표준편차에만 주목한 학생들의 경우에도 명. 3

모두 표준편차를 높이거나 낮추기 위해 데이터의 퍼짐을 고려하여 옳은

방향으로 데이터를 변형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수준의 학생들에게, 2

는 주목하지 않은 통계치를 변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발문이 이뤄진다

면 수준으로의 상승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3 .

수준에 속하는 학생들의 반응과 특징3. 3

수준의 학생들은 평균 또는 표준편차를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기3

위해 데이터를 변형하며 변형 과정에서 평균과 표준편차 모두를 순차적,

또는 동시에 고려하는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데이터 변형 과정에서 변.

량의 변화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

는 등의 불완전한 이해를 드러냈으며 두 통계치의 관계를 일부 이해했,

더라도 옳지 않은 데이터 변형 방법을 사용하거나 구체적인 변형 대상,

을 설정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이외에도 옳은 방법을 사용하였.

지만 구체적인 수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모습 또한 드러났다 이, .

보다 높은 수준의 경우에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모두 고려하여 데이터를4

변형하며 구체적인 수학적 근거와 더불어 변량의 변화에 따른 두 통계,

치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수준과 수준을, 3 4

구분하기 위해서는 수준에서 드러나는 학생들의 불완전한 이해의 유형3

을 구체적으로 범주화하여 그 특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라.

연구자는 수준에 속한 학생들의 반응을 분석하여 두 통계치를 변화시키3



기 위해 사용한 방법의 유형 및 방법의 적절성에 따라 범주화하였으며,

분석 결과 표 와 같이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2> .Ⅳ

세부적

유형

두 통계치의 변화를

위해 사용한 방법

사용한 방법의

적절성
구체적인 예

3(A)

두 통계치를

순차적으로 목표한

수치로 변화시킬 수

있는 데이터 변형

옳은 결과를

도출하지만,

일부 수학적

근거가 빈약함.

평균을 먼저 변화시킨 뒤,

표준편차를 변화시키는 방

법을 제시함.

3(B)

두 통계치를 동시에

목표한 수치로

변화시킬 수 있는

데이터 변형

옳지 않은

결과를 도출함.

명백하게 목표한 통계치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방법을

제시함.

3(C) 옳은 결과를

도출하지만,

일부 수학적

근거가 빈약함.

변형해야할 데이터의 구체

적인 범위를 설정하지 않

음.

3(D)

변형해야할 데이터의 크기

와 변형에 의한 데이터의

변화량의 크기를 혼동함.

표 불완전한 이해 요소에 따른 수준의 세부적 유형< -2> 3Ⅳ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유형에 속하는 학생들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분

석하여 그 특징을 밝힌다.

과제 모둠 학생 상호 작용

2-1 개미 나는 평균을 맞추고 난 뒤에 표준편차를 맞추려고 했어[15] 2 : .

토끼 나도 개미 처럼 했어[16] 2 : 2 .

개미 낮은 점수를 건드리면 표준편차가 꽤 변하더라고 낮은[17] 2 : .

점수를 건들고 높은 점수는 평균을 맞출 때만 건들고 그냥 내버려뒀

지.

토끼 나는 표준편차가 비슷해졌을 때 평균 근처에서 점수를[18] 2 :

더한 만큼 다른 점수에서 빼면서 세부적인 수치를 맞췄어( ) .

대화문< 1-3>



먼저 대화문 에서는 수준의 유형에 속하는 학생 반응을 확인, < 1-3> 3 A

할 수 있다 수준의 유형의 학생들은 먼저 목표하는 평균에 도달하도. 3 A

록 데이터를 수정하고 그 뒤에 순차적으로 목표하는 표준편차에 도달하,

기 위한 데이터 변형을 수행하였다 개미 토끼 붕어 의 발화를 보면. 2, 2, 2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개미 의 경우에는 평균을 목표치로([15], [16], [19]). 2

변화시킨 후에 표준편차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낮은 점수를 변형하,

였으며 평균보다 높은 점수는 평균을 유지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자 하,

였다 표준편차의 계산 절차에 편차의 제곱이 포함되므로 평균으로([17]). ,

부터 멀리 떨어진 점수를 수정하게 되면 가까운 점수를 수정하는 것보다

변화가 커진다 개미 가 다루고 있는 고교의 실제 평균이 인데 점. 2 A 70.3 ,

수의 최댓값은 최솟값은 이었기 때문에 평균 아래의 점수를 변형100, 0

하는 것이 보다 큰 편차를 지닌 점수를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개미 는, 2

낮은 점수를 수정했을 때 표준편차가 크게 변한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다 그러나 개미 는 이러한 현상을 발견했을 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별. 2 ,

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개미 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점수를 변형하여. 2

표준편차의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제시하였다면 토끼 와 붕어, 2 2

는 평균 근처의 점수를 변형하여 표준편차의 작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

법을 제시하여 미세한 수치 조정 예를 들면 소수 첫째자리 을 도모하고( , )

자 하였다 또한 토끼 와 붕어 의 발화 를([18], [23]). 2 2 ([18], [19], [21], [23])

보면 특정 점수를 변화시킨 수치와 절댓값은 같고 부호만 다른 수치를

다른 점수에 더함으로써 목표치에 도달한 평균을 유지하려 하였음을 확

붕어 난 일단 평균 맞춘 후에 표준편차 맞추려고 올리려고[19] 2 : ( )

큰 점수에 더 더하고 더한 만큼 작은 점수에서 뺐어.

교사 더한 만큼 작은 점수에서 뺀 건 왜 그렇게 한 거야 붕어[20] :

야?

붕어 평균을 지키기 위해서요[21] 2 : .

교사 아 그러니까 표준편차만 바꾸려고 한 거지[22] : ?

붕어 네 표준편차의 미세 조정을 위해 평균 주위에서 더하고[23] 2 : ,

빼고.



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평균이 지닌 통계적 개념에 대해서는 명확.

히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수준의 유형의 학생들은 두 통계치를 모두 고려할 수는 있3 A

지만 두 통계치를 동시에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변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 유형의 학생들은 모두 평균 맞춤 표준. ‘ →

편차 맞춤 평균 유지 순으로 데이터를 변형하였으며 표준편차 맞춤( )’ , ‘

평균 맞춤 표준편차 유지 순으로 변화시키는 반응은 드러나지 않았( )’→

다 이는 학생들이 평균을 유지한 채 표준편차를 변화시키는 것을 그 반.

대의 경우보다 수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위의 수준에서 드러났던 바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2 .

대화문 에서는 수준의 유형에 속하는 학생 반응을 확인할 수< 1-4> 3 B

있다 수준의 유형의 학생들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동시에 원하는 목표. 3 B

치로 도달시킬 수 있는 방법의 존재성은 파악하고 있지만 옳지 않은 방,

법을 제시하였다 그 예로 여우 의 경우 평균은 높이고 표준편차를 낮추. 2

기 위해 평균 근처에 있는 평균보다 큰 수를 높이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

는데 이를 통해 여우 가 두 통계치를 모두 고려하고 있으며 특정([24]), 2

한 점수대를 수정하면 두 통계치가 동시에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평균 근처의.

평균보다 큰 수를 높게 변형하면 평균은 상승하지만 편차 또한 커지게, ,

되므로 표준편차 역시 상승하게 된다 즉 결과적으로 틀린 방법을 제시.

과제 모둠 학생 상호 작용

2-3b 여우 평균을 높이고 표준편차는 낮춰야 하니 평균 근처에 있[24] 2 :

는 평균보다 큰 수를 높인다.

퓨마 여우 말에 동의요[25] 2 :

하마 아니[26] 2 :

여우 왜[27] 2 :

하마 아냐 내가 타자가 느린 것 같네 위에서 여우하고 똑같[28] 2 : ,

은 말 쓰려다 한발 늦었어,,

대화문< 1-4>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우 의 방법에 대해 같은 모둠원인 퓨마. 2 2,

하마 는 반박하지 않고 동의하였기 때문에2 ([25], [28]), 방법이 도출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화문 에서는 수준의 유형에 속하는 학생 반응을 확인할 수< 1-5> 3 C

있다 수준의 유형의 학생들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동시에 원하는 목표. 3 C

치로 도달시킬 수 있는 방법의 존재성은 파악하고 있음과 더불어 결과적

으로도 옳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개미 과 여우 그리고 비버. 1 1, 1

의 발화 초반을 보면 모두가 평균을 올리고 표준편차도 올려야함을 인식

하고 있으며 수준의 유형 학생들과는 다르게 순차적([29], [30], [31]), 3 A

으로 두 통계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동시에 변화시키는 방법들을 제

안하고 있다 개미 은 성취도 점 이상 점 미만 에 위치한 점수. 1 B~C(70 90 )

들을 높게 변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비버 은 중위권 학생([32]), 1

들의 점수를 높이는 방법을 제안하였다가 개미 과 여우 의 발화, 1 1 ([32],

를 보고 성취도 점 이상 점 미만 에 위치한 점수를 올리고 성[33]) B(80 90 ) ,

취도 점 미만 를 낮추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여우 의 경우 표준편차E(60 ) . 1

과제 모둠 학생 상호 작용

2-2 개미 일단 평균을 높이려면 점수를 올려야겠지[29] 1 : ?

여우 그치[30] 1 : .

비버 표준편차도 같이 올리려면 중위권을 올리는 게 제일 좋[31] 1 :

을까?

개미 음 그치 내 생각에는 성취도 에 위치한 친구들을[32] 1 : ... . B~C

올리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해 표준편차를 같이 올려야하니까. .

여우 표준편차는 점수를 내릴수록 올랐으니까 상위권과 하위[33] 1 :

권의 점수 차를 크게 벌리면 오르지 않을까?

비버 성취도 가 좋을 거 같다 그럼 를 올리고 를 낮춘다[34] 1 : B . B E

어때?

여우 중위권 점수를 올리고 상위와 하위의 격차가 크게 만들[35] 1 :

면 둘 다 올라갈 것 같아.

붕어 큰 수에 많이 더하고 작은 수에 적게 더한다[36]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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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높이는 방법으로 상위권과 하위권 학생들의 점수 격차를 키우고

비버 의 발화를 참고하여 두 통계치를 모두 높이는 방법을([33]), 1 ([31])

제안하였다([35]).

이들이 제시한 방법의 공통점은 변형해야 할 대상이 명확하게 설정되

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았을 때에는 평균과 표준. ,

편차를 원하는 목표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만 세부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 옳지 않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개미 의 방법의 경우 평균이 점 미. , 1 70

만에 위치한다면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높게 변형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은 높아지고 표준편차 또한 높아지게 되어 반드시 옳은 방법이 된

다 그러나 평균이 점 이상 예를 들어 점이라면 성취도 에 해당하. 70 , 75 C

는 점을 점으로 변형하였을 경우에는 평균은 높아지지만 표준편차는71 73

오히려 낮아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비버 이 제시한 성취도 에 위치한. 1 B

점수를 높이고 성취도 에 위치한 점수를 낮추는 것 역시 에 위치한E , B

점수의 상승폭이 의 위치한 점수의 하락폭보다 작다면 평균은 오히려E

낮아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 수준에 위치한 학생들이 데이터 분.

포의 중심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데이터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였고 절,

대적인 데이터의 위치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학생들이 데이터 분포의 중심을 요약하는 의미로서의 평균을.

파악하고 있었다면 또한 데이터 분포의 퍼짐을 나타내는 지표인 표준편,

차의 크기가 평균으로부터의 편차에서 비롯됨을 파악하고 있었다면 특,

정 성취도의 위치를 이야기하기보다는 평균보다 위의 점수 평균‘ ’, ‘

보다 아래의 점수 와 같이 발언했을 것이다’ .

한편 데이터 집합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 데이터의 상대적 위치를 파,

악하였다고 하더라도 비버 과 여우 이 이야기한 상위권 중위, 1 1 ‘ ’, ‘

권 하위권 이라는 표현 붕어 가 제시한 방법 에 포함된 큰’, ‘ ’ , 2 ([36]) ‘

점수 작은 점수 역시 지칭하는 데이터의 대상이 불명확하기 때문’, ‘ ’

에 경우에 따라서 의도한 바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중위, . ‘

권 에 위치한 점수의 경우 평균보다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으며’ , ,



큰 점수 와 작은 점수 역시 어느 정도로 크고 작은 점수인지 명‘ ’ ‘ ’

확하지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원하지 않는 결과의 도출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평균이 점인 데이터 집합에서 점에 를 점. 60 61 +5 , 21

에 를 한 경우 큰 점수 를 점 작은 점수 를 점이라고 한+4 , ‘ ’ 61 , ‘ ’ 21

다면 붕어 가 제시한 방법 에는 부합하지만 편차는 각각2 ([36]) ,  에

서  로 변하고 편차의 제곱의 합은,  에서

 으로 변하게 되어 오히려 표준편차는 낮아지게 된다 이.

러한 문제는 학생들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제 모둠 학생 상호 작용

2-2 개미 평균을 높이고 표준편차도 높이려면 처음에는 높은 점수[37] 2 :

를 건드리면서 평균을 높이고 평균이 맞춰졌을 때는 밑에 있는 낮은,

점수를 건드리면서 표준편차를 조정하는 거 어때?

토끼 위의 점수를 많이 높이고 아래 점수를 많이 떨어뜨리면[38] 2 :

되지않을까?

고래 중 상에 위치한 점수를 끌어올리면 되는건가[39] 2 : ~ ...?

노루 다 비슷한 방법을 사용했네[40] 2 : .

개미 그렇지 고래야 나도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했어[41] 2 : ,

토끼 다 의견이 동일한 거 같아[42] 2 :

개미 맞아맞아 낮은 점수를 너무 낮추면 표준편차가 너무 커[43] 2 : ,

지고.

토끼 맞아[44] 2 : .

개미 그러면 우리는 높은 점수를 더 높게 만들어 주고 낮은[45] 2 :

점수를 조금만 높이면서 평균을 맞추고 표준편차를 맞추기 위해서,

평균보다 낮은 점수들을 조금씩 건드리는 방법을 사용한 거네.

토끼 오 맞아[46] 2 : !

개미 평균보다 낮은 점수들은 우리가 많이 건드려도 평균에는[47] 2 :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으니까 우리가 사용한 방법은 이렇게 정리하.

면 되는 걸까?

사슴 평균에서 먼 점수부터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 점수가[48] 2 : ?

많이 퍼져있을수록 표준편차도 높아지니까

교사 평균에서 먼 점수라면 어느 쪽을 말하는 거야[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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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문 에서는 수준의 유형에 속하는 학생 반응을 확인할 수< 1-6> 3 D

있다 이 대화문에서는 앞서 밝힌 수준의 유형의 반응 또한 드. 3 A, B, C

러났다 수준의 유형의 학생들은 유형의 학생들과 유사하게 평균과. 3 D C

표준편차를 동시에 원하는 목표치로 도달시킬 수 있는 방법의 존재성은

파악하고 있음과 더불어 결과적으로도 옳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변형해야 할 데이터의 크기와 변형에 의한 데이터의 변화

량의 크기를 혼동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평균과 표준편차 모두를 높이기.

위해 개미 는 높은 점수를 올려서 평균을 높인 뒤 낮은 점수를 조정하여2

표준편차를 맞추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는 각각의 통계치의 목표([37]).

를 이루기 위해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변형한다는 점에서 수준의 유형3 A

에 속하는 반응으로 볼 수도 있다 토끼 의 경우 위의 점수를 많이 높이. 2

고 아래 점수를 많이 낮추는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 방법은 아래, ([38]),

점수를 낮춘 양이 위의 점수를 높인 양보다 크다면 오히려 평균을 감소

시킬 수 있는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우에 따라 옳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준의 유형에 속하는3 B

반응으로 볼 수도 있다 고래 의 경우 중 상에 위치한 점수를 높인다고. 2 ~

하였는데 이는 데이터 변형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았([39]),

다는 점에서 수준의 유형에 속하는 반응으로 볼 수 있다 앞선 개미3 C . 2

와 토끼 의 발화 역시 높은 점수 위의 점수와 같이 모호한 지칭을 사용2 ,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또한 수준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3 C

있다.

세 학생이 제시하고 있는 방법은 세부적으로는 다른 면이 있지만 평,

균보다 위에 위치한 점수를 높인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함유하고 있다.

서로의 방법에 대한 노루 개미 토끼 의 발화 를 통해2, 2, 2 ([40], [41], [42])

사슴 위쪽이요 아래쪽을 높이면 높인 점수에 비해 평균도 그[50] 2 : .

렇고 표준편차도 그렇고 비효율적일 것 같아요.

교사 사슴아 그러면 아래쪽을 높이는 건 어떤 의미에서 비효율[51] :

적이라는 거야?

사슴 위쪽 점수를 높이면 점수대가 크기 때문에 평균 표준편[52] 2 : ,

차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 또한 이를 파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미 는 중상위권의. 2

점수를 높이자는 고래 의 의견과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동시에 조절하2 ( )

는 것을 언급한 토끼 의 의견을 자신의 방법에 반영하여 이전보다 개선2

된 방법을 제시하였다 높은 점수를 더 높게 만들고 낮은 점수는([45]). ,

조금만 높이면서 평균을 맞춘 뒤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표준편차를 맞,

추기 위해 조정하는 개미 의 방법은 매우 정확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어2 .

지는 발화에서 개미 는 세부적인 통계치의 조정을 위해 평균보다 낮은2

점수를 변형하는 이유에 대해 그러한 점수들은 많이 변형해도 평균에 영

향을 많이 끼치지 못한다고 발언하였다 점수의 변형이 평균에 끼([47]).

치는 영향의 정도는 점수를 얼마나 큰 폭으로 변형했는지에 달려있는 것

이지 어떤 점수를 변형했는지에 달려있는 것은 아닌데 개미 는 변형하, , 2

는 대상의 수치가 낮다면 평균 역시 적은 수치로 변화할 것이라고 판단

한 것이다 이러한 불완전한 이해는 사슴 의 발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 2

다 사슴 는 평균보다 위쪽의 점수를 높이는 방법을 통해 평균과 표준편. 2

차 모두를 상승시키고자 하였다 이 방법은 매우 적절한 방법([48], [50]).

이지만 평균에서부터 먼 점수 중 위쪽의 점수를 높여야 하는 이유에 대,

해 묻는 교사의 질문에 아래쪽 점수를 높이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답,

함 과 더불어 위쪽의 점수를 높이는 것이 점수대가 크기 때문에 평([50])

균과 표준편차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 대답하였다 이는 앞서 개미([52]).

가 보인 불완전한 이해의 유형과 매우 유사한 패턴이다 즉 두 학생 모2 .

두 결과적으로 매우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그 근거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변형해야할 데이터의 크기와 변형에 의한 데이터의 변화량의

크기를 혼동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이처럼 수준의 학생들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모두 고려하여 데이터를3

변형하지만 데이터의 변화에 따른 두 통계치의 변화 및 관계에 대해서,

는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불완전한 이해의 유형은.

다양하였으며 두 통계치를 동시에 변화시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지, ,

사용한 방법은 적절한지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

다 마지막으로 불완전한 이해의 양상이 보이지 않고 완전하게 데이터의.



변화에 따른 두 통계치의 변화 및 관계를 이해한 수준인 수준의 특징을4

밝혀본다.

수준에 속하는 학생들의 반응과 특징4. 4

수준의 학생들은 수준 보다 발전된 형태로 불완전한 이해 없이 평균4 3

과 표준편차를 원하는 목표로 변화시킬 수 있는 데이터의 변형이 가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변형해야 할 데이터의 범위를 명확하. ,

게 설정하였으며 데이터 변형의 구체적인 수학적 근거를 함께 제시할,

수 있었다 대화문 에서 수준에 속하는 학생 반응의 예를 확인할. < 1-7> 4

수 있다.

과제 모둠 학생 상호 작용

2-2 하마 성취도 쪽의 점수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닌가[53] 1 : A ?

교사 하마 왜 그런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줄래[54] : 1, ?

하마 평균을 올리려면 점수를 올려야 하는데 표준편차도 올[55] 1 : ,

리려면 평균보다 멀리 떨어지게 해야 하니까 평균보다 위에 있는 성,

취도 쪽의 점수를 올리면 좋다고 생각해요A .

2-3a
매미 평균을 낮추려면 전체적인 점수를 낮춰야 된다[56] 1 : 1. .

판다 평균 낮추고 표준편차 낮추려면 아까랑 반대인건가[57] 1 : ?

매미 표준편차를 낮추려면 자료들을 평균 근처로 만들어야[58] 1 : 2.

한다.

매미 이 개를 합치면 평균하고 큰 차이가 나는 큰 점수 즉[59] 1 : 2 ,

성취도 의 점수를 낮추고 세세하게 조정을 해야 되면 평균과 비슷A

하고 평균보다 큰 점수를 조정한다.

2-4
붕어 점대 점수들을 높여주고 점대 이하 점수들을[60] 2: 80~90 60

점대 점수들을 높인 것 보다 더 낮춰준다80~90 .

치타 평균이 점이고 표준편차가 이고 목표평균이 점 표[61] 2: 73 14 70

준편차가 점이니 평균은 낯추고 표준편차를 올리는 것이니18 80~90

점대의 점수를 올리되 점대 이하의 점수를 조금 더 많이 낮추어60

주면 평균은 낮아지고 표준편차는 올라간다.

대화문< 1-7>



평균과 표준편차를 모두 높여야 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

를 해결하는 하마 의 경우 성취도 에 위치한 점수들을 높이는 방2-2] 1 , A

법을 제시하면서 그 근거를 묻는 교사의 질문에 평균을 높이기 위([53]),

해 점수를 올리고 표준편차를 높이기 위해 평균보다 멀리 떨어지게 해,

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반대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모두 낮([55]).

춰야 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 을 해결하는 매미 의 경우[ 2-3a] 1 ,

평균을 낮추려면 점수를 낮춰야 하고 표준편차를 낮추려면 점수들을 평,

균 근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한 뒤 최종적으로 둘을 결합하여 성,

취도 의 점수를 낮추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두 학생 모A ([56], [57], [59]).

두 평균을 조정하는 방법과 표준편차를 조정하는 방법을 각각 생각한 뒤

둘 모두를 만족시키는 방법을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특정한 하.

나의 점수를 변형하였을 때 평균과 표준편차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명확

하게 이해했을 때 가능하다 또한 이들은 데이터의 중심과 퍼짐을 나타.

내는 지표인 평균과 표준편차의 의미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마 과 매미 이 하나의 점수를 변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면 붕어1 1 , 2

와 치타 는 두 점수를 동시에 변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두 학생이2 .

해결해야하는 과제 는 평균은 낮추고 표준편차는 높이는 방법을 제[ 2-4]

시하는 것이었는데 두 학생 모두 평균인 점보다 높은 점대의 점, 73 80-90

수들을 높여주고 점대 이하의 점수들을 위의 점수를 수정한 양보다, 60

더 크게 낮춰주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두 학생의 방법대로 데([60], [61]).

이터를 변형한다면 데이터의 총합은 감소하게 되고 각각의 편차의 절, ,

댓값은 커지게 되어 평균은 낮아지고 표준편차는 높아지게 된다 두 학.

생은 변형해야하는 대상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결과적으로도 매우,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사실 하마 과 매미 의 방법처럼 점대 이하. 1 1 60

의 점수들만 낮춰주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학생들은 표,

준편차를 더욱 크게 변화시키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수준의 학생들은 데이터의 중심과 퍼짐을 나타내는. , 4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이해가 복합적이면서도 견고한 형태로 드러났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데이터의 변형을 통해 평균과 표준편차의 개념의 이해를 도

모하는 과제를 해결하는 학생들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이해의 수준

을 구분하고 그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학생들의 이해의 수준은.

분류법에 따라 네 수준으로 구분될 수 있었으며 각 수준 내에서SOLO ,

도 다양한 형태의 사고 유형이 드러났다 수준을 구분하였다면 수업이. ,

진행됨에 따라 학생들의 수준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또한 수준의 발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밝혀볼 필요가 있다 따.

라서 다음 절에서는 차시 수업까지 분석 범위를 확장하여 차시 수3 2, 3

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각각의 과제 해결 과정에서 드러난 평균과 표준편

차에 대한 이해 수준의 변화 양상과 원인을 학생들의 반응 분석을 통해

탐색해본다.

제 절 연구 문제 의 결과2 2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이해 수준의 변화 양상1.

연구 방법에서 밝혔듯이 본 연구의 수업은 영재 학급이 아닌 일반 학,

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활기록부가 마감된 학년 학기 말에 수업이3 2

진행되었으며 수업의 형태 또한 원격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교사의 적,

극적인 수업 참여 유도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수업에 참여한 학

생들이 존재했다 또한 상황으로 인해 일부 학생들이 방역 조. COVID-19

치 상황 확진 자가격리 등 에 따라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 역시( , )

발생했다 모둠별 활동이었던 과제 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이후 개인. [ 3-1]

별로 구글 클래스룸에 제출하는 과제 에는 참여한 학생들이 그 예[ 3-2]

이다 이처럼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모든 과제를 수행한 학생들만 분석.

하기에는 그 표본이 많지 않아 개의 과제 중 절반인 개 이상의 과제, 6 3

에 유의미한 반응 수준을 구분할 수 있는 을 보인 명의 학생들을 대상( ) 25

으로 수준을 구분하였다 각각의 과제에서 드러난 명의 학생들의 반응. 25



을 토대로 분석한 학생 개개인의 수준을 정리하면 표 과 같다< -3> .Ⅳ

참여자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이해 수준

학급 모둠 별명

차시 수업2 차시 수업3

과제

2-1

과제

2-2

과제

2-3

과제

2-4

과제

3-1

과제

3-2

학급1

1A

매미1 2 4 4 4 4 4

라마1 1 X X X 3 2

판다1 2 3 X 3 X 4

1B

고래1 1 1 X 1 X 3

새우1 3 4 4 3 4 4

오리1 2 3 3 3 4 4

1C

하마1 1 4 3 4 4 3

낙타1 3 3 3 3 X X

기린1 X X 2 3 4 X

1D

비버1 2 3 3 3 X 3

여우1 2 3 4 4 X 4

개미1 X 3 3 3 X 4

학급2

2A

토끼2 3 3 3 3 4 4

고래2 2 3 3 3 3 3

개미2 3 3 4 3 3 3

노루2 2 X 3 3 4 3

2B

비버2 2 2 X 3 3 3

사슴2 2 3 3 3 3 3

사자2 X 2 3 X 3 3

2C

여우2 3 3 4 3 4 4

퓨마2 2 3 3 3 X 3

하마2 2 X 3 X 3 4

2D

치타2 2 2 3 4 X 3

붕어2 3 4 4 4 4 4

자라2 1 X X X 3 3

평균 2.09 2.95 3.25 3.14 3.7 3.39

표 각각의 과제 해결 과정에서 드러난 학생별 이해 수준< -3>Ⅳ



표 을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이해 수< -3>Ⅳ

준이 과제를 진행하는 과정에 따라 상승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평균 수준만 보더라도 차시의 첫 번째 과제인 과제 에서는 였2 [ 2-1] 2.09

던 것이 마지막 과제인 과제 에서는 로 상승하였다 평균 수준[ 2-4] 3.14 .

이 가장 높게 나타난 과제는 과제 이었는데 과제 에서는 차[ 3-1] , [ 3-1] 2

시의 수업에서 이루어진 학습 과정이 누적됨과 더불어 활발한 상호작용

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제 과제 과제 과. ‘[ 2-3] [ 2-4]’, ‘[ 3-1] [→ →

제 에서 학생들의 수준이 오히려 하락한 것에 대해서 분석해볼 필3-2]’

요가 있다 먼저 과제 의 해결 과정에서 드러난 평균 수준이 이후에. [ 2-3]

이루어진 과제 에서보다 높은데 과제 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2-4] , [ 2-3]

어느 방향으로 변형하는지에 대해 대략적인 데이터의 위치와 방향을 찾

는 것이었다면 과제 에서는 평균과 표준편차가 명확히 제시되어 구, [ 2-4]

체적인 점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보다 어려웠을

수 있다 실제로 새우 개미 여우 의 경우 과제 에서는 수준이었. 1, 2, 2 [ 2-3] 4

지만 과제 에서는 수준의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과제, [ 2-4] 3 . [

에서는 상호작용에 참여하지 않았던 수준의 고래 이 과제 에는2-3] 1 1 [ 2-4]

상호작용에 참여하였다는 점도 평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과. [

제 에서보다 과제 에서 나타난 평균 수준이 낮은 데에 과제의3-1] [ 3-2]

형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과제 은 수업 중간에 진행된 모. [ 3-1]

둠별 과제였으며 처음에는 불완전한 이해를 지닌 학생들도 동료 또는 교

사와의 상호작용을 거치며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가능했다 따라서 과제.

해결 과정에서 학생들의 수준이 상승하는 모습 또한 많이 관찰되었다.

반면 과제 는 수업이 종료될 때 제시된 개인별 과제였기 때문에 학[ 3-2] ,

생들이 동료 또는 교사의 도움 없이 온전히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과제

해결 도중의 수준 상승의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적기 때문에 오히려 평균

수준은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들의 수준을 각각의 과제에 따라.

도수분포표로 정리하면 표 과 같다< -4> .Ⅳ



표 을 보면 과제 의 해결 과정에서는 수준의 학생이 없었< -4> [ 2-1] 4Ⅳ

으며 수준에 위치한 학생들이 주를 이루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

그러나 이후 과제 해결 과정에서 이루어진 동료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과제 에서는 처음으로 수준의 반응이 드러났으며 위에서 언[ 2-2] 4 ,

급했던 과제 의 경우를 제외하면 꾸준히 수준의 학생 수가 증가하[ 2-4] 4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에서는 수준의 반응을 보인 학. 3-1 1, 2

생들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는 수준 구분을 위한 유의미한 반응을 보,

인 학생들 중 대부분이 다소 불완전한 이해가 있더라도 데이터를 변형할

때 평균과 표준편차를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과제. 3-2

를 해결할 때에는 과제를 하여 수준을 구분할 수 있었던 명의 학생 중23

명을 제외한 학생들이 수준 이상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1 3 .

그러나 위의 수준 구분은 학생들의 반응을 토대로만 구분된 것이기 때

문에 각각의 과제에서 적극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거나 새로운 유형의, ,

과제에서 오류를 보이는 경우에는 수준이 하락하여 구분되는 등의 약점

이 있다 즉 위의 수준의 변화 양상만으로 전체적인 학생들의 평균과 표.

준편차에 대한 이해도가 증진되었다는 주장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

수준

과제

분류 불가

(X)
1 2 3 4 합계

2-1
3

(12%)

4

(16%)

12

(48%)

6

(24%)

0

(0%)

명25

(100%)

2-2
5

(20%)

1

(4%)

3

(12%)

12

(48%)

4

(16%)

2-3
5

(20%)

0

(0%)

1

(4%)

13

(52%)

6

(24%)

2-4
4

(16%)

1

(4%)

0

(0%)

15

(60%)

5

(20%)

3-1
8

(32%)

0

(0%)

0

(0%)

8

(32%)

9

(36%)

3-2
2

(8%)

0

(0%)

1

(4%)

12

(48%)

10

(40%)

표 과제별 학생들의 이해 수준 분포< -4>Ⅳ



을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자는 학생들이 각자 구성하고 변형.

하여 제출한 데이터 집합인 과제 을 해결한 방법을 공유하기DS2([ 2-1]

전 제출 와 과제 까지 마친 뒤 제출 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목표) DS3([ 3-2] )

하는 실제 데이터 집합과 얼마나 근접하는지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DS2

는 여러 과제와 동료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출한 데,

이터 집합이고 는 그 이후에 제출한 데이터 집합이기 때문에 이 둘, DS3

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또한 과제의 내용적.

요소를 보더라도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갖고 있다면,

학생들은 실제 데이터 집합과 거의 오차가 없는 데이터 집합을 구성해낼

수 있을 것이고 이해도가 높지 않다면 오차가 큰 데이터 집합을 구성했,

을 것이라고도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오차의 기준을 단위로 설정하. 0.5

여 세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각각의 와 의 오차를 정리하였고DS2 DS3 ,

그 결과는 표 와 같다< -5> .Ⅳ

평균 표준편차

실제와의

오차
0~0.5 0.5~1 1~ 합계 0~0.5 0.5~1 1~ 합계

DS2

학생 수

명( )
11 5 9 25 12 5 8 25

비율

(%)
44% 20% 36% 100% 48% 20% 32% 100%

DS3

학생 수

명( )
16 5 4 25 16 5 4 25

비율

(%)
64% 20% 16% 100% 64% 20% 16% 100%

표 학생들이 구성한 두 데이터 집합과 실제와의 오차< -5>Ⅳ

를 보면 본격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전에 데이터의 변형을DS2

통해 실제 데이터 집합의 평균과 표준편차와의 오차를 미만으로 만0.5

들어낸 학생은 각각 명으로 과반을 넘지 않았다 또한 평균과 표11, 12 .



준편차의 오차가 이상인 학생들 즉 목표하는 평균과 표준편차에 도달1 ,

하기 위한 데이터 변형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각각 전체 학생의 약

에 해당하는 명 명이었다 반면 를 보면 오차가 이상인 데이터9 , 8 . DS3 1

집합을 제출한 학생들의 수는 에 비해 줄어들고 미만인 학생들DS2 , 0.5

의 수는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오차가 이상 미만인 데이. 0.5 1

터 집합을 제출한 학생 수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는 이상의 오차를 지닌 를 제출했던 학생들이 오차를 이상1 DS2 , 0.5 1

미만으로 줄여낸 를 제출한 경우가 많았으며 마찬가지로 오차가DS2 , 0.5

이상 미만이었던 를 제출한 학생들은 미만으로 오차를 줄여낸1 DS2 0.5

경우가 많았다 즉 많은 학생들이 데이터 집합의 실제와의 오차를 줄여.

내는 데 성공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 학생들의 반응을 통해 분,

석한 수준의 상승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 차시 수업부터 차시 수업까지 학생들의 수준이 어떻게 변2 3

화하였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표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 -3> 2Ⅳ

수준에서 수준으로 상승한 학생들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수준에 머4 , 3

문 학생들도 있었다 위의 분석을 통해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동료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대체적인 수준 상승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긴 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수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는 밝히지 못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의 반응을 세.

부적으로 분석하여 어떤 요인이 어떻게 수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이해 수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교수학적 요인2.

은 분류법에 의해 구분된 수준의 변화에 다Biggs & Collis(1991) SOLO

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교사와 동료 학생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한 사회적 지원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수준의 변화를 이끄는 교수학적 요인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학생들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드러난 이. ,



해 수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일반적인 교수학적 요인

으로는 표 과 같은 가지의 요인으로(general didactical factors) < -6> 4 ,Ⅳ

통계적 개념과 관련된 교수학적 요인(didactical factors related to

으로 표 과 같은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확statistical concepts) < -7> 6Ⅳ

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이 확인한 요인들에 대해 두 유형의 요인들이 드러난 학생들의

반응을 제시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먼저 대화문 에서. < 2-1>

는 적극적인 태도로 질문을 하고 동료의 수학적 설명을 통해 이해 수준

코드 통계적 개념과 관련된 교수학적 요인 관련 수준

S1 데이터의 변형에 따른 하나의 통계치의 변화에 주목 1 2→

S2
데이터의 변형에 따른 하나의 통계치의 변화에 대해 이해

한 뒤 다른 통계치에도 주목,
2 3→

S3
평균과 표준편차를 모두 고려하여 데이터를 변형할 수 있

다는 것을 인식
2 3→

S4
하나의 데이터만 변형하더라도 평균과 표준편차가 모두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

2 3,→

3(A) 4→

S5
자신의 방법대로 데이터를 변형하였을 때 나타날 통계치

의 변화에 대한 예측 요구
3(B) 4→

S6 데이터의 변형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성 인식 3(C) 4→

표 통계적 개념과 관련된 교수학적 요인< -7>Ⅳ

코드 일반적인 교수학적 요인

G1 동료가 제시한 방법에 대한 질문 및 그에 대한 동료의 설명

G2 자신의 방법을 수학적으로 정당화하는 과정

G3 동료가 제시한 방법을 반영하여 데이터를 변형하는 경험

G4 불완전한 이해 요소를 포착한 교사의 적절한 발문

표 일반적인 교수학적 요인< -6>Ⅳ



이 변화한 판다 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1 .

과제
수준

판다( 1)
학생 상호 작용

매미 나는 모든 점수를 점씩 낮춰서 평균을 맞춰보고 더 낮[1] 1 : 1 ,

출 때는 성취도 의 점수를 높일 때는 나 점수를 건드려서 미( ) E , A B

세하게 평균을 조절했어.

판다 나도 매미랑 비슷하게 다양한 점수대의 점수들을 조금[2] 1 :

씩 조정해서 평균을 미세하게 맞췄다!

매미 점수를 크게 조정할거면 나 를 조정하는 게 좋고 작[3] 1 : A E ,

게 조정하려면 를 조정하는 게 좋은 것 같아B, C, D .

판다 이유 좀 알려줘 잘 모르겠음[4] 1 : .

매미 평균에서 가장 멀고 높은 점수를 높인다가 맞지 않나[5] 1 : ?

판다 왜[6] 1 : ?!

매미 가장 평균에서 먼 점수를 높이면 평균에서 더 멀어지게[7] 1 :

되고

판다 응 그렇지[8] 1 : .

매미 그리고 점수가 높아지면 평균도 높아지잖아[9] 1 : , ?

판다 맞아[10] 1 : .

매미[11] 1 : 그러니까 평균보다 큰 점수를 높이고 크게 올릴 거면 최,

대한 평균에서 멀고 높은 점수를 높이는 방법이 가장 잘 올라가겠지.

판다 그렇네 그러면 표준편차 높이는 거랑은 무슨 상관이[12] 1 : ,

야??

매미 표준편차가 높아지려면 자료가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13] 1 :

야 되잖아

판다 아하 맞다 매미는 똑똑하군[14] 1 : . !

매미 그러면 점수를 평균과 크게 차이 나게 해야지[15] 1 : .

판다 이해했어[16] 1 : .

매미 평균이 높기 때문에 평균보다 큰 점수의 점수를 낮춘다[17] 1 : .

이 때 표준편차는 목표보다 작으므로 표준편차는 높여야 되는데.

판다 그럼 멀리 떨어진 점수를 낮추면 될까[18] 1 : ?

매미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낮춘다면 평균에 가까워져 표준[19] 1 :

편차가 작아지므로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추가로 더 크게 낮춰준다.

판다 매미 최고다 알겠어[20] 1 : . .

매미 그런데도 표준편차가 작다면 조정한 점수 평균보다 큰[21] 1 : ( )

를 높이고 낮은 점수를 그만큼 낮추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대화문< 2-1> (G1, S2, S6)



과제 에서 판다 은 매미 의 의견에 동조하며 다양한 점수대의 점[ 2-1] 1 1

수들을 조금씩 변형하여 평균을 원하는 목표로 맞출 수 있음을 이야기하

였다 그러나 표준편차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판다 은 매미 의([2]). . 1 1

발화([3]4) 에 대해 왜 그런지 물었고 이후에 매미 은 응답하지 않았) ([4]), 1

다 또한 판다 역시 이후에 표준편차와 관련된 발화를 하지 않은 점을. 1

보았을 때 아직 평균만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판다,

은 수준에 속해있음을 알 수 있다 판다 은 질문에 대한 매미 의 답변1 2 . 1 1

이 없었음에도 이어지는 과제 해결 과정에서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다.

평균과 표준편차를 모두 높이는 방법을 묻는 과제 에 대해 매미[ 2-2] 1

은 평균에서 멀고 높은 점수를 높여야 한다는 매우 적절한 방법을 제시

하였다 그에 대한 수학적 근거를 묻는 판다 의 질문 에 매미 은([5]). 1 ([6]) 1

먼저 평균을 올리기 위해 점수를 높게 변형하였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

명하였다 이를 통해 판다 은 평균을 올리기 위해 점수를([7], [9], [11]). 1

높게 변형한다는 것을 이해하였다 이후 판다 은 평균이 아닌 표준편차. 1

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고 매미 의 방법이 표준편차와는 어떤 관련이1

있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하였다 이러한 반응을 통해 판다 은 평균([12]). 1

만을 고려하는 수준에서 표준편차 또한 고려하게 되는 수준으로 진보2 3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준의 학생들은 평균 또는 표준편차만 고려. 2

하여 점수를 변형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판다 의 경우에도 앞선 과제, 1 [

에서 보인 반응과 같이 평균만을 고려하여 점수를 변형하는 데에 집2-1]

4) 매미 이 이야기한 점수의 변형 크기에 따른 변형 대상의 선정은 이후의 과제 해결1 ,

과정에서 매미가 보인 발화를 고려하였을 때 점수가 아닌 표준편차의 변형 크기를 의미,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의 반응 자체만으로는 평균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는. [3]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더불어 매미 은 표준편차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기. 1

때문에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이후의 과제에서 보인 매미 의 수준은 계속해서 수준을2 . 1 4

유지하였다 표 참조(< -3> ).Ⅳ

판다 이해 완료[22] 1 : .

판다 평균은 올라가고 표준편차는 낮아져야 한다 즉 평균에[23] 1: .

점수들이 몰리게 되면서 평균은 높아져야 하므로 평균보다 낮은 점,

수들을 높이면 된다.



중하였다 그런데 평균을 높이는 방법이 매미 의 설명으로 인해 명료하. 1

게 해결된 것이다 즉 판다 이 초점을 맞추고 있던 통계치의 변형이 해. 1

결되었기 때문에 다른 통계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수준의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표준편차와 관련된 판다. 1

의 질문에 대해 매미 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판다 은1 ([13], [15]), 1

이를 이해했다는 반응을 드러냈다([14], [16]).

과제 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판다 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모두 고[ 2-3] 1

려하고 있는 정도의 발언만을 한 반면 연구 결과 의 참조 평균은( 1 [57] ),

낮추고 표준편차를 높이는 방법을 묻는 과제 에서는 구체적인 방법[ 2-4]

을 제시하였다 매미 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도중에 언급한 표준편차. 1

를 높여야 한다는 말에 판다 은 멀리 떨어진 점수를 낮추는 방법([17]), 1

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모두 고려하긴 하였지만([18]), ,

판다 이 이야기하는 멀리 떨어진 점수가 평균보다 낮아야지만 적절한 방1

법이 될 수 있다 판다 이 비록 변형해야 할 데이터의 구체적인 범위를. 1

설정하지 않은 수준의 유형의 불완전한 이해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3 C ,

이전의 과제에서는 둘 모두를 고려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판다 의 이해 수준이 점차 상승하고 있음을 확, 1

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준의 상승은 계속해서 구체적인 변형 대.

상의 범위를 밝힘과 더불어 매우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는 매미 의 발화1

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판다 이 이해할 때마다 보이는 반응 을. 1 ([20], [22])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평균은 높이고 표준편차는 낮춰야. ,

하는 방법을 묻는 과제 에서 판다 은 과 같은 매우 적절한 방법[ 3-2] 1 [23]

을 제시하였다 이는 매미 이 사용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각각 고려하여. 1

둘 모두를 만족시키는 방법을 찾은 것과 유사한데 연구 결과 의( 1 [56],

참조 이를 통해서도 높은 수준의 동료인 매미 의 발화가 판[58]. [59] ), 1

다 의 수준으로의 상승에 기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1 4 .

요약하면 판다 의 수준 변화에 기여한 요인은 교수학적 요인으로는 판1

다 의 적극적인 질문과 그에 대한 매미 의 구체적인 설명이 통계적1 1 (G1),

개념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데이터의 변형에 따라 평균의 변화하는 바를



이해한 뒤 표준편차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 수준에서 수준 과 데, (S2, 2 3 )

이터의 변형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동료의 발화를 통해 그 필

요성을 인식한 것 수준에서 수준 이 기여하였다 대화문 에(S6, 3 4 ) . < 2-1>

대한 분석에서는 질문을 한 판다 의 수준 변화에 주된 초점을 맞췄다면1 ,

대화문 에서는 질문을 한 학생과 자신의 방법을 수학적으로 설명< 2-2>

정당화 하는 학생 모두에게서 수준의 변화가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할( )

수 있다.

과제 수준 학생 상호 작용

2-1 오리1 2
오리 너네 어떻게 했어[24] 1 : ?

새우 나는 방법을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표준편차를 실[25] 1 :

제와 거의 똑같이 만들었어.

오리 우와[26] 1 : .

새우 표준편차를 높이기 위해 점수가 낮은 아이들과 점수[27] 1 :

가 높은 아이들의 차이를 늘렸어.

오리 나도 표준편차 높이려고 데이터의 폭을 차이 나게[28] 1 : ( )

했어.

새우 그리고 평균을 기준으로 삼아 점수를 위아래로 더해[29] 1 :

가면서 조절했는데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

오리 나도 잘은 모르겠어 그냥 표준편차만 열심히 바꾸[30] 1 : .

려고 했어.

새우 평균을 낮출 때는 점수들을 평균에 가까운 점수를[31] 1 :

많이 넣었어.

오리 새우 멋지다[32] 1 : .

새우1 3

2-2 오리1 3
새우 표준편차를 높이려면 평균에서 떨어진 다양한 점수[33] 1 :

들이 필요한데 평균도 높여야 하니 높은 점수가 많아지면 된다, .

오리 근데 그렇게만 해도 돼[34] 1 : ?

새우 이유도 말해줄까[35] 1 : ?

오리 그러면 둘 다 올라가는 거야 이해하는 중이야 궁[36] 1 : ? .

금하다 오리는.

새우 점수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표준편차가 커지는 거지[37] 1 : .

평균에서 멀리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점이나 점 이런. 100 30

애들도 있어야 표준편차가 높아지는데 평균도 같이 높이려면( )

새우1 4

대화문< 2-2> (G1, G2, S3, S4, S6)



자신이 데이터 집합을 구성하고 변형한 방법을 공유하는 과제[ 2-1]

에서 오리 은 표준편차에만 초점을 맞추어 데이터를 변형하는 것을 확인1

할 수 있다 연구 결과 에서도 밝혔듯 이 시점의 오리 은 수([28], [30]). 1 1 2

준에 속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새우 의 경우 표준편차를 높이는 방법. 1

과 평균을 유지하면서 표준편차를 세부적으로 조절하는 방법([27]) ([29]),

평균을 줄이는 방법 을 오리 에게 설명하고 있다 물론 평균과 표준([31]) 1 .

편차를 모두 고려하며 데이터를 변형하고는 있지만 자신의 방법에 대한,

확신이 없고 평균에 가까운 점수를 많이 넣는다는 표현이 다소 모호하,

기 때문에 새우 은 수준의 특징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표준편1 3 .

차만을 고려하는 오리 에게 새우 의 평균에 대한 지속적인 언급1 1 ([29],

은 오리 로 하여금 표준편차 외에 평균 역시 고려하여 데이터를 변[31]) 1

형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는 오리 의 수준이 수준으로 상승하. 1 3

는 발판이 된다.

과제 에서 새우 은 표준편차를 높이기 위해서는 평균에서 떨어진[ 2-2] 1

다양한 점수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평균 또한 높아져야 하니 높은 점,

수가 많아지면 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오리 은 하나의 점수대 높([33]). 1 (

은 점수 에 대한 변형이 두 통계치 모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

한 의문을 가졌고 이에 대한 설명을 새우 에게 요구했다 오([34], [36]), 1 .

평균과 떨어진 높은 점수의 애들이 있어야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오리 아 그러니까 점수들을 높은 점수로 바꾼다는 거구나[38] : ,

2-3a 오리1 3
오리 낮은 점수가 많아지면 된다고 생각해 낮은 점수를[39] 1 : .

고르게 두면 되지 않을까 너네는 어떻게 생각하니 사실 잘 모? ?

르겠어 약간 점수들을 비슷하게 하자는 뜻이었어. .

새우 평균을 낮추려면 일단 낮은 점수대의 점수들이 많이[40] 1 :

필요한데 표준편차도 낮추려면 전체적으로 낮은 점수대에 밀집,

이 되어야하니까 그냥 평균보다 높은 점수대의 애들을 내려버리

면 되지 않을까?

오리 내말이 그 말이야 낮게 낮게 점수들을 낮춰버리고[41] 1 : . , .

한 부분에 모이게 하면 되는 건가?

새우1 4



리 의 질문을 받은 새우 은 표준편차와 평균이 커지기 위한 조건을 이전1 1

의 발화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특히 에서 단순히 높은 점([37]), [33]

수로 설정했던 변형 대상의 범위를 평균보다 높은 점수로 명확하게 설정

하였다 새우 의 방법은 적절한 방법이었으며 그 이유 또한 자세하게. 1 ,

설명하였기 때문에 새우 은 수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1 4 .

사실 새우 의 첫 번째 발화 만 보면 구체적인 변형 대상을 명확히1 ([33])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준의 유형으로 볼 수 있으나 오리 의 질문3 C , 1

에 답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야하는 동

기가 발생하였다 즉 오리 의 질문을 통한 설명 기회 제공이 새우 의 수. 1 1

준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오리 역시 이전의 대화에서. 1

는 표준편차만 고려하였지만 둘 다 올라가는 거야 와 같은 발언을, ‘ ?’

통해 평균과 표준편차 모두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리 의 발화 는 새우 의 설명을 통해 평균보다 높은 점수1 ([38]) 1

가 많아지면 평균과 표준편차가 모두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 증

거로도 볼 수 있기에 오리 의 이해 수준은 수준으로 상승하였음을 알, 1 3

수 있다 이어지는 과제 에서 두 학생의 발화를 보면 평균과 표준편. [ 2-3]

차 모두를 낮추기 위해 오리 은 낮은 점수들이 비슷하게 있을 수 있도록1

데이터를 변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새우 은 보다 정확한 방법([39]), 1

으로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낮추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비록 오리([40]). 1

은 낮은 점수 와 같은 명확하지 않은 변형 대상의 범위를 이야기하고‘ ’

는 있지만 데이터의 변형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의 변화에 대해 일부,

이해한 것으로 보이며 새우 의 경우 매우 구체적인 방법을 이유와 함께, 1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보인 수준 오리 은 수준 새우 은 수준 의( 1 3 , 1 4 )

특징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요약하면 오리 의 수준 변화에는 위의 판다 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1 1

질문과 그에 대한 새우 의 구체적인 설명 이 교수학적 요인으로 기여1 (G1)

하였다 통계적 개념과 관련된 교수학적 요인으로는 새우 의 두 통계치, 1

모두를 고려하여 데이터를 변형하는 방법과 하나의 점수만 변형해도 두

통계치가 모두 변화할 수 있다는 설명 수준에서 수준 이 기여(S3, S4, 2 3 )



하였다 또한 새우 의 수준 변화에는 동료의 질문에 대해 자신의 방법을. 1

수학적으로 정당화한 것 가 교수학적 요인으로 기여하였다 통계적(G2) .

개념과 관련된 교수학적 요인으로는 동료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데이

터의 변형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성을 인식한 것 수준(S6, 3

에서 수준 이 기여하였다4 ) .

위의 새우 의 사례를 통해 동료에게 수학적으로 정당화하는 과정이 수1

준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와 반대로 정당화할 기,

회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이해 수준이 실제보다 낮게 드러나는 사례 역시

존재했다 대화문 에서는 자신의 방법에 대해 수학적으로 정당화할. < 2-3>

기회의 제공 유무에 따라 다른 수준의 반응을 보이는 하마 의 반응을 확1

인할 수 있다.

과제
수준

하마( 1)
학생 상호 작용

2-1 1 낙타 다들 어떻게 했는지 얘기해보자[42] 1 :

하마 그냥 점수 더 올리고 낮췄는데[43] 1 :

낙타 나는 평균 높이려고 평균보다 높은 숫자를 더 넣었고[44] 1 : ,

표준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이사이 숫자들을 더 추가했어 다른 친구.

들은?

잠시 동안 아무도 대답이 없음( .)

낙타 아니 왜 말이 없어 대답 좀[45] 1 : , ?

하마 난 했는데 점수 그냥 올리고 내렸다고[46] 1 : , .

2-2 4 하마 성취도 쪽의 점수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닌가[47] 1 : A ?

교사 하마 왜 그런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줄래[48] : 1, ?

하마 평균을 올리려면 점수를 올려야 하는데 표준편차도 올[49] 1 : ,

리려면 평균보다 멀리 떨어지게 해야 하니까 평균보다 위에 있는,

성취도 쪽의 점수를 올리면 좋다고 생각해요A .

2-3a 3 교사 평균과 표준편차를 모두 낮춰야 합니다 그러면 평균 주[50] : .

변이긴 한데 평균보다 위의 점수를 건드려야할까요 아니면 아래의, ?

점수를 건드려야 할까요?

낙타 평균 밑[51] 1 :

하마 위에 거[52] 1 :

교사 한번 생각해보세요[53] : .

대화문< 2-3> (G2)



과제 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변형하였는지 묻는 낙타 의 질문에[ 2-1] 1

하마 은 그냥 점수를 더 올리고 낮췄다고 이야기하였다 그([42]) 1 ([43]).

이후에 낙타 이 다른 모둠원들에게도 방법을 공유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1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하마 역시 같은 대답을 반복하였다([45]) , 1

하마 은 두 번의 반응 모두 수학적 근거 없이 데이터를 변형하였([46]). 1

다고 밝혔기 때문에 수준의 특징을 보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1 .

어진 평균과 표준편차를 모두 올려야 하는 방법을 묻는 과제 의 해[ 2-2]

결 과정에서 하마 은 성취도 에 위치한 점수를 높이는 방법을 제안하1 A

였고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교사의 요구에([47]), ([48])

구체적이면서도 매우 적절한 근거를 설명하였다 두 상황에서의 하([49]).

마 의 반응을 보았을 때 교사가 자신의 방법 또는 답안에 대한 구체적1 ,

인 수학적 근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학생의 수

준을 상승시키거나 드러나지 않았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낙타 뭐라는 거야 당연히 밑에 걸 해야지[54] 1 : . !

하마 일단 평균을 낮춰야 하잖아[55] 1 :

낙타 평균을 낮춰야 하니까 평균 밑에 걸 낮춰야지[56] 1 :

하마 왜 평균 아래야[57] 1 : ?

낙타 아니 평균 낮춰야 하는 거 아냐[58] 1 : ?

하마 그치[59] 1 : .

낙타 그러면은 평균보다 낮은 점수가 많아져야지 너네 아까[60] 1 : .

평균 높이고 표준편차 높일 때는 를 점 점 건드렸잖아 그럼A (80 ~100 ) .

낮추려면 반대인 를 점 미만 를 건드려야 낮춰야 하는 거 아냐E (50 ) ( ) ?

하마 그거는 평균도 올리고 편차도 올려야하니까[61] 1 :

낙타 거기에 표준편차도 줄여야 하니까 평균 보다 낮은 점[62] 1 : ,

수를 건드려야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이게 아니면 뭔데 날 이해. ? ?

시켜봐 난 이렇게 생각하니까. .

하마 그런 걸로 하자[63] 1 : .

2-4 4 교사 여러분 자신의 생각에 대한 근거까지 구체적으로 얘기[64] :

해주세요.

하마 성취도 에 해당하는 점수를 내린다 평균은 낮추고 표[65] 1: E .

준편차는 높여야 하니까.



한편 과제 에서는 낙타 과의 의견 차이에 따른 논쟁이 이루어졌[ 2-3] 1

다 평균과 표준편차를 모두 낮추기 위해 평균을 기준으로 어떤 점수를.

변형하는 것이 적절한지 묻는 교사의 질문에 낙타 는 평균 밑의 점([50]) 1

수를 하마 은 평균 위의 점수를 각각 변형하는 것이 적절하다([51]), 1 ([52])

고 대답하였다 이에 대해 두 학생은 서로 논쟁을 벌였는데 상호작용. ,

과정을 자세히 보면 하마 이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할 때마다1 ([55],

낙타 이 자신의 의견을 계속해서 피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61]), 1 ([56],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하마 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체념[62]). 1

하고 낙타 과의 논쟁을 마무리 짓고자 하였다 과제 에서 하마1 ([63]). [ 2-2]

이 매우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였고 평균을 낮춰야 한다는 것과1 , ([55]),

평균과 표준편차를 높일 때와 현재 상황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점

에 비추어봤을 때 하마 에게 설명할 시간이 더 주어졌다면 평균보([61]) , 1

다 높은 점수를 낮추는 방법을 제시했을 수 있다 이어지는 과제 에. [ 2-4]

서 교사가 전체 학생들에게 자신의 생각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자 하마 은 성취도 점미만 의 점수를 낮추는 방([64]), 1 E(50 )

법을 제시함과 더불어 그 근거까지 제시하였다는 것을 보아서도 하([65])

마는 두 개의 통계치를 모두 고려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변형과 두,

통계치의 변화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낙타.

의 발화에 따라 자신의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당화할 기회를 제공1

받지 못한 것은 하마 이 실제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특징을 갖는 반응을1

보인 것과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진행하지 못한 것에 영향을 미친 것으

로 볼 수 있다.

위의 사례들에서 동료와의 질의응답 과정에 따라 이해 수준이 변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면 아래에서는 동료가 제안한 방법을 반영하여 데,

이터를 변형하는 경험을 통해 이해 수준이 변화하는 사례들에 대해 분석

한다 대화문 에서는 높은 수준의 동료인 붕어 의 지시대로 데이터. < 2-4> 2

를 변형하는 과정을 통해 수준 상승을 이뤄낸 자라 의 반응을 확인할 수2

있다.



과제 에서 데이터 집합을 변형한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 2-1]

는 붕어 의 발화 와는 다르게 자라 는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점수2 ([66]) 2

들을 쓰는 방법으로 데이터 집합을 구성했다고 하였다 연구 결과([67]).

에서도 밝혔듯 이 시점의 자라 는 수준에 속한다 이후의 차시 수업1 2 1 . 2

에서 진행된 과제들에서는 자라 의 발화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화상 회2 ,

의에서 나가지는 않았고 수업 후 과제 또한 제출하였기 때문에 발화 없

과제
수준

자라( 2)
학생 상호 작용

2-1 1
붕어 난 일단 평균 맞춘 후에 표준편차 맞추려고 올리려고[66] 2 : ( )

큰 점수에 더 더하고 더한 만큼 작은 점수에서 뺐어.

자라 나는 그냥 썼어[67] 2 : .

붕어 솔직하네[68] 2 : .

3-1 1 3→ 고교의 실제 평균 표준편차D , : 70.8/17.0

자라 가 구성한 데이터 집합의 평균 표준편차2 , : 69.2/16

자라 저번이랑 평균은 똑같은데 표준편차가 이야[69] 2 : , 16 .

붕어 그럼 평균도 좀 올리고 표준편차도 정도 올려야겠네[70] 2 : 1 .

자라 응 어떻게 해야 해[71] 2 : . ?

붕어 그럼 평균 주변에 있는 수 중 평균보다 큰 수들은 올[72] 2 :

리고 평균보다 작은 수들은 조금씩만 내리면 될 것 같아, .

자라 오키 일단 해볼게[73] 2 : , .

붕어 응 일단 평균부터 맞추는 게 편할 거야 평균을 지키[74] 2 : , .

면서 표준편차를 조정하는 게 훨씬 좋아

자라 알겠어[75] 2 : .

붕어 일단 평균부터 맞춰봐[76] 2 : .

분 뒤(3 )

붕어 잘 되고 있니[77] 2 :

자라 어 됐어 지금 평균은 이야 표준편차는[78] 2 : . 70.1 . 17!

붕어 오오 이정도면 좋은데[79] 2 : .

3-2 3 자라 편차가 큰 자료의 점수를 올려서 편차를 최대한 작게[80] 2 :

만든다 이유는 편차를 작게 하기 위해 점수를 올리면 평균도 높아.

지고 편차가 줄어 표준편차도 작아지기 때문이다.

대화문< 2-4> (G3, S1, S3)



이 다른 모둠원들 붕어 치타 의 대화를 관망한 것으로 보인다( 2, 2) .

차시 수업에서 진행된 과제 에서는 자신이 구성한 데이터 집합3 [ 3-1]

이 컨설팅 대상이 되어 대화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실제 평균 표준편차, ,

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두 통계치 모두를 올려야 했다 자라 는 수준. 2 1

에 속하기 때문에 수준에 속한 붕어 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붕어, 4 2 2

는 처음에 평균보다 높은 점수는 더 올리고 낮은 점수는 조금만 낮추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결과적으로 평균을 올릴([48]).

수 있으며 데이터의 퍼짐의 정도가 커짐에 따라 표준편차 역시 커지게,

되므로 붕어 가 제시한 방법은 매우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붕2 .

어 는 우선 자신의 경험 연구 결과 의 을 토대로 평균부터 맞2 ( 1 [21], [24])

추고 난 뒤에 표준편차를 맞추면 조금 더 쉽다고 자라 에게 조언하였다2

잠시 후 과제 진행 정도를 묻는 붕어 의 질문에 자라 는 평([74], [76]). 2 2

균은 표준편차는 을 갖는 기존보다 개선된 데이터 집합을 구성70.1, 17

했음을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라 가 붕어 가 제안한 방법([78]). 2 2

에 따라서 데이터 변형을 수행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이지만 변,

형을 마치고 난 뒤 평균과 표준편차 모두를 언급한 점을 보았을 때 변,

형 과정에서 둘 모두에 초점을 맞췄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따.

라 자라 는 기존의 수준에서 두 통계치 모두를 고려하는 수준으로 수2 1 3

준의 상승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어지는 과제 의 결과를, [ 3-2]

보면 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80]).

과제 에서 평균은 높이고 표준편차는 낮추기 위해 자라 는 편차[ 3-2] 2

가 큰 점수를 올려서 편차를 작게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편차를 작,

게 하기 위해 점수를 올리면 평균은 높아지고 편차는 작아지기 때문에,

표준편차는 낮아진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편차가 큰 점수라는 것.

이 평균보다 위에 있는 점수인지 아래에 있는 점수인지 명확하게 제시,

하지 못했지만 점수를 올렸을 때 편차가 작아지는 것을 고려하면 평균,

보다 낮은 점수를 올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통계치를 동시

에 고려하여 옳은 결과를 도출하지만 일부 수학적 근거가 빈약한 수준3

의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수업이 종료되고 난 뒤 수업을C .



통해 학습하게 된 점을 묻는 교사의 질문에 자라 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2

다.

기존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정확하진 않지만 표준

편차와 평균의 의미에 대해 조금 감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자라 의 사례는 판다 이나 오리 과 같이 적2 1 1

극적으로 질문하지 않더라도 수준 높은 동료의 도움을 받는다면 수준, 1

에 속한 학생도 수준까지의 수준 상승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3

사례로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붕어 가 제시한 방법을 반. 2

영하여 데이터를 변형하는 경험 이 교수학적 요인으로 기여하였다(G3) .

통계적 개념과 관련된 교수학적 요인으로는 어떤 통계치에도 주목하지

않는 수준의 자라 에게 우선적으로 데이터를 변형하면서 하나의 통계치1 2

평균 에 집중하도록 유도한 것 수준에서 수준 과 이후 나머지 통( ) (S1, 1 2 ) ,

계치 표준편차 를 고려하여 데이터를 변형할 수 있도록 인식하게 한 것( )

수준에서 수준 이 기여하였다 대화문 에서는 동료가 제안한(S3, 2 3 ) . < 2-5>

방법을 반영하여 데이터를 변형하는 과정에서 통찰을 얻는 모습 을(G3)

비버 의 반응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1 .

과제
수준

비버( 1)
학생 상호 작용

2-1 2 비버 다들 어떻게 했어 난 표준편차 차이가 너무 커[81] 1 : , .…

여우 난 잘하진 않았지만 자랑을 하자면 성취도 인 친구들[82] 1 : E

의 점수를 훅훅 내렸어.

비버 나는 평균 맞추려고 뒷자리를 대부분 로 했어[83] 1 : 1~4

여우 나도 평균을 낮추기 위해 밑의 점수들을 점으로[84] 1 : 20~30

바꾸니까 표준편차도 같이 오르더라.

비버 와 그렇게 하니까 맞춰 졌어[85] 1 : .

2-2 3 개미 일단 평균을 높이려면 점수를 올려야겠지[86] 1 : ?

여우 그치[87] 1 : .

비버 표준편차도 같이 올리려면 중위권을 올리는 게 제일[88] 1 :

대화문< 2-5> (G3, S4)



과제 과 과제 에서의 학생들의 상호작용은 연구 결과 에서[ 2-1] [ 2-2] 1

각각 수준 과제 의 비버 과 수준의 유형 과제 의 비버 개2 ([ 2-1] 1) 3 C ([ 2-2] 1,

미 여우 의 특징을 밝히는 근거로 사용되었던 사례이다 비버 과 여우1, 1) . 1

은 평균을 낮추는 방법에만 집중하였고 표준편차를 조절하는1 ([83], [84]),

방법은 알지 못했기에 수준의 특징을 보인다고 확인한 바 있다([81]) 2 .

이때 비버 은 여우 이 제안한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더 낮추는 방법을1 1

반영하여 데이터를 변형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실제 표준편차의 차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였다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더 낮추게([85]).

되면 표준편차가 커진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여우 의 방법대로 데이, 1

터를 변형하기 전 비버 이 구성한 데이터 집합의 표준편차는 실제보다1

낮았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비버 은 점수의 조정에 따라 평. 1

균과 표준편차를 모두 낮출 수 있다는 것을 파악했을 수 있다 이에 대.

한 근거로 이어지는 과제 에서의 비버 의 발화를 들 수 있다 비버, [ 2-2] 1 .

은 평균을 높이기 위해 점수를 올려야 한다는 개미 의 발화에 덧붙여1 1

표준편차도 같이 올리기 위해 중위권의 점수를 올리는 방법을 제안하였

다 물론 중위권이라는 표현이 지칭하는 점수대가 명확하지 않기([88]).

때문에 완전히 적절한 방법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과제 에서 평균, , [ 2-1]

좋을까?

개미 음 그치 내 생각에는 성취도 에 위치한 친구들을[89] 1 : ... . B~C

올리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해 표준편차를 같이 올려야하니까. .

여우 표준편차는 점수를 내릴수록 올랐으니까 상위권과 하[90] 1 :

위권의 점수 차를 크게 벌리면 오르지 않을까?

비버 성취도 가 좋을 거 같다 그럼 를 올리고 를 낮춘[91] 1 : B . B E

다 어때?

여우 중위권 점수를 올리고 상위와 하위의 격차가 크게 만[92] 1 :

들면 둘 다 올라갈 것 같아.

3-2 3 비버 평균 높일 때랑 반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93] 1 : ?

여우 나도 그렇게 생각해[94] 1 : .

개미 맞아 맞아[95] 1 : .

비버 중상위권 학생을 낮추고 하위권 학생을 높이는 걸로[96] 1 : .



과 표준편차를 동시에 고려하지 못했던 비버 의 반응을 고려할 때 비버1 ,

의 이해 수준은 수준에서 수준으로 진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1 2 3 .

비버 은 개미 과 여우 이 제시한 방법 들을 반영하여 두 방법1 1 1 ([89], [90])

이 종합된 방법을 제안하였다([91]).

개미 이 제안한 방법은 평균은 명백히 높아지지만 표준편차는 경우에1 ,

따라 낮아질 수 있으며 여우 이 제안한 방법은 표준편차는 명백히 높아, 1

지지만 평균은 경우에 따라 낮아질 수 있으며 이를 종합한 비버 의 방, , 1

법 역시 성취도 에 위치한 점수를 높인 양보다 성취도 에 위치한 점B E

수를 낮춘 양이 크다면 평균은 작아지기 때문에 완전히 정확한 방법이,

라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동료의 방법을 반영하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모두 고려하여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어 낸 것은 과제 에서 드러난[ 2-1]

비버 의 수준보다는 분명 진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과제 에1 . [ 2-3]

서는 이전의 과제를 해결할 때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중상위권 하위권 과 같이([93], [96]), ‘ ’, ‘ ’

변형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처음 과제 에[ 2-1]

서 보여준 반응과 비교하면 수준의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끝.

으로 수업이 종료되고 난 뒤 수업을 통해 학습하게 된 점을 묻는 교사의

질문에 비버 은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1 .

제가 지정한 임의의 숫자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맞출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

요 그리고 이제 개의 숫자들 중 어느 부분을 높이거나 낮춰야 평균 표준편. 50 ,

차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비버 의 사례는 자라 의 사례와 같이 반드1 2

시 수준 높은 동료의 도움이 아니더라도 동료가 제안한 방법을 활용하,

여 데이터를 변형하고 이에 대해 사고하는 과정 이 수준의 긍정적인(G3)

변화에 기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라 보다는 비교적 이해 수준이. 2

높은 비버 과 같은 학생에게는 순차적으로 각 통계치에 주목하게 하는1

것이 아닌 하나의 데이터만 변형하더라도 평균과 표준편차가 모두 변화

할 수 있다는 것 수준에서 수준 을 인식하게끔 하여 수준의 상승에(S4, 2 3 )



기여할 수 있음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준이 긍정적으로 상승한

사례는 대부분 수준까지의 상승을 이룩한 경우가 많았다 수준에서3 . 3 4

수준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교수학적 처치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설명하는 과정이나 높은 수준의 동료의 방법을 보는 과정에서 상

승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즉 위의 사례들을 살펴보더라도 수준이 지. , 3

닌 불완전한 이해 요소는 높은 수준의 학생들이라도 포착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수준에서 수준으로의 수준 상승 사례는 대부분. 3 4

교사와의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불완전한 이해 요소를 포.

착한 교사의 적절한 발문 에 따라 수준이 상승한 사례를 분석해 볼(G4)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진행하는 동안 교사는 여러 채팅창을

번갈아 클릭하며 과제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하여 그들의 이해를 돕고

자 하거나 그들이 지닌 개념적 오류 또는 불완전한 이해를 포착하여 피,

드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교사의 설명과 피드백은 수준의. 1, 2

학생들의 수준 상승에도 기여하였지만 앞서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기여 요인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수. 3

준의 학생들의 수준 상승에 기여한 요인은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들이 많았다 교사는 학생들 간 스스로 포착하기.

어려울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불완전한 이해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발

문을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교사의 발문에 따라 사고 응답하는 과정을, ,

통해 수준에 속한 학생들의 수준은 상승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3

다 이에 따라 수준에서 수준으로 상승한 사례에 보다 초점을 맞춰 구. 3 4

체적인 기여 요인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대화문 은 두 통계치를 동시에 다루지 않고 순차적으로 목표한< 2-6> ,

수치로 변화시킬 수 있는 데이터 변형의 방법을 구사하는 수준의 유3 A

형에 속하는 기린 이 교사의 교수학적 처치에 따라 수준으로 상승되는1 4

5) 데이터 집합을 제공한 학생인 물개 의 경우 다른 학생들의 의견에 대해 그러네1 ‘ ’,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와 같은 단순한 반응만 보였으며 교수학적으로 의미 있는 반응‘ ’ ,

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반응을 따로 인용하지 않았다, .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

과제 에서 같은 모둠원인 물개 이 구성한 데이터 집합의 평균과[ 3-1] 1

표준편차를 실제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모두 높

여야 했다 하마 의 경우 두 통계치 모두를 동시에 높이는 방법으로 평. 1

균보다 높은 점수인 점대를 높이는 것과 같은 매우 적절한 방법을70~80

제시한 것에 반해 기린 의 경우에는 표준편차를 먼저 높이기 위해([97]), 1

점대를 높이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때 하마 은 기린 의80 ([98], [100]). 1 1

발화 에서 힌트를 얻어 점 아래를 낮추는 방법도 제안하였고([100]) 60

기린 은 두 방법 모두 표준편차를 올릴 수 있는 방법임을 깨달([101]), 1

은 뒤 이 방식으로 진행한 후 평균 또한 올려야 한다는 것을 상기했다,

교사는 기린 이 생각한 방법대로 데이터를 변형한다면 점대를([102]). 1 , 80

과제
수준

기린( 1)
학생 및 교사의 상호 작용

3-1 3(A) 4→
고교의 실제 평균 표준편차C , : 61.4/22.2

물개15)이 구성한 데이터 집합의 평균 표준편차, : 58.6/20.4

하마 점대를 높이면 되지 않나[97] 1 : 70~80 ?

기린 표준편차를 올리려면 점 위쪽을 크게 하고 아래쪽[98] 1 : 60 ,

을 줄여야 되지?

하마 그렇지[99] 1 : ?

기린 그럼 표준편차 확 올리려면 점 이상을 크게 하면[100] 1 : 80

될 것 같은데.

하마 아니면 점 아래는 낮추는 방법도[101] 1 : 60

기린 맞아 그 방법으로도 표준편차 올릴 수 있겠다 둘 다[102] 1 : . .

맞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평균도 올려야 해. .

교사 그러면 점 이상을 크게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103] : 80 ? 60

점 이하를 낮추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

기린 근데 일단 점수 합계를 높여야하니까[104] 1 : ...

교사 응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수를 어떻게 수정해야[105] : ,

할지 얘기해볼까 딱 하나의 점수만 변형한다면 뭘 어떻게 바꿀래? ?

기린 평균 부족하니까 평균 올리고 표준편차도 올리려면[106] 1 :

을 로81 88 ?

대화문< 2-6> (G4, S4)



높이고 점 아래의 점수를 낮추는 과정을 통해 표준편차를 높인 뒤에, 60

다시 다른 데이터를 변형하여 평균을 높이는 순차적인 과정을 거칠 것이

라 판단하였다 두 점수대 중 하나만 변형하더라도 정확히는 점대의. , 80

점수를 높이는 것만으로도 평균과 표준편차를 모두 높일 수 있기 때문

에 두 점수대를 모두 변형한 뒤에 다시 평균을 위한 데이터 변형 작업,

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린 의. 1

발화는 수준의 유형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를 포착한 교사는 두 점수3 A .

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제공하였고 기([103]),

린 은 점수 합계를 높여야한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교사는 두 점1 ([104]).

수가 아닌 하나의 점수만 변형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수를 어떻게 변

형해야 원하는 목표에 다가갈 수 있을지 생각해보도록 하는 질문을 다시

제공하였고 이러한 교사의 질문에 대해 기린 은 평균을 높이고([105]), 1

표준편차도 높이기 위해서는 점을 점으로 높이는 방법을 제시하였다81 88

([106]).

기린 이 제시한 방법은 두 통계치 각각에 초점을 맞춰 순차적으로 하1

나씩 맞추는 방법 수준의 유형의 특징 이 아닌 두 통계치를 동시에 고(3 A )

려하면서 데이터의 변형에 따라 각각의 통계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

악해야 제시할 수 있는 수준의 특징을 보이는 방법이다 따라서 교사의4 .

질문이 기린 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했1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마 은 수준에 속한 학. 1 4

생임에도 불구하고 기린 이 제시한 방법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기린 에게1 1

알려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교수학적 처치는 교사와의 상호작용,

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다 요약하면 평균과 표준편차에.

각각 초점을 맞춰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변형하고자 하는 수준의 유형3 A

의 학생에게 하나의 데이터만 선택하여 변형하였을 때 두 통계치의 변화

를 파악하게끔 하는 질문을 제공하는 것 은 수준으로의 수준 상승을(S4) 4

지원하는 유효한 교수학적 처치가 될 수 있다.

대화문 은 두 통계치를 동시에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의 존재성< 2-7>

은 알고 있지만 옳지 않은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을 구사하는 수준의, 3 B



유형에 속하는 여우 과 교사와의 상호작용 사례이다1 .

위 사례는 연구 결과 에서 수준의 유형의 특징을 밝히기 위해 인용1 3 B

되었던 사례 연구 결과 의 참조 이후에 이루어진 교사와의 상( 1 [24]~[28] )

호작용을 추가한 것이다 연구 결과 에서도 밝혔듯 여우 가 제시한 방. 1 , 2

법 은 하나의 점수대만 변형하면 동시에 두 값이 변한다는 사실을([107])

파악하고 있을 때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평균을 높,

이고 표준편차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동.

료인 퓨마 와 하마 와의 상호작용에서는 방법의 부적절성이 상기되지 못2 2

하였다 이에 따라 교사는 여우 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부분([108], [111]). 2

인 표준편차의 변화에 대해 자신이 제시한 방법대로 하였을 때 결과가

어떠할지 예측해보도록 요구하였고 이는 곧 여우 가 직접적으로([112]), 2

자신의 방법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교사의 질문에 따라.

여우 는 평균 근처의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높였을 때에는 표준편차가2

커진다는 것을 파악하였으며 이후 교사의 성찰 요구에 평균([113]), ([114])

보다 낮은 점수를 높이는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였다([115]).

과제
수준

여우( 1)
학생 및 교사의 상호 작용

2-3b 3(B) 4→ 여우 평균을 높이고 표준편차는 낮춰야 하니 평균 근처에[107] 2 :

있는 평균보다 큰 수를 높인다.

퓨마 여우 말에 동의요[108] 2 :

하마 아니[109] 2 :

여우 왜[110] 2 :

하마 아냐 내가 타자가 느린 것 같네 위에서 여우하고 똑[111] 2 : ,

같은 말 쓰려다 한발 늦었어,.

교사 여우 야 평균 근처에 있는 평균보다 큰 수를 높이면[112] : 2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올라갈까 내려갈까? ?

여우 올라가요[113] 2 :

교사 그렇지 올라가지 그러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세요[114] : ! . .

여우 평균보다 낮은걸 올려야 겠네요[115] 2 : .

대화문< 2-7> (G4, S5)



여우 는 자신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파악하고 평균보다 높은2 ‘

수를 높임 을 수정해야 함을 깨달았는데 이때 여우 에게는 평균보다’ , 2 ‘

낮은 수를 높임 평균보다 높은 수를 낮춤 과 같이 수정할 수 있는’, ‘ ’

선택지가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적절한 방법인 평균보다 낮은 수를 높, ‘

임 을 선택한 것은 여우 가 데이터의 변형에 따른 두 통계치의 변화를’ 2

파악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기존에 적절하지 못한 방법을.

제시하여 수준의 유형에 속했던 여우 는 교사의 질문에 따라 성찰할3 B 2

기회를 얻었고 그에 따라 수준의 특징을 보이는 반응을 보인 것이다, 4 .

따라서 두 통계치를 동시에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의 존재성은 알고 있

지만 옳지 않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방법을 제시하는 수준3

의 유형의 학생에게 자신의 방법대로 데이터를 변형하였을 때 나타날B

통계치의 변화에 대해 예측을 요구하는 것 은 수준으로의 수준 상승(S5) 4

을 지원하는 유효한 교수학적 처치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화문 은 두 통계치를 동시에 고려하여 옳은 결과를< 2-8>

도출하는 방법을 제시하지만 변형해야할 데이터의 구체적인 범위를 설,

정하지 않는 수준의 유형에 속하는 붕어 와 교사와의 상호작용 사례3 C 2

이다.

과제
수준

붕어( 2)
학생 및 교사의 상호 작용

2-2 3(C) 4→ 붕어 큰 수에 많이 더하고 작은 수에 적게 더한다[116] 2 : .

교사 붕어 가 이야기하는 큰 수와 작은 수는 뭐야 좀 더[117] : 2 ?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줄래?

붕어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수들은 많이 높이고 평균[118] 2 :

에서 적게 떨어진 수들은 적게 조정한다.

교사 그러면 붕어는 조정하는 점수가 평균 아래든 위든 상[119] :

관없는 거야?

붕어 아뇨 생각해보니 평균 위의 점수를 많이 높이고 평[120] 2 : ,

균 아래 점수는 오히려 조금 떨어트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3b 4 붕어 평균과 가까운 점수들 중 평균 위의 점수는 낮추고[121] 2 :

평균 아래의 점수는 좀 더 크게 높인다.

대화문< 2-8> (G4, S6)



위 사례 역시 연구 결과 에서 수준의 유형의 특징을 밝힌 사례 연1 3 C (

구 결과 의 참조 이후에 붕어 와 교사 간의 이루어진 상호작용을1 [36] ) 2

추가한 것이다 붕어 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 큰 수에. 2

많이 더하고 작은 수에 적게 더한다고 하였는데 변형하고자 하는([116]),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붕어 는 수준의 유형에 속하고 있으며. 2 3 C ,

이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 에서 상세하게 밝힌 바 있다 여기서 교사가1 .

파악한 붕어 의 불완전한 이해는 큰 수와 작은 수라는 표현이 드러내는2

변형 대상의 불명확한 범위 두 수를 동시에 높였을 때 표준편차가 반드,

시 커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결과의 불확실성이었다 이러한 불완전한 이.

해 요소들을 개선하기 위해 교사는 우선 불명확한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붕어 는 평균이라는 기준을 추가하여 큰([117]). 2 ‘

수 는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수 로 작은 수 는 평균에서’ ‘ ’ , ‘ ’ ‘

적게 떨어진 수 로 수정된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평균에서 멀리’ . ‘

떨어진 수 가 반드시 큰 수 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수정된 붕’ ‘ ’ ,

어의 방법 역시 불명확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평균 위와 평균 아래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질문을 함으로써 붕어 가 자2

신의 불완전한 이해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119]).

그러자 붕어 는 다시금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수 를 평균 위2 ‘ ’ ‘

의 수 로 평균에서 적게 떨어진 수 는 평균 아래의 수 로 수정’ , ‘ ’ ‘ ’

하였으며 평균 아래의 수는 높이는 것이 아닌 낮춰야 한다고 이야기하,

며 처음 교사가 파악하였던 두 가지의 불완전한 이해 요소가 모두 개선

된 방법을 제시하였다 게다가 붕어 는 평균 아래의 수를 낮추는([120]). 2

양에 따라 평균 자체가 낮아질 수도 있는 것까지 고려하여 평균 위의,

수를 높이는 것에 많이 라는 수식어를 평균 아래의 수를 낮추는 것‘ ’ ,

에는 조금 이라는 수식어를 함께 병기하기도 하였다 즉 변형해야 할‘ ’ .

데이터의 구체적인 범위뿐만 아니라 변형의 방향 변형의 크기까지 모, ,

두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수준의 특징을 보이는. 4

2-4 4 붕어 점대 점수들을 높여주고 점대 이하 점수들을[122] 2 : 80~90 60

점대 점수들을 높인 것 보다 더 낮춰준다80~90 .



것이며 수준의 유형에 속했던 붕어 가 두 번에 걸쳐 데이터의 변형, 3 C 2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했던 교사의 발문에 따라 이해 수준이 상

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에 과제 과 과제 의 해결을 위해서 붕어 가 제시한 방[ 2-3b] [ 2-4] 2

법 을 보면 교사가 요구했던 바를 충실하게 따라 변형해야할([121], [122]) ,

데이터의 구체적인 범위와 변형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요약하면 변형해야 할 데이터의 범위와 방향 크기에 대해 명. ,

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수준의 유형에 속한 학생에게 명확성을 요3 C

구하는 교사의 발문 은 수준으로의 수준 상승을 지원하는 유효한 교(S6) 4

수학적 처치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위의 예시와 다르게 교사가 수준의 각 유형의 학생들이 지닌3

불완전한 이해 요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드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준,

이 상승하지 못하는 사례 역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수준의 유형인. 3 C

고래 와 유형인 사슴 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모둠별 채팅으로 이루어진2 D 2 .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 모둠에 대한 교사의 다중적인 지원이 가능했음에,

도 불구하고 교사 혼자서 개의 모둠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점 시간, 4 ,

상의 한계 등을 이유로 교사가 세부적으로 지원해주지 못하는 학생들 또

한 존재했는데 차시 종료 전 제시된 과제 에 대한 수준 학생들의, 3 [ 3-2] 3

반응을 통해 불완전한 이해 요소가 개선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과제 는 평균은 높이고 표준편차는 내리는 방법을 생각해야 했. [ 3-2]

는데 수준의 유형에 속했던 고래 의 경우 상위권 점수를 조금 내, 3 C 2 ‘

리고 하위권 점수를 상위권 점수가 내린 것보다 더 많이 올린다 라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고래 가 여전히 상위권 하위권 과 같은. 2 ‘ ’, ‘ ’

명확하지 않은 변형 대상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준의 유형에 속했던 사슴 의 경우 평균은 높이고 표준편차는 낮3 D 2 ‘

춰야 한다 나는 위쪽 점수를 높이되 평균과 가까운 점수를 높이는 것. ,

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충분히 평균을 높인 뒤에는 아래쪽 점수를.

높이며 표준편차를 조절한다 이유는 평균을 높이는 데에는 평균보다 위.

의 점수를 높여야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응답하였.’



다 이를 통해 사슴 역시 여전히 평균보다 위쪽의 점수를 높이는 것이. 2

평균을 더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종합해보면 학생이 지닌 불완([124]). ,

전한 이해 요소를 교사가 포착하여 각 요소별로 적절한 피드백을 세부적

으로 제공하는 것 가 수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G4)

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제 절 연구 문제 의 결과3 3 6)

연구결과 과 에서는 수업의 내용적 측면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평균1 2

과 표준편차에 대한 이해 수준의 특징과 수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혔다면 본 절에서는 수업의 맥락적 측면과 관련한 학생들의,

수업 참여 상의 특징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비대면 실시간 수업의 형태.

로 진행된 온라인 수업에서 나타난 학생 수업 참여의 특징으로 첫째 온,

라인 환경의 다양한 학습 자원의 활용 둘째 서면 상호작용을 통한 개, ,

인화된 학습 기회 제공 셋째 익명성에 따른 수업 참여도의 변화가 관, ,

찰되었다 아래에서는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분석한다. .

온라인 환경의 다양한 학습 자원 활용1.

학생들은 등의 온라인 플랫폼 외에도 여러Google Classroom, Padlet

인터넷 사이트를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였으며 웹,

기반의 통계치 계산 프로그램과 같은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수집한 데

이터를 변형할 수 있었다 특히 수업이 진행되는 과 웹사이트 및. , Padlet

공학적 도구 사이의 자유로운 전환을 통해 과제 해결에 요구되는 실제적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표현 및 분석하는 활동을 반복할 수 있었다.

그림 은 개미 가 모둠 활동지 에 작성한 것으로 차시 수업[ 12] 2 Padlet , 1

에서 개미 는 학교 알리미 사이트를 방문하여 고교의 실제 학업성취2 A

6) 이 절의 내용은 정혜윤 서호성 을 요약 및 보완한 것이다, (2021) .



도 통계치 평균 표준편차 성취도별 비율 를 수집한 뒤 모둠 내에 공유( , , )

하였다 학생들의 모둠 활동지 자체가 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이었기. Padlet

때문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 학교알리미 사이트와 두 창을 띄, Padlet

워놓고 통계치를 수집하여 기록함과 동시에 모둠원들에게 공유할 수 있

었다 또한 모둠원들 역시 동시에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모둠 활동지 의 데이터를 보며 데이, Padlet

터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대화문 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 < 3-1>

다.

모둠 학생 상호 작용

2A 토끼 다른 학교의 학업 성취사항을 모둠 활동지 에 공유함[1] 1 : ( Padlet )

매미 우리 고교 꺼 하는 거 아니야[2] 1 : A ?

치타 저 사진 매미 이 올린거야[3] 1 : 1 ?

매미 나 아닌데[4] 1 : ?

치타 누가 올린거야[5] 1 : ?

토끼 내가 올린거야[6] 1 : .

판다 어 뭐지 아닌 것 같은데[7] 1 : , ?

치타 다른 학교 같은데[8] 1 : ?

판다 저거 아닌 것 같아 고교의 학업 성취사항을 찾아서 채팅방에[9] 1 : . (A

올리고 이게 맞는 건가) ?

라마 응[10] 1 : .

토끼 맞는 것 같다[11] 1 : .

대화문< 3-1>

그림 개미 가 수집한 고교의 학업성취사항[ -1] 2 AⅣ



토끼 이 다른 학교의 학업성취사항을 모둠 활동지 에 공유하자1 Padlet

다른 모둠원들은 해당 데이터에 표기된 학교명을 보고 데이터의([1]),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이에 따라 판다 은 고교의 학업([2], [7], [8], [9]). 1 A

성취사항을 찾아서 채팅창에 공유하고 다른 모둠원들의 검증을 통과함,

으로서 적절한 데이터를 수집해내는 모습이 나타났다 위의 사([10], [11]) .

례는 온라인 수업에서의 정보 검색 정리 공유 나아가 공유된 정보에, , ,

대한 공동 검증이 대면 수업보다 수월함 이은철 을 보여준다 또한( , 2019) .

학생들은 온라인 환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보와 실제적인 통계 데이터

를 활용하여 현실감 높은 통계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Orey & Rosa,

2018; Wilkerson & Laina, 2018).

이러한 데이터 수집 과정 외에도 학생들은 별도의 설치 과정 없이 다,

양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교육용 소프트.

웨어를 대면 수업 환경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나 태블릿 등의 기

기가 필요하며 각각의 기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이러한 낮은 기술적 접근성은 일선 학교에서 기술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

할 때 겪는 어려움으로 지적되어왔다(Roberts & V nsk , 2011; Shih etä ä

그러나 온라인 환경을 활용하면 별도의 사전 준비 없이도 학al., 2012).

습자가 온라인 접속이 가능한 자신들의 컴퓨터 및 휴대폰 등을 통해 다

양한 학습 자원과 온라인 기반 소프트웨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실제로 학생들은 수업 후 진행된 설문조사의 대(M ndez et al., 2017). ‘é

면 수업과 비교했을 때 온라인 수업의 어떤 점이 좋았나요 라는 질문?’

에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매미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쉽게 정보를 구할 수 있고 프로그램들을 이용1 : ,

하기도 편리하였다.

여우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확실히 직접 그리거나 계산하는 것보다 간단1 :

하고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쉽게 활용할 수 있었다.

사자 다양한 사이트를 손쉽게 사용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2 :

있었다.

퓨마 자료를 정리하기가 오프라인보다 편했던 것 같다2 : .



위와 같은 학생들의 답변은 온라인 환경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원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 및 분석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연구결과 에서 다룬 웹 기반의 통. 1, 2

계치 계산 프로그램은 계산 절차보다는 평균과 표준편차의 본질적인 개

념에 대해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도 기여하였다 수업 후 진행된.

설문조사의 웹 기반의 통계치 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한 것은 직접 계산‘

하는 것 보다 어떤 점에서 좋았나요 라는 질문에 학생들은 다음과 같?’

이 답하였다.

개미 서로의 연관성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여러 가지 변수가1 : ,

생길 때마다 자료를 달리하여 맞추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재미를 느낄 수 있

었습니다.

사슴 내가 개의 숫자를 하나씩 변경하고 그 때마다 다시 평균과 표준편2 : 50

차를 구했다면 아마 과제를 제 시간에 진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정말 시간 단.

축과 정확도에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사자 우리가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계산 속도가 빠르고 평균과 표준편차가2 :

한 눈에 보이도록 정리되어 나오는 점이 좋았다 이에 따라 이 부분에서는 이. ‘

렇게 큰 또는 작은 수를 넣으면 평균이 증가 감소 하겠구나 와 같은 생각을 한( ) '

뒤 결과를 바로 확인하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

위와 같은 학생들의 답변을 통해 학생들이 통계치 계산 프로그램을 활

용하여 통계치의 계산 자체에 집중하기 보다는 과제가 의도하는 바인,

데이터의 변화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의 변화에 집중할 수 있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요약하면 온라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온라인상의 다양. ,

한 자료를 수집하고 공유하여 검증할 수 있었으며 온라인 환경이 제공,

하는 높은 기술적 접근성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의 높은 활용성은 학생들이 수업의 목표.

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서면 상호작용을 통한 개인화된 학습 기회 제공2.

학생들은 차시에 데이터 집합 을 구성하는 활동 및 이와1-2 (DS1, DS2)

관련된 과제 과제 과제 를 해결했고 차시 수업에서는 어려([ 1-1]~[ 2-4]) , 3

움을 겪는 학생이 차시 중반까지 구성했던 데이터 집합 를 모둠원2 (DS2)

들에게 공유하여 함께 논의하는 작업 과제 이 이루어졌다 이때 학([ 3-1]) . ,

생들은 자신의 작업 과정에 방해받지 않고 각자가 원하는 순간에 동료에

게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었는데 대화문 에서 이를 확인할 수, < 3-2>

있다.

발화

시각
학생 상호 작용

09:09 개미 개의 점수[12] 2 : (50 ) 100 100 100 98 96 89 88 88 86 86 85 84 84 79

79 78 78 77 77 77 76 76 75 75 74 73 69 69 69 69 69 68 68 68 67 67 67

평균 표준편차 실제59 59 58 57 55 53 51 51 48 34 26 21 20 / 70.4, 18.6,

평균 실제 표준편차 어찌어찌 평균은 맞췄는데 평균을 맞추니70.3, 14.7. / ,

까 표준편차가 벌어지더라.

09:10 노루 그러면 일단 평균은 딱 맞으니까 아래 거 평균보다 작은 값[13] 2 : , ( )

건드리자.

개미 근데 이거 아래 거 건드리면 평균이 올라가 평균이 조금 차이[14] 2 : .

나더라도 표준편차를 맞출까 이 상황에서 평균이랑 표준편차랑 딱 맞추는?

건 좀 힘들 것 같은데.

09:11 노루 그러면 점부터 조금씩 낮출까 표준편차가 너무 커서[15] 2 : 90~100 ? .

고래 그럼 표준편차를 낮춰야 하니까[16] 2 : .

개미 아니면 같은 숫자를 적은 것들을 조금 낮추고 점수가 조금 낮[17] 2 : ,

은 것들을 끌어올릴까?

09:12 노루 그래야 할 것 같아[18] 2 : .

고래 낮은 거 올리고 높은 것도 내려야 함 안 그러면 평균이 변해[19] 2 : . .

개미 값이 같은 숫자들을 내려야지[20] 2 : ( ) .

토끼 숫자를 높이고 정도 숫자를 올린만큼 빼면 맞춰[21] 2 : 60-70 , 70-90

지지 않을까?

09:13 개미 개수가 제일 많은 를 내리고 그러다가 모자란 점수들은 맨[22] 2 : ( ) 69 ,

밑에서 올리자.

대화문< 3-2>



고교의 실제 통계치 평균 표준편차 에 근접한 데이터를 구A ( 70.3, 14.7)

성하기 위해 개미 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낮추는 방향 각각 으2 ( -0.1, -4.1)

로 데이터를 수정하여야 했다 이에 대해 노루 는 점 이상의 점([12]). 2 90

수를 낮은 점수로 수정할 것을 고래 는 표준편차를 낮추고 평균을([15]), 2

유지하기 위해 높은 점수를 낮추고 낮은 점수는 높일 것을 제안하였다

이들 의견에 동의한 개미 는 채팅방과 통계치 계산 프로그램을([19]). 2

오가며 점수를 수정하였다 지금 하는 중이야 평균([17], [20]). ‘ ([24])’, ‘

조금씩 올리면서 표준편차 정리 중이야 맞추는 중이야([27])’, ‘70.3.

등의 발화는 개미 가 동료 및 온라인 매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30])’ 2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논의 초기에 실제 통계치에 근접한.

데이터 집합을 구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던 개미 는 동료2 ([12], [14])

들과의 논의 후에는 이전 차시에 구성한 데이터 집합 에 비해 실제(DS2)

통계치에 더 가까운 데이터 집합 을 구성하였다(DS3) .

실제로 개미 가 차시 논의 전 후 구성한 데이터 집합이 나타난 그림, 2 3 / [

09:14 노루 으로 표준편차 줄이고 으로 올라간 평균을 맞추는[23] 2 : 60-70 70-90

것이 아닐까?

09:16 개미 지금 하는 중이야 줄이고는 있는데 조금씩 밖에 안되는 듯[24] 2 : . .

09:19 중략( )

고래 평균이 이어야 하는데 개미 가 구성한 자료 집합의 평균[25] 2 : 70.3 , ( )

는 야70.4 .

토끼 그래서 일단 평균보다 위에서 점수를 조금 낮춰서 평균을 맞춰[26] 2 :

야 해.

개미 표준편차는 까지 맞췄어 평균 조금씩 올리면서 표준편차[27] 2 : 16.1 .

정리 중이야 평균이 로 떨어져서 표준편차랑 같이 맞추는 중이야. 69 .

09:20 토끼 개미야 평균을 먼저 맞추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 평균을 맞[28] 2 : .

춰야 표준편차를 맞출 때 아래 점수에서 더한 만큼 위쪽 점수에서 빼면 되

니깐 더 좋을 거 같아.

09:22 고래 개미 지금 평균 아니었어[29] 2 : 70.4 ?

개미 맞아 아 맞추는 중이야 잠시만 기다려 봐[30] 2 : . 70.3. . .

09:24 개미 분 뒤 표준편차 까지 조정 완료[31] 2 : (2 ) 15.4 .



를 살펴보면 논의 전 데이터 집합 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실제-2] , (DS2)Ⅳ

평균 표준편차보다 각각 만큼 크지만 논의 후 데이터 집합, 0.1, 4.1 , (DS3)

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만큼 크다 동료 및 온라인 매체와의0, 0.76 .

상호작용을 통해 개미 는 공학적 도구와 모둠 구성원의 지원을 모두 받2

을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실제적 데이터의 수집과 데이터 집합의 구성,

및 수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100 100 100 98 96

89 88 88 86 86 85 84 84

79 79 78 78 77 77 77 76 76 75 75
74 73

69 69 69 69 69 68 68 68 67 67 67

59 59 58 57 55 53 51 51 48 34 26
21 20

100 99 98 95 93

89 88 87 86 85 85 84 83

79 78 78 77 76 76 76 76 75 74 73 71
70

69 68 66 65 64 63 62 61 60 60 60

59 59 58 57 55 52 49 48 48 47 46 44
44

그림 모둠 활동 전 후 개미 가 구성한 데이터 집합[ -2] / 2Ⅳ

한편 대화문 에 나타난 개미 에 대한 모둠 구성원들의 지원은, < 3-2> 2

서면 상호작용 및 모둠 활동의 결과물에 시차를 두고 접근할 수 있는 온

라인 수업 환경의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학생들은 각자.

통계치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데이터 집합을 구성하는 와

중에 모둠 활동이 이루어지는 에 접속하여 개미 를 지원하였는데Padlet 2 ,

글로 남겨진 개미 의 질문을 읽고 뒤늦게 답하더라도 개미가 다시 확인2



할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고래 의 발화 의 발. 2 [16], [19], [25], [29]

화 시간만 보더라도 각각 와 같이 연속적이지, 09:11, 09:12, 09:19, 09:22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발화한 시간 외에는 고래 가 자신의 개인. 2

작업에 집중하였으며 작업 중간에 채팅방을 확인하며 개미 를 지원한, 2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업 후 진행된 설문조사의 채팅으로 진행된 의사. ‘

소통 방식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에서?’

도 필요할 때 동료의 기록을 확인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매미 채팅 기록이 남기 때문에 전에 말했던 의견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점1 :

이 좋았다.

자라 중간에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친구들이 남긴 채팅을 참고할 수 있어2 : ,

서 좋았다.

이는 서면 상호작용의 특징에 따라 개인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과 더불어 동료와의 논의 또한 비동시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문제해결 과정이 발전할 수 있게 된다는 의 연구 결과와Schreiber(2013)

그 궤를 같이 한다.

이러한 서면 상호작용의 특성은 교사의 개인화된 지도를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수학적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그림. [

은 교사가 여러 모둠의 채팅 방을 번갈아 방문하면서 방문 전까지-3]Ⅳ

진행된 논의의 내용을 파악하고 모둠별 개인별로 필요한 피드백을 제공,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기록으로 남은 상호작용을 살펴볼 수 있다.

는 온라인 수업의 특성을 활용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학생의 서면 상호작.

용을 토대로 한 교사의 다중지원은 개별 학생 지도와 모둠 지도를 모두

가능하게 하였다 각 모둠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 모둠별.

공통된 사고의 오류를 조정할 수 있었으며 상호작용을 조망함으로써 수,

학적 사고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본인들의 과거 활동을.

본인 스스로 성찰함과 더불어 교사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는,

학생들이 모델을 탐색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측면.

은 온라인 학습이 학생의 학습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게 하며,



기록물을 통해 학습 과정을 성찰하고 오류가 발생한 과정을 찾을 수 있

다는 이은철 의 주장을 뒷받침한다(2019) .

익명성에 따른 수업 참여도의 변화3.3.

익명화된 수업 참여는 의견 제시에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하였으며 이,

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로 이어졌다 대화문 에서는 대면. < 3-3>

수업에서 수업 참여도가 낮았던 학생 사슴 가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적2

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과제 학생 반응

2-2 사슴 평균에서 먼 점수부터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 점수가 많이 퍼[32] 2 : ?

져있을수록 표준편차도 높아지니까

교사 평균에서 먼 점수라면 어느 쪽을 말하는 거야[33] : ?

사슴 위쪽이요 아래쪽을 높이면 높인 점수에 비해 평균도 그렇고 표[34] 2 : .

준편차도 그렇고 비효율적일 것 같아요.

교사 사슴아 그러면 아래쪽을 높이는 건 어떤 의미에서 비효율적이라[35] :

대화문< 3-3>

그림 여러 채팅 방을 오가며 제공되는 교사의 지원[ -3]Ⅳ



본 연구의 수업이 진행되기 전까지 연구자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사슴

은 우수한 수학 학습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2 ,

인해 발언을 거의 하지 않는 등 대면 수업에서의 참여도가 낮았던 학생

이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에서는 여러 학생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교사.

의 질문에 주도적으로 답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 모습을 보였다([34],

특히 데이터 집합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모두[36], [39], [42], [43], [45]). ,

높이기 위한 논의 중 비버 의 낮은 점수들을 높이는 게 좋을 것 같은, 2 ‘

데 라는 의견 에 대해 사슴 은 비버 와는 다른 자신의 의견을 피..’ ([37]) 2 2

력하는 등 소극적이었던 대면 수업에서의 모습과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38]).

또한 수업 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익명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 라는 질문에 도?’

움이 되었다고 답하였으며 그 이유에 대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서 말하는데 부담이 없어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라고 답하였.’

다 사슴 외에도 전체의 의 학생 명 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 2 , 56% (14 ) ‘ .’,

는 거야?

사슴 위쪽 점수를 높이면 점수대가 크기 때문에 평균 표준편차에 더[36] 2 : ,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버 낮은 점수들을 높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37] 2 : ..

사슴 높은 점수를 더 높이면 점수가 크기 때문에 평균 표준편차에 더[38] 2 :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2-3a 사슴 평균과 표편을 모두 높이려면 큰 점수가 필요했지만 표편을 낮[39] 2 :

추려면 평균에 더 모여 있어야할 것 같아

사자 점수가 대체로 높은 쪽으로 몰려있어야 할 것 같아[40] 2 :

교사 그렇지 그럼 사슴아 어떤 점수를 어떻게 수정해야할 것 같아[41] : . ?

사슴 평균과 가까운 높은 점수를 높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42] 2 : .

2-4 사슴 평균을 낮추고 표준편차를 높여야 하네 난 평균은 낮춰야 하니[43] 2 : .

까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낮추고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높이면 좋을 것 같

아.

비버 중간 점수를 조금 낮추면 되지 않을까[44] 2 :

사슴 오 좋다 중간 점수라기보다 평균에 가까운 점수로 하면 더 좋[45] 2 : ,

을 것 같은데



의 학생 명 은 도움이 되었다 라고 답하였으며 그 이유에 대해44% (11 ) ‘ .’ ,

서도 다음과 같은 답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리 아무래도 실명으로 참여하면 내 의견을 말할 때 눈치를 보게 되는 경1 :

향이 있는데 익명이기 때문에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서 좋았다, .

기린 자신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으니 답이 틀리더라도 부담이 없어서 좀1 :

더 편한 분위기에서 참여할 수 있었다.

매미 수업에서 비교적 성적이 높지 않아 의견을 내지 않는 친구들도 낼 수1 :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한다.

하마 원래 본명으로 말했다면 내 의견을 내거나 친구들 의견에 이의를 제2 :

기할 때 약간 망설여졌을 텐데 동물 이름으로 참여하니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모둠활동에서 평소에 알고 있는 사실도 말을 잘 못.

하는 편인데 익명이라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어서 좋았다, .

이를 통해 익명화된 상호작용이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데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익명성에 기반한 수.

업 참여가 수업의 참여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Naidoo &

의 주장을 지지한다 더불어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익명성Kopung(2020) . ,

에 기반한 온라인 수업 환경이 학생들의 자신감과 자존감 높여준다는 선

행연구 를 뒷받침하(Attewell & Savill-Smith, 2004; Rambe & Bere, 2013)

는 것이기도 하다.



제 장 요약 및 결론5

제 절 요약1

본 연구에서는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변형하는 과정을 통

해 평균과 표준편차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데이터,

의 중심과 퍼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과제를 개발하였다 중학.

교 학년 일반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제를 적용한 수업을 실시하였3

으며 실시한 수업은 비대면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었,

다 수업에서 학생들은 채팅으로만 상호작용할 수 있었으며 실명이 아. ,

닌 익명으로 수업에 참여하였다 수업을 실시한 후 과제 해결 과정에서. ,

드러나는 학생들의 반응 상호작용 과 활동 결과물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 ,

하였다 분석 결과 과제의 내용적 측면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이해 수. , (

준 및 맥락적 측면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들의 참여 상의 특징 과 관련된) ( )

연구 결과들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먼저 내용적 측면과 관련된 연구 결과 에서는 데이터 변형 활동에 참1

여하는 학생들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Biggs &

의 분류법을 활용한 학생 반응 분석을 통해 단계로 구Collis(1982) SOLO 4

분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수준으로는 수학적인 근거 없이 단순히 데이.

터를 변형하는 수준 전구조적 평균 또는 표준편차 중 하나에만 초점을1 ( ),

맞춰 데이터를 변형하는 수준 단일구조적 평균과 표준편차를 동시에2 ( ),

고려하여 데이터를 변형하지만 데이터 변형 과정에서 불완전한 이해 요,

소가 드러나는 수준 다중구조적 평균과 표준편차를 동시에 고려하며3 ( ),

데이터의 변화에 따른 두 통계치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수준4

관계적 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각 수준에서의 특징을 예시와 함께 밝혔( ) .

으며 특히 수준의 경우 불완전한 이해 요소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3

구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밝혔다.

연구 결과 에서는 두 차시의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평균과 표준편2



차에 대한 이해 수준의 변화 양상을 과제별로 학생들의 수준을 구분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과제 해결 과정 및 과제 해결 전후에 학생들,

이 제출한 데이터 집합의 실제와의 오차 비교 등을 통해 수업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들의 이해 수준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러한 이해 수준의 변화의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동료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심층적으로 분

석하여 그 요인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적인 교수학적 요인으로. ,

네 가지 통계적 개념과 관련된 교수학적 요인으로 여섯 가지의 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근거로 각각의 요인이 드러난 학생들의 반응을,

예시로 제시하였다.

맥락적 측면과 관련된 연구 결과 에서는 온라인 환경을 활용한 수업3

의 특징이 다양한 측면에서 학생의 수업 참여에 기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학생들은 온라인 환경에 존재하는 실제 데이터를 수집.

하여 이를 모둠원들에게 공유하고 검증함으로써 신뢰도 있는 실제 데이,

터를 활용한 현실감 높은 통계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또한 온라인.

환경이 지닌 높은 기술적 접근성을 통해 다양한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활

용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은 데이터를 손쉽게 정리하고 평균, ,

과 표준편차에 대한 계산보다는 그 자체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 생각하

며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채팅으로만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수업의.

특징에 따라 개인화된 학습 기회를 보장받으면서 필요에 따라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진행할 수 있는 모습도 드러났으며 교사가 모둠별 및 개인,

별로 다중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풍부한 학습 기회가 제공,

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익명으로 의사소통이 진행됨에 따라 학생들.

이 보다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되어 학생 참여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 절 논의 및 결론2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수준 및 온라인 수업의 수행과 발전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이해 수준을,

분류법을 활용하여 단계로 구분하였다 데이터의 요약에서 핵심SOLO 4 .

적인 두 가지 개념으로 중심을 요약하는 통계치 예를 들면 평균 와 퍼짐( , )

을 요약하는 통계치 예를 들면 표준편차 를 꼽을 수 있는데( , ) (Ben-Zvi,

두 개념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중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평2004), .

균이 개별적인 데이터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고찰 없이 평균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Konold & Pollatsek,

또한 중심과 퍼짐의 특징을 함께 고려하는 것은 통계적 추론의2004).

구성 요소이며 통계 교육에서 데이터의 요약(Ben-Zvi & Garfield, 2004)

과 더불어 중요하게 여겨지는 분포 개념에 대한 이해로 발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의 결과는 공통적으로(Torok & Watson, 2000).

두 개념을 연관 지어 사고할 필요가 있음을 지지한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제시하

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학생들의 이해의 수준을 밝힌 것은

평균과 표준편차 각각의 개념에 대한 이해 수준을 구분한 선행 연구

의 결(Garcia & Alexandre, 2008; Turegun, 2011; Watson & Moritz, 2000)

과와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단계의 수준 분석틀은. 4

데이터의 중심과 퍼짐을 모두 고려하는 다른 유형의 과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각각의 이해,

수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통계적 개념과 관련된 교수학적 요인들을

탐색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에서 확인한 바에 따라 수준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교수학적 처치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수준의 학생들의 경우 데이터를 변형할 때 두 통계치 중 어느 것에1 ,



도 주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데이터의 변형에 따라 하나의

통계치의 변화에 주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화문 에서 붕어. < 2-4> 2

는 자라 에 평균부터 맞춰봐 와 같은 발문을 통해 평균에 우선 주목2 ‘ ’

하도록 유도하였는데 이와 유사하게 평균을 높이려면 어떻게 데이터, ‘

를 변형해야 할까 표준편차를 낮추려면 어떻게 데이터를 변형해야?’, ‘

할까 와 같은 발문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준의 학생들은 데?’ . 1

이터의 변형에 따라 최소한 하나의 통계치의 변화에 주목할 수 있게 되

어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2 .

수준의 학생들의 경우 두 통계치 중 하나에만 주목하여 데이터를 변2 ,

형하는데 하나의 통계치의 변화에 대한 목표가 달성되도록 지원하여 자,

연스럽게 다른 통계치에도 주목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데이터를 변형,

하였을 때 두 통계치가 모두 변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발문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대화문 에서 매미 은 평균에만 초점을. < 2-1> 1

맞추고 있는 판다 에게 자신의 방법이 어떤 근거로 평균을 목표한 값으1

로 조정할 수 있는지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설명은 자신이 주목하고 있,

는 통계치의 조정이 해결됨에 따라 다른 통계치에 주목할 수 있는 발판

이 되며 이는 표준편차의 변화에 대해 묻는 판다 의 발화를 통해 확인, 1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표준편차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학생에게.

는 어떻게 표준편차를 목표한 값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도 있

다 이외에도 대화문 의 새우 처럼 수준의 학생이 주목하는 통계. < 2-2> 1 2

치가 아닌 통계치를 지속적으로 언급하거나 대화문 의 붕어 나, < 2-4> 2

대화문 의 여우 처럼 데이터의 변형에 따라 두 통계치가 모두 변할< 2-5> 1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끔 하는 것 역시 다른 통계치에 주목할 수 있도

록 유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준의 학생들은 평균과 표준편차 모두. 2

에 주목하여 데이터를 변형할 수 있게 되어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3 .

수준의 학생들의 경우 지니고 있는 불완전한 이해 요소의 유형에 따3

라 다른 교수학적 처치를 제공할 수 있다 먼저 평균과 표준편차를 순차.

적으로 조정하는 수준의 유형의 학생들에게는 대화문 의 교사의3 A < 2-6>

발문처럼 하나의 데이터만을 변형하여도 두 통계치를 동시에 원하는 방



향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킬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하. ‘

나의 점수만 조정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모두 낮추는 방법 과 같은 세’

분화된 과제를 제공하는 것도 수준의 유형의 학생들이 지닌 불완전한3 A

이해 요소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로 잘못된 결과를 도.

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수준의 유형의 학생들에게는 대화문3 B <

의 교사의 발문처럼 해당 방법을 실행하였을 때 나타날 결과에 대해2-7>

예측하여 통찰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만약 예측에 어려움을 겪는.

다면 통계치 계산기를 이용하여 직접 데이터를 제시한 방법대로 변형해,

보도록 하여 통계치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수준의 유3 B

형의 학생들이 지닌 불완전한 이해 요소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

다 세 번째로 변형해야 할 데이터의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지 않는. 3

수준의 유형의 학생들에게는 대화문 의 교사의 발문처럼 명확하C < 2-8>

지 않은 범위 설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생각해보게 함으로써 명확한 범위 설정의 필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변형 대상을 명확하게 할 수 있었다면 평균보다 높은 점수, ‘

를 낮추는 것은 반드시 표준편차를 낮추는 방법인가 와 같은 세분화된?’

과제를 제공하여 변형 정도의 명확한 범위까지 생각해보도록 하는 것도

수준의 유형의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교수학적 처치라 생각된3 C

다 끝으로 변형해야할 데이터의 크기와 변형에 의한 데이터의 변화량의.

크기를 혼동하는 수준의 유형의 학생들에게는 본 연구에서는 유효한3 D

교수학적 처치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수준의 유형의 학생들에 대한 처, 3 B

치와 유사하게 통계치 계산기를 활용하여 직접 데이터를 변형해보는 과

정을 통해 통찰을 얻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이처럼 동일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수준의 학생

들에게 각 수준에 맞는 교수학적 처치를 제공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

지만 처음부터 각 수준에 해당하는 과제를 단계별로 제공하는 것 또한,

고려해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과제로 데이터를 마음껏 변형해보.

는 과제 수준 를 제시하고 두 번째 과제로 데이터의 변형을 통해 원하(1 ) ,

는 평균 또는 표준편차를 만들어보는 과제 수준 를 제시한다 이후 평균(2 ) .



과 표준편차를 모두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 데이터의 변형 방향만

제시하는 과제 수준 데이터의 변형 방향뿐만 아니라 변형 크기까지 고(3 ),

려해야하는 과제 수준 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4 ) .

럽게 수준의 상승을 경험할 수 있으며 교사 또한 구체적으로 학생의 반,

응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학생의 수준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적절한 교

수학적 처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평균은 유지.

하고 표준편차만 변화시키거나 그 반대의 경우를 위한 데이터 변형 방법

을 제시하는 과제 같은 방향과 크기의 데이터 변형이더라도 변형하는,

데이터의 대상에 따라 두 통계치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묻는 과제

등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심도 깊은 평균과 표준편차가 지닌 의미에 대한

학습을 유도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통계치에 근접하는 개의 결측값을 공학, 50

적 도구를 활용하여 찾아내는 과제를 체계적으로 설계하여 학생들의 평

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이해 수준의 발전에 기여함과 더불어 데이터의 중

심과 퍼짐에 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였다 주어진 통계치를 만족하는.

데이터 집합의 결측값을 찾는 문제는 평균 개념 학습과 관련하여 선행연

구에서도 다뤄진 바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Cai, 1998),

의 평균에 대한 이해도가 상승할 수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하.

나의 결측값이 아닌 수십 개의 결측값을 찾기 위해 데이터를 조정해나가

는 과제를 학생들에게 적용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평균과 표준편,

차 모두를 고려해야 하는 결측값 문제를 다룬 연구 역시 찾아보기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결측값 과제는 목표하는 평균과 표준편차에.

근접하도록 데이터를 변형하도록 유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해 깊이 있게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연구 결과에서 밝힌 학생들의 수준의 변화 양상 및 과제 수행 전후 제출

한 데이터 집합 구성 결과는 많은 학생들이 본 연구의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연결 지어 생각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

여준다.

과제에서 웹 기반 통계치 계산 프로그램과 같은 공학적 도구를 활용한



것 역시 학생들의 통계적 개념에 대한 이해도 상승에 기여하였다 평균.

과 표준편차의 계산에 어려움을 겪거나 계산 절차에만 집중해 온 학생들

이 공학적 도구의 도움을 받아 평균과 표준편차의 통계적 의미에 대해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과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데이터를 변형해 가면서 평균과 표준편차의 변화에 대해 인식,

한 자라 와 비버 의 사례가 그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는 공학적 도구의2 1 .

동적인 사용이 단순히 평균이나 표준편차를 계산하기 위해 공식을 사용

하는 것에서 벗어나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사고하도

록 도울 수 있다는 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기도Ekol & Sinclair(2016)

하다 이외에도 많은 선행 연구에서 평균 표준편차와 같은 통계적 개념. ,

에 대한 학습이 기계적인 계산에만 치중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

해 개념이 지닌 의미에 대해 보다 본질적이고 통계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고 주장해 왔는데 김선희 강현영 우정호 이영하 이은희( , , 2020; , 2000; , ,

본 연구의 과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주장에도 부합하는 과제2011),

로 볼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는 익명으로 진행된 온라인 비대면 수업이 풍부,

한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 결과에서 밝힌 바와 같.

이 학생들은 온라인 환경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실제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모둠원들에게 공유하여 검증할 수 있었다 또한 앞서 밝.

힌 공학적 도구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음에 따라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지적한 기술을 활용한 수업의 어려움(Roberts & V nsk , 2011; Shih etä ä

을 보완한 수업을 가능하게 했다 채팅으로 이루어진 서면 상호al., 2012) .

작용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작업을 진행하며 비동시적으로 모둠원들과

논의 할 수 있었으며 기록된 상호작용을 확인한 교사는 실시간 상호작,

용을 놓치더라도 학생들에게 비동시적으로 개별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 환경의 학습자가 개인화된 학습 기회.

를 보다 많이 제공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Engelbrecht & Harding(2002)

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익명화된 수업 참여에 따라 학.

생들이 보다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상호작용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의 주장 역시 확인할 수 있었는데 평균과Naidoo & Kopung(2020) ,

표준편차의 이해 수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교수학적 요인 중

동료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지는 질의응답 및 수학적 정당화

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결과적으로 익명화된 수업 참여가,

학생들의 이해 수준 상승에 기여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위의 결.

과들을 종합하였을 때 본 연구의 수업 맥락은 학생들에게 풍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함과 더불어 통계적 개념에 대한 이해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온라인 비대면 수업의 교수학적 활용 가능성,

을 확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본 연구 결과는 온라인 수학 수업을 통한 과정중심평가의 실,

행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동안 수학교육연구에서는 수학 수업에서 과정.

중심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경화 외( , 2016).

하지만 여러 한계점으로 인해 실제로 과정중심평가를 수행하는 데 어려

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서면 상호작용은 학생.

의 수학 수업 참여 과정을 모두 기록으로 남기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의,

학습경로를 추적하고 평가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이는 온라인 학.

습이 학습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게 한다는 이은철 의 주장(2019)

을 지지하는 것이기도 하며 향후 온라인 수학 수업이 과정중심평가와,

결합하여 학생 평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

이기도 하다.

여섯째 본 연구는 영재 학생들이 아닌 일반 학급 학생들의 평균과 표,

준편차에 대한 이해 수준을 그들의 다양한 반응과 함께 밝혔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통계적 개념 학습.

에 대한 많은 국내 연구들은 영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강현영 외( ,

박민선 박미미 이경화 고은성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2011; , , , , 2011)

진행된 경우 송선아 이경화 가 많았다 그에 따라 선행연구들에서( , , 2007) .

는 영재 학생이 아닌 일반적인 수준의 학생들 학급 단위의 학생들을 대,

상으로 통계적 개념 학습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밝혀온 바 있

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제안을 따른 후속 연구로.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수업이 중학교 학년 학기가 종료되기 직. 3 2

전에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참여도가 낮지 않았고 학생들,

의 흥미도 역시 매우 높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과제 및 수업은 비단 연,

구를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유형의 과제를 학교 현장.

에 적용해보고자 하는 현직 교사들에게도 의미 있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위와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대상이

중학교 학년 두 학급의 명이라는 점은 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3 25 ,

데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수의 일반 학.

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데이터 변형 활동 과제를 통해 학생들의

평균과 표준편차의 이해 수준 향상에 대한 양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물이 향후 일반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을 활. IT

용한 통계 수업 및 온라인 수업의 개선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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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cultivate statistical literacy, thinking, and reasoning

competencies, which are the goals of statistical education, a deep

understanding of basic statistical concepts needs to be preceded. In

particular, a deep understanding of th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which are representative statistics that summarize the center and

spread of data, is important not only in summarizing the distribution of

data but also in that it can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distribution.

To this end, beyond being able to calculate th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for a given data set, it is necessary to develop tasks that can

provide learning opportunities for essential statistical meanings of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by using technological tools and to use

them for statistical teaching and learning. For effective teaching and

learning using these tasks, it is necessary not only to develop tasks,

but also to explore how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can be distinguished,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level, and what factors can affect the understanding change.

Meanwhile, COVID-19, which occurred in early 2020, has raised

interest in non-face-to-face lesson using the online environment, and

online non-face-to-face lesson that have continued at the school have

become unique independent lesson beyond replacing face-to-face lesson

in paper-and-pencil environments. In particular, although abundant

resources and high technical accessibility of the online environment can

be usefully used in statistical classes that require the use of actual

data and technological tools, There are few domestic studies that

analyze in detail the characteristics of students' participation in classes

after applying statistical lesson using the online environment in the

school.

Therefore, in this study, in order to increase the understanding of

th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and ultimately to understand the

center and spread of data, I developed the task of modifying data

using technological tools and constructing a data set with a given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The developed task was applied to

general class students in the third grade of middle school in the form

of online non-face-to-face lesson with anonymity and written

interaction, which are characteristics of the online environment. And

then, by analyzing the responses of students revealed in the process of

solving the task, I tried to classify the level of understanding of th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using the SOLO taxonomy method, an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each level and didactical factors



affecting the changing level. In addition, I tried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class participation revealed in online statistics lesson.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understanding of th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students could be classified by four level according to

analysing to the their response and characteristics of each level could

be identified. Second, as didactical factors affecting the change in the

level of understanding of students'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four

general didactical factors and six didactical factors related to statistical

concepts could be identified. Third, three characteristics of students'

participation in online lesson could be identified.

Keywords : Average, Standard deviation, Level of understanding, Using

technological tools, Online le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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