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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형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해석기하에서

학습부진학생들의 개념형성에 관한 연구:

관계적·도구적 이해를 중심으로

윤인준1) · 고상숙2)

본 연구는 학습부진학생들을 대상으로 탐구형 소프트웨어인 Excel과 GSP의 활

용한 탐구활동을 통해 해석기하의 개념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중학교의 논증기하에 대한 개념과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해석기하의

개념을 관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Skemp의 목표 지향적 학습을 위한 지능 모

델이 7차시로 구성되었고 2011년 7월～9월에 5명의 학습부진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가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로는 탐구형 소프트웨어를 통해 관계적 이해(R유형의 목

표를 성취하기 위한)에 비길 수 있는 두 가지는 R유형, 즉 직관적 사고 활동을 통

한 관계적 이해가 된 경우로 이 과정에 탐구형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반영적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과 I유형, 즉 반영적 사고 활동을 통한 도구적 이해가 일어난

경우로 스키마 학습과 같은 장점을 얻게 함으로써 관계적 이해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더욱이 이러한 관계적 이해가 성취되었을 때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서

논리적 이해를 할 수 있는 여지와 양식 2의 기호를 통한 의사소통의 능력에 해당하

는 수준까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주요용어 : 관계적 이해, 도구적 이해, 학습부진학생, 해석기하, 탐구형 소프트웨어, 

GSP, Excel, Skemp의 지능학습, 지능양식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교육과학기술부(2008)의 2008학년도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 기본계획에 따르면, 2006년도

국가 수준 기초학력진단평가 결과 읽기와 쓰기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이 각각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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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2.0%였음에 비해 수학 기초학력 미달자는 4.4%였다. 수학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은 다른

교과에 비해 2배에 가까웠고 경기도의 경우 2005년도에 초·중·고등학교 학생 107만 5천여명

을 대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개발한 ‘초등학교 3학년 국가수준 기초학력진단평가’문항

을 활용해 기초학습능력을 테스트한 결과 0.34%인 3,678명이 기초학력미달로 조사되었다.

그 중 더하기, 빼기 등 수학 기초학습부진학생 수가 1,572명으로 가장 많았다(교육인적자원

부, 2006).

이를 개선하고자 시행되는 대표적인 국가정책으로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제를 들 수 있

다. 1997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는 시도교육청과 연계하여 ‘기초학습부진학생(읽기, 쓰기, 셈

하기와 같은 기초학습기능이 결손 된 학생)’와 ‘교과학습부진학생(교과영역별 최소 성취 기

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를 구분하고, 보충학습 자료 개발 및 보급과 학습부진아 전담 강

사 지원 등을 통해 단위학교 중심의 학습부진학생 지도 정책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소은주

(2003)도 지적하였듯이, 이러한 학습부진학생 지도 정책은 그 효과성이 보장되지 못한 채 시

행되어온 바가 없지 않다. 결국 학습부진학생들은 학교 또는 국가 정책이 실효성을 무시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좀 더 구체적인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현장교육에서 도움이 되는 실질

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한편, 여러 수학의 분야 중 기하는 공간적 관계의 기술과 추론에 대한 학문으로 논증기하,

해석기하, 변환기하 등으로 구분되어진다. 중학교에서는 유클리드 기하를 기반으로 하는 논

증기하가 다루어지고, 고등학교에서는 좌표를 기반으로 하는 해석기하와 변환기하가 다루어

진다(김남희 외, 2006).

이러한 중등 교육과정에서의 기하교육은 기하학적 직관력을 신장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논리적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는 이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NCTM, 1989, 2000). 직

관이란 핵심적인 연결 관계를 즉각적으로 파악하는 거의 무의식적인 매우 신속한 인지과정

으로, 특히 시각적인 요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류현아, 2008). 시각적

요소는 대수적인 문제 해결은 물론 기하의 교수-학습에서도 직관과 관련되어 중요한 역할

을 한다. 그러므로 동적인 조작이 가능한 기하 교수•학습용 소프트웨어가 기하 교육에 많

은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컴퓨터는 그래픽, 애니메이션, 시뮬레이션, 계산 속도의 신속

성, 오류수정 등 다른 어떤 교육매체가 갖지 못하는 독특한 교수•학습 기능을 가지고 있다.

수학교육에서 그래픽과 애니메이션은 추상적인 수학내용을 시각화하여 지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각화가 학생들의 직접적인 경험이나 통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수학학

습의 어려움을 완화시켜 준다. 특히, 형식적인 증명이나 개념 학습의 전 단계에서 그래픽이

나 애니메이션을 통한 직관적 탐구활동은 수학의 역동적이고 발생적인 측면을 부각시킬 수

있다(고상숙, 2005). 따라서 Excel과 GSP와 같은 탐구형 소프트웨어는 수학 개념형성과 문

제해결 과정의 탐구활동에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위와 더불어, 수학에서의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Skemp(1979)는 진정한 이해를 강

조하였는데 이때의 이해와 방법을 관계적 이해와 도구적 이해로 구분하였다. 특히 ‘관계적

이해’를 수학의 개념을 학습함에 있어 참된 이해를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중요한 이해의

관점으로 보았다.

수학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수학교육의 중요한 목표임에도 대부분의 학습부진학생들은

수학 지식이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체 암기하고 기계적으로 문제 상황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은 입시 지향의 교육 풍토, 교사의 능력, 학교환경 등 여러 가지가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이해를 돕도록 하는 수업 도구나 교재의 부족 또한 중요한 원인이라

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탐구형 소프트웨어인 Excel과 GSP를 활용한 학습환경에서 고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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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1학년 학습부진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석기하의 개념학습에 있어 Skemp(1976, 1980, 1982,

1987, 1989)에 의한 관계적 이해과 도구적 이해를 중심으로 수학적 개념형성과정을 알아보

고 이들의 학습부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습부진학생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탐구형 소프트웨어(GSP와 Excel)를 사용한 학습환경에서 학습부진학생들은 논증기

하와 해석기하의 관계적 이해를 통한 해석기하의 개념형성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가?

둘째, 학습부진학생들의 해석기하의 개념형성과정에서 탐구형 소프트웨어(GSP와 Excel)

를 통해 도구적 이해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3. 연구의 제한점

이해라는 것이 단계별로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수 있고 선형적 위계가 정해져 있는 것

도 아니므로 본 연구에서 이해를 Skemp(1987)가 제시한 6가지 범주의 이해 유형 중 관계적

이해와 도구적 이해를 중심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반드시 학습부진학생들의 이해에

대한 모든 과정을 설명한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수학적 개념의 형성은 짧은 시간에 형성

되는 것이 아니며 특히 탐구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탐구학습에서 이해의 과정을 분석하

기 위한 수업 반응 결과가 학습부진학생들에게 쉽게 나타나지 않는 어려움이 있어 연구수행

내내 다시 반복적인 질문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Ⅱ. 이론적 배경

1. 수학적 개념 형성

Skemp(1989)에 따르면 개념이란 일상생활에서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무수히 많은 사건들

중에서 유사한 경험들끼리 분류하고 묶고, 분류된 경험들 속에서 얻어지는 공통적 성질을

개념으로 인식하게 된다. 학습자가 다양한 경험으로부터 공통된 속성을 발견하여 형성되는

개념, 즉 일상생활에서의 개념을 Skemp는 일차 개념으로, 다른 개념으로부터 추상되는 개

념을 이차 개념으로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Skemp, 1989, p. 56). 일차 개념이 형성된 후에

이차 개념이 형성되는데 Skemp는 이를 두고 개념 간의 위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 즉,

개념 학습의 핵심은 공통된 속성의 추출, 즉 추상화이고 둘째는 개념의 위계관계이다. 특히

개념의 위계 관계는 개념의 지도 원리에 영향을 미친다. Skemp는 자신의 글에서 이러한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이 더 적당한가 하는 것은 새로운 개념이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스

키마와 관련지어 볼 때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이는 새로운 개념이 학습

자가 현재 사용가능한 스키마와 같은 수준이거나 낮은 수준에 위치해 있는가 아니면 보다

높은 수준에 위치해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Skemp, 1989,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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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근거하여 Skemp는 학생수준에 따라 지도 방법을 달리하였는데 학생의 수준이 이미

학습한 개념과 같은 수준이거나 낮은 수준일 때는 설명과 정의로서 지도하고, 높은 수준일

때는 예를 제시하여 학생들 스스로 개념을 추상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학생들에게 예를 제시할 때는 첫째, 높은 차원의 개념은 조심스럽게 선택된 예들에 의해

전달되어야 하고, 둘째, 학습에 필요한 선행 개념을 학생 개념과 새로이 학습할 개념을 재합

성 할 수 있도록 개념을 먼저 분석하여야 한다(Skemp, 1989, p. 64).

Skemp는 훌륭한 교사라면 학생들에게 정의를 설명할 때 예를 들어 직관적으로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학습해야할 개념을 형성시키는데 공통인 성질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적절한 예는 추상되는 과정이 비슷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특수한 개념과

관계없는 성질들이 생략되거나 합해질 수 없도록 충분히 달라야 한다(황우형, 2001).

2. 지능 학습(Intelligent Learning)

Skemp는 지능을 ‘유용한 정신적 능력의 집합체’로 정의하고, 지능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

해 지능 학습 모델을 고안하였다. Skemp는 우리 행동의 많은 부분은 목표 상태를 체계적으

로 수행하는 방향을 지향한다는 가정 하에 지능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가 발견

하고자 하는 상황이 언제나 같지는 않으며 우리는 행동을 적절하게 바꿈으로서 목표를 성취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생존 지향적인 능력을 실행하는 체계를 ‘지휘 체계(director systems)’

라 부른다. 이 체계의 핵심은 외부 환경을 기준으로 아동의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를 비교

하고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가 일치할 때까지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상상 지휘 행동 계

획을 직접 수립한다. 지휘 체계는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Skemp, 1987, pp.

180-181).

[그림 1] 지휘체계(Skemp, 1987, p. 106)

 

① 감지기: 아동의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것을 내적으로 표현한다.

② 비교자: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를 비교한다.

③ 행동계획: 현재 상태에서 목표 상태로 아동의 상태를 바꾸기 위하여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Skemp는 위와 같은 모델로 설명되는 지능을 폭 넓고 다양한 조건과 계획에 의하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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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 도달하는 능력의 결과로서 일종의 학습이라고 보고 있으며 우리의 대부분의 행동이

자극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목표 지향적인 것으로 보아 목표 지향적인 학습이 있다는 것을 받

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목표 지향적인 학습으로서의 지능은 통합된 지식 구조(스키마,

schema)의 형성과 검증을 위해서 ‘델타-1’과 ‘델타-2’ 하는 두 가지 지휘 체계를 필요로 한

다. 델타-1은 물리적 환경에 대하여 작동하는 지휘체계이며, 델타-2는 델타-1을 피동자로

하는 이차적인 지휘 체계로서 델타-1이 보다 잘 작동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델타-1을

바꾸어 주는 역할을 한다.

델타-2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는 스키마의 구성이며, 지능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적응력에

이바지한다. 첫째, 델타-1이 수행하는 모든 다른 종류의 일에서 스키마를 구성하여 적응력

을 키워 준다. 둘째, 이 스키마로부터 서로 다른 처음 상태에 적절한 계획을 구안하며, 이러

한 계획은 목표 지향적인 행동의 기초를 형성한다. 이렇듯 Skemp는 지능을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위한 지휘체계로 보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서 스키마의 구성을 들고 있다.

[그림 2]  두 가지 지휘체계(Skemp, 1987, p. 165)

3. 직관적 지능과 반영적 지능

Skemp(1987)는 지능의 역할에 있어서 두 가지 양식을 구분하고 있는 바, 직관적 지능

(intuitive intelligence)과 반영적 지능(reflective intelligence)이다. 이렇게 두 가지의 지능으

로 나누는 배경은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아는 것과 그 사실이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16×25에 대하여 ‘답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답을 어떻

게 구했는가’ 라는 두 가지 질문에서, 두 번째 질문에 답하려면 문제 자체에서 문제를 해결

하는 사고 과정으로 문제 해결자의 관심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능의 직관적 단계에서 우리는 외부에서 얻은 자료를 우리의 감지기를 통하여 인식하고,

아동이 갖고 있는 개념 구조에 의하여 이 자료들을 자동적으로 분류하고 다른 자료들과 연

결하는 중재 사고 과정(intervening mental processes)을 거치게 된다. 직관의 반영적 수준

에서 이러한 중재 사고 과정이 자기 반영적 인식의 대상이 되며, 여기에 필요한 정보는 우

리의 외부 환경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념 체계에서 찾을 수 있다. 반영적

사고는 수학적 일반화 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구체적인 대상의 개수를 세는

것으로 형성되는 자연수 개념을 분수, 정수, 유리수, 실수와 같은 일반적인 수 개념으로 확

장하기 위해서는, 덧셈의 교환 및 결합법칙, 곱셈의 교환 및 결합법칙, 분배법칙이라는 자연

수 체계의 다섯 가지 형식적인 성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러한 이해는 반영적 사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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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것이다.

4. 스키마 학습(Schematic Learning)

1) 스키마 (schema)의 개념

Piaget이론에서의 schema에 해당되는 것으로 행동이나 사고의 양식인 내지 구조를 말한

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행동이나 사고를 반복 가능하게 하고 일반화 할 수 있게 하는 인지

구조인 것이다. 서로 관련 있는 개념들의 구조를 말하며, 적응, 곧 동화 조절 기능과 조직기

능을 갖고 재조직되어 가는 것이다. 모든 지식의 구조는 단순한 하나의 개념으로 되어 있든

복잡하게 되어 있든 스키마이다. 또한, 스키마의 구성 양식들은 위계적인 순서를 가지지 않

는다. 학생들의 능력에 따라 스키마를 경험이나 전달에 의해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매순간

마다 이러한 양식들이 결합되어 스키마를 형성한다.

2) 스키마의 구성양식

스키마의 구성을 ‘건조(building)’와 ‘검증(testing)’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양식 1, 2, 3으로 구별되는 스키마의 구성 양식들은 위계적인 순서를 가지지 않는다.

학생들은 능력에 따라 스키마를 경험에 의해서만 형성하거나 전달에 의해서만 형성하는 것

이 아니라 매 순간 이러한 양식들이 결합하여 스키마를 형성한다.

(나) 수학은 추상적인 학문으로 알고 있지만 그 기반은 구체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학습자가 경험할 수 있는 학습상황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 활동을 실제로 제

시한다는 점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이때는 양식2가 아이디어의 교환과 토론을 통해

스키마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인다.

(다) 양식3은 수학 자체의 특징을 나타낸 것으로 모든 학생이 이 양식으로 학습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표 0> 스키마의 구성(Skemp, 1987, p. 110)

스키마 건조
(Schema Building)

스키마 검증
(Schema Testing)

물질 세계에서 만나는 것으로부터: 

<경험(experience)>
양식1

물질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예상에 

대하여: <실험(experiment)>

다른 사람의 스키마으로부터: 

<의사소통(communication)>
양식2

다른 사람들의 스키마들과 비교: 

<토의(discussion)>

고차원 개념-유도, 상상, 직관-을 

형성하고 자신의 지식으로부터: 

<창조성(creativity)> 

양식3
자신의 기존 지식이나 신념과의 비교: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Skemp는 이와 같은 스키마 구성을 컴퓨터 소프트웨어인 LOGO에 적용하여 설명하였다

(Skemp, 1989, pp. 172-173). 양식 1 건조로는 전형적인 LOGO 학습 상황으로 학생들은 키

보드에서 입력시킨 하나의 명령이나 여러 개로 결합된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스크린 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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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동을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직접적이고 물리적 경험으로서 LOGO

의 환경에서 학습하게 된다. 양식 1 검증으로는 학생은 프로그램 내에서 자신의 목적을 설

정하고 원하는 패턴이나 다른 도형을 예측하여 그려가는 행동의 계획을 만든다. 명령이 키

보드에 입력되고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이 예측은 즉각 검증된다. 양식 2 건조로는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구두 설명이나 사용 설명서 혹은 지시문으로부터 쓰여진 글로서 의사소통을 통

해 LOGO 언어의 명령어를 배운다. 양식 2 검증으로는 한 컴퓨터에 두 명의 아동이 작업하

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토론과 상호협력학습의 장점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양식 3 건조

로는 LOGO 언어에서는 새로운 절차를 만들 수 있고 이 절차에 이름을 붙일 수 있으며 그

이름이 프로그램 도중에 떠오르기만 하면 컴퓨터는 이 이름을 하나의 명령어로 취급하여 그

절차를 실행시킨다. 이런 새로운 절차를 결합하여 더 큰 절차를 만들 수 있다. 양식 3 검증

으로는 프로그램과 절차를 입력하면 양식 3에 의해 검증이 이루어진다. 즉 그것이 LOGO

환경의 기존 지식과 부합하는지를 비교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탐구활동 을 위한

GSP와 Excel의 환경은 LOGO와 똑같지 않지만 학생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위에서 언급한

LOGO를 대신하여 이 세 가지의 양식을 수행할 수 있게 돕는다.

3) 스키마 학습(schematic learning)

스키마라는 말은 개념적 구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스키마에 의한 학습은 개념학습과 연

결된다. 수학을 이해하는 것이 수학적 지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 된다. 사물의

공통성질에 대한 정식적 표현이 개념이고, 지능학습의 주요 특징이 규칙을 발견하여 구조로

조직하는 것이라면 개념 형성은 수학학습의 주요 특징이 규칙을 발견하여 구조로 조직하는

것이라면 개념 형성은 수학학습의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공통 성질의 정신적 표상을

개념으로 정의 하고 있으므로 지능학습의 주요 특징은 이 같은 규칙성을 발견하고, 추상의

결과로서의 산물, 즉 체계적인 개념 구조를 조직하는 것이다(Skemp, 1989, p. 52).

(가) 기존의 스키마를 새로운 지식의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학습이다(Skemp,

1987, p. 25).

(나) ‘관계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다) 스키마 학습의 결정적 요인은 학생의 마음 가운데 적절한 선행 스키마가 존재하는가

하는 학습의 준비성의 문제와 자료를 어떻게 배열해야 할 것인가 하는 자료 제시의 문제이

다(Skemp, 1987, pp. 19-20).

(라) 개념을 추상 수준에 따라 외부 세계의 감각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이끌어내

는 일차 개념(primary concept)과 다른 개념으로부터 추상화된 개념인 이차 개념(secondary

concept)으로 구분한다(Skemp, 1987, p. 13). 또한 수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의 대부분은 이차

개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Skemp, 1987, p. 54).

(마) 학생 이미 알고 있는 개념과 같은 수준이거나 낮은 수준일 때의 지도 방법으로 설명

과 정의를 말하였고 높은 수준일 때는 예를 제시하여 학생들 스스로 개념을 추상화할 수 있

도록 해주어야 한다(Skemp, 1989, p. 64).

(바) 개념 자체를 일차 개념과 이차 개념으로 구분하고 이차 개념의 학습은 기호화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언어의 사용이 이차 개념의 형성에 있어 필수적인 요인임을

밝힘으로써 Vygotsky가 지적했던 ‘추상화 방법’에서의 언어의 역할이 무시된다는 단점을 극

복하려고 하였다(박정숙,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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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kemp의 이해(Understanding)유형

Skemp는 새로운 상황을 이미 알고 있는 스키마와 동화시키는 것을 이해라고 설명한다.

또한 그는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하면 목표의 획득, 다른 사

람과의 의사소통, 창조적 활동을 더 잘 하게 된다고 하였다(Skemp, 1980, p. 21). Skemp는

이러한 이해를 4가지 종류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관계적 이해(Relational Understanding)

일반적인 수학적 관계로부터 특정한 법칙 또는 절차를 연역해내는 능력이다. 즉, 관계적

학습을 통하여 새로운 상황에 적응 가능한 개념적 연결 -관계적 스키마-을 구성하는 것이

다. 관계적 수학의 장점을 보면 새로운 과제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고, 기억하는 것이 상

대적으로 쉽다. 각각의 공식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의 관계까지 학습해야 하므로, 학습해야

할 양은 더 많지만, 일단 한번 학습하고 나면 그 결과는 더 오래간다.

또한 본질적으로 관계적 지식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다.외적인 보상과 벌에 대한

요구가 크게 줄어들고, 교사가 학생들에게 제공해야할 ‘동기부여적’측면이 훨씬 쉬워진다. 관

계적 스키마는 질적으로 유기적이다. 만약 사람들이 관계적 이해를 통해서 만족감을 얻고

나면,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새로운 자료를 관계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능동

적으로 새로운 자료를 찾고 새로운 분야를 탐구하게 된다.

2) 도구적 이해(Instrumental Understanding)

Skemp는 1976년에 발표한 논문 ‘Relational Understanding and Instrumental

Understanding’에서 이해에 대한 두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수학 학습에서 이해의 모델을

제시한 것은 Skemp가 처음이라 할 수 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법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기억하고 있는 적절한 법칙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다. 도구적 학습으로 형성된 스키마는 단기적으로는 적은 노력에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얻

을 수 있으나 제한된 과제에만 적용 가능한 많은 수의 법칙을 요구한다. 그리고 새로운 상

황에 대처하는 지적인 적응능력이 떨어진다. 도구적으로 수학을 가르칠 때의 장점으로는 도

구적 수학, 그 자체에서 보면, 도구적 수학은 통상 이해하기가 더 쉬우며, 어떤 경우는 훨씬

더 쉽다. 그래서 그 보상이 더욱 즉각적이며 명백하다. 또한 필요한 지식이 다소 적다는 사

실 때문에, 아이들은 도구적으로 생각함으로써 관계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종종 보다 확

실하고 보다 빨리 정답을 얻을 수 있다. 관계적인 수학자조차도 종종 도구적 사고를 이용하

게 된다.

3) 이해의 종류

Skemp는 이해의 종류를 세분하여 아래와 같은 이해의 행렬모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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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Skemp의 이해모형(Skemp, 1987, p. 172)

이해의 종류

도구적 관계적 논리적

사고 활동의 

양식

직관적 I R L
반영적 I R L

범주 I 은 직관적 사고 활동이 일어나는 도구적 이해로 이유 없는 법칙이 이에 대응된

다. 기계적인 수 조작이 이에 해당되지만 무의식적으로 능숙하게 처리하지만 필요할 때 적

절한 스키마에 다시 연결시킬 수 있는 기능은 이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범주 I는 반영적 사고 활동이 일어나는 도구적 이해로 둘 이상의 공식을 단순 추론을 통

하여 연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Skemp가 흥미를 가지고 제시한 영역으로 미분공식과

지수법칙의 결합을 예로써 보였다. 이때 일어나는 결합은 단순히 두 공식을 연결한 것이다.

따라서 관계적 이해를 하지 않고도 문제를 지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반영

적 지능이 질적으로 도구적인 델타-1에서 과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범주 R은 직관적 사고 활동이 일어나는 도구적 이해로 직관은 자신의 분석적 도구에 의

존하지 않고 문제의 의미나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으로 증명에 선행한다. 통찰을 관계적 이

해로 보았을 때 직관과 통찰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통찰은 실제로 직관적 도약에서 생길

수 있으나 장기간에 걸친 반영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범주의 이해는 통찰에 앞서

선행하는 직관적 이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음

범주 R는 반영적 사고 활동이 일어나는 관계적 이해로 지적으로 추측할 수 있고 확장된

수학적 스키마에 연결시킬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Skemp가 처음에 제시한 관계적 이해

가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6. 탐구형 소프트웨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기하학의 교수학습을 돕기 위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의해 역동적

기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의 기하 학습을 지도하는 것이 연구되어왔다. 역동적 기

하 프로그램으로 The Geometer's Sketchpad(GSP)나 Cabri 3D와 같은 프로그램은 우리나

라에도 많이 보급되어 있으며, 이들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교수 학습의 효과를 탐구하는 연

구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GSP와 직선의 방정식에서 Excel을 이용하여 탐구활동을

진행하였으므로 탐구형 소프트웨어 중 GSP와 Excel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GSP(The Geometer's Sketchpad)

기하 교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역동적 기하프로그램, GSP는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지원으

로, 1991년 Nicholas Jackiw에 의해 매킨토시용 GSP를 만들었고 차츰 기능을 향상시켜 오

늘날 수학교육용 소프트웨어로 자리 잡게 하였다(Choi,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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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GSP가 도입되면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GSP 활용 방법에 관한 연수가 지속적

으로 실시되고 왔고 많은 교수․학습 자료들이 개발되어 왔다. 그리고 현직 교사 또는 수학

교육 연구자들에 의해 역동적 기하환경에서의 중․고등학교 수학의 특정 단원을 지도하기

위한 교수․학습 자료들이 많이 개발되었다(강순자와 고상숙. 1999; 김부윤, 이영숙와 김현

구, 2003; 계영희와 김종민, 2008). 이와 함께 GSP가 교수․학습에서 활용될 때 문제해결,

추론 및 van Hiele의 수준과 관련한 연구들이 있다. GSP를 활용한 문제해결에서 김남희

(2002)는 Polya가 제시한 문제 해결단계에 중 문제의 이해, 해결 계획의 수립, 반성 단계에

서 GSP가 활용될 수 있음을 보이고 수학교사가 GSP를 활용할 때의 유의점을 논한 바 있

다. 남선주(2006)는 GSP환경에서 분석법을 활용한 증명학습에 관한 연구에서 GSP 환경이

작도와 분석과 종합의 증명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였다.

기하교육의 주된 목적이 기하학적 정리의 증명을 수동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하

학적 직관을 기르고 논리적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다고 할 때, 역동적 기하 환경

이 지필 환경의 한계를 극복하고 탐구 중심의 발견학습으로 옮겨갈 수 있게 하고, 논리적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손홍찬, 2011).

2) Excel

스프레드시트는 1982년에 IBM PC에 의해 Lotus 1-2-3가 개발되어 1980년대에 많이 사

용되어 왔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는 Microsoft사가 개발한 Excel이 전 세계 스프레드시트의

9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Excel는 본래 자료 정리나 회계 일을 돕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지만 점차 다양한 기능을 갖게 됨으로써 여러 학술적 논문에 계속적으로 등장하였고,

교수 학습과 관련한 논문에서 그 응용가능성이 폭넓게 논의되어 왔다(Baker & Sugden,

2003).

Excel은 많은 셀로 이루어져 있어 한 셀에 Excel 수식을 입력한 후 이 수식을 자동복사

를 통하여 많은 자료를 생성할 수 있으며, 이 자료는 자연스럽게 표를 형성하고, 이 표를 차

트마법사를 통하여 다양한 그래프로 그릴 수 있다. 그리고 수식의 변화는 표의 변화를 가져

오고, 표의 변화는 그래프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동시적으로 일

어남으로써 대수에서의 수식의 변화가 가지는 의미를 보다 분명히 이해할 수 있고 지필 환

경에서는 불가능한 실험을 통하여 다양한 의미를 깊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Excel은 수많은 셀이 있고 이 셀마다 수식 입력 기능과 함께 다른 셀을 참조하는 기능이 있

다. 따라서 참조되는 셀에 입력된 값이 변하게 되면 참조한 셀의 값이 변하게 되고, 참조한

셀을 자동 복사하여 만든 표나 그래프가 동시에 변하게 된다. 이를 함수에 적용하면 함수의

관계식에서의 각종 매개 변수를 변화시켜가며 함수의 특징이나 함수족의 파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참조된 셀의 값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스크롤바를 이용하여 쉽게 조작할

수 있다. 이것은 여타의 공학과 달리 Excel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이자 이점이다(고상숙,

2005; 손홍찬, 2006).



탐구형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해석기하에서 학습부진학생들의 개념형성에 관한 연구

653

7.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문헌고찰

학습부진이란 한 개인이 특정한 영역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기대했던 것보다 잘하지

못할 때 통상적으로 쓰이는 포괄적인 용어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부진학생(underachiever)은

비교적 정상적인 지능과 잠재적 학습능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학업성취도가 뒤떨어지는 다

양한 유형의 학생들을 지칭한다(한국교육심리학회편람, 2000). 즉, 학업영역에서 나타나는 학

업성취수준이 학생이 지닌 잠재적인 능력(지적능력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현격하게 뒤떨어

지는 상태를 가리킨다. 학습부진은 진단명이 아니라 정서적 문제나 환경문제 때문에 학습의

어려움이 초래된 경우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결과

적 증상이며 신호이기 때문에 원인에 따른 분류가 그리 용이하지 않다.

수학과 학습부진아의 특성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선수학습의

결손이다(김수동, 이화진, 유준희와 임재훈, 1998). 수학교과의 위계성으로 선수학습의 결손

을 처치하지 않고서 현재의 지도 내용을 학생이 학습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단계의 내용에 결손이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Freudenthal(1991)에 의하면

학생들의 수학 학습에서 수준의 상승은 연속적이지 않으며 많은 단계에서 비약(jump)을 거

치게 된다. 이는 어느 단계에서 학습의 성공이 곧바로 다음 단계에서 학습의 성공으로 항상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적이 학습부진아 지도에 주는 시사점은 누구나

학습부진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모든 학습부진아들이 학습부진의 모든 측면마다 결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모든 학습

부진아가 수학에서 학습부진을 나타내는 것은 물론 아니다. 대부분 학습부진아의 경우 공통

적인 취약점은 읽기 영역이지만 많은 학습부진아에게 있어서 가장 정도가 심한 영역은 수학

적 요인의 결함이다. 수학 학습부진아의 인지적 결함으로 열거되는 대표적인 것은 수학을

배우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능, 지식, 전략이 결손되었거나 습득한 지식과 전략

을 선별하여 사용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자발적인 의욕이 결핍되었다는 것이다(백정환,

2011).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정성 연구방법을 따른 것으로 결과의 분석은 실험 수업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기초로 연구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사례를 찾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서술하는

방식을 따랐다. 2010년 10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예비연구와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예비연

구를 통해 수학학습부진학생들에게 적합한 학습과제를 재검토하고 해석기하개념형성을 위한

교수학습모형을 수정·보완하여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1. 예비연구

예비연구의 목적으로는 GSP를 활용한 개발된 수학 학습 자료를 학생들에게 직접 사용해

보고 탐구형 소프트웨어를 적용한 학습 자료의 효과를 조사하여 그 타당성을 이끌고자 하였

다.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해석기하단원을 선택하여 탐구형 학습자료를 만들고 컴퓨터에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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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가지고 있는 연구대상 학생들에게 GSP를 이용하여 해석기하개념에 대한 이해와 개념

형성 과정을 관찰하고 그들에게 맞는 지도방안을 모색하였다. 예비연구는 고등학교에서 1학

년 1학기 학기말 성적을 기준으로 8~9등급을 받은 학생 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발한

초등학교 3학년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하여 90점미만을 받은 6명의 학생을 대

상으로 2010년 12월에 학생들이 기말고사가 마친 후 연구를 실시하였다. 예비연구를 위한

학습모형은 서보억(2008)의 논문에서 제시된 중학교 기하교육에서 개인차에 기반을 둔 교수

․ 학습 모형을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그림 4와 같다.

수업

준비
수업도입 수업전개 수업정착

수업

발전

GSP

이론 
학습내용접근 

GSP를 이용한 

이해 
정당화 및 증명 

내용

요약 

[그림 4] 예비연구에서 사용된 교수학습모형

수업을 도입하는 단계의 해석기하개념에 대한 학습에서 학습부진학생들은 관계적 이해를

하지 못하였으며 도구적 이해에 치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학습부진학생들에게 예비연구

의 수업도입단계에서 관계적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로는 델타-2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즉, 관계적 이해와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델타-1 내

에 있는 다양한 준비된 스키마들과 개념이 필요하다. 하지만 학습부진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스키마에 대한 부족과 앞선 단계에서 조차 정보의 제공이 적절치 않았기에 예비연구의 수업

전개단계에서의 관계적 이해는 이루어지기 어려웠다고 분석되었다. 이에 따른 해석기하개념

형성과정에 대한 분석을 위해 도구적 이해, 관계적 이해를 개념형성의 주요 요소로 생각한

Skemp(1987)의 견해에 기초하여 예비적인 분석 틀을 고안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를

위해 그림 5과 같이 수정된 분석틀이 마련되었다.

2. 본 연구

1)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해 연구도구인 GSP와 Excel을 이용할 수 있는 탐구 학습자료를 2011년 6월

에서 7월까지 약 2개월간 개발한 후 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수학학습부진학생 5명을 대상

으로 7개의 탐구활동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하였다. 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한 기간은

2011년 7월 4일부터 2011년 9월 9일까지로, 2011년 7월 4일에서 7월 15일까지 하계방학 전

에 사전검사와 면담을 통해 연구대상자를 선발하였으며 2011년 7월 18일부터 9월 9일까지

하계방학 기간 중 오후에 각각 하루 씩 번갈아 가며 수업을 진행하였고 개학 후에는 오후

방과 후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이용하였다.

탐구활동에는 학생들은 노트북을 사용하였고 교실의 프로젝트를 통해 제시된 교사의 학습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노트북에는 GSP4와 MS Office Excel 2007과 2000이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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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학생들의 탐구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수집은 컴퓨터 화면 동영상 녹화, 면담, 지

필 답안으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의 개인별 면담은 녹화되었고, GSP나 Excel을 조작하는 컴

퓨터화면은 동영상 캡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었다. 학생들의 면담지나 탐구활동에

사용한 지필 자료는 분석을 위해 수집하였다.

지도교사는 본 연구자로 경력 14년차인 수학교사이며 탐구활동에서 탐구형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탐구 수업에 알맞는 학습조력자인 동시에 탐구형 소프트웨어의 기능 설명을 도와주

는 조력자 또한 해석기하개념의 구조화를 촉진시키는 발문자 및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였

다.

2)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본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 의정부시소재 K고등학교에서 1학년 1학

기 학기말 성적을 기준으로 8~9등급을 받은 학생으로 수준별 이동수업 시 하수준의 반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 중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으로 5명을 선발하였다.

수업사례는 연구자가 직접 개발한 것으로 탐구형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학습 자료를 만들

고 학습부진 학생들에게 GSP와 Excel을 이용하여 다양한 해석기하개념에 대한 구조화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Skemp(1987)의 이론 중 이해에 중점을 두어 관찰하고 그들에게 맞는

지도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에 앞서 5명의 연구대상 학생들에 대한 사항을 사전 인터뷰와 연

구자가 관찰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① 유정연

수학문제를 푸는 것이 그냥 재미있지만 공식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냥 외워버

린다고 말하는 정연이는 헤어디자이너가 꿈이다. 자연계열보다는 인문계열을 하는 것이 좋

을 것 같다는 말에 본인은 수학이 재미있다고 대답을 했고 뭐가 재미있느냐는 질문에 그냥

국어나 사회보다는 훨씬 좋다고 대답을 했다. 컴퓨터는 초등학교 때 취득한 워드3급자격증

이 있으며 중학교 때 컴퓨터 활용능력 시험을 준비하면서 Excel을 다룬 경험이 있고 GSP

는 처음 보았다고 했다.

② 이평화

수학에 대한 질문에 어려운 과목이라 무조건 싫다고 대답했으며 그 중 제일 싫어하는 단

원은 도형단원으로 그 이유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이라 하였다. Excel은 초등학

교 때 표 정리 같은 작업을 할 때 사용해본 적이 있으나 요즘에는 전혀 사용해본 적이 없으

며 GSP는 처음 듣는다고 대답했다.

③ 한초롱

수학 단원 중에 좋아하는 단원은 인수분해, 함수, 입체도형이며 풀면 재미있기 때문이라고

했고 명제는 수학같지 않아서 싫다고 했다. 또한 수학은 돈 계산하는 데에나 필요하다며 좌

표평면에서 점 구해가지고 실생활 어디에 이용하느냐며 웃었다. Excel은 자격증을 준비하면

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함수기능을 사용해 보았지만 그 후로는 사용해본 적이 없으며

GSP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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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박경민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3학년 초까지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경민

이는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특히 수학은 공부를 해도 점수가 오르지 않

는 과목이라고 하였다. 경민이는 분수연산을 고등학교 올라 와서 처음으로 할 수 있게 되었

다고 했다. 수학문제를 풀 때 공식에 대입하여 푸는 것은 자신이 있으나 풀고 나서도 왜 이

렇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못한다며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상태였다. 컴퓨터에

대한 거부감은 없다고 했다.

⑤ 하지만

수학공부를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 문제지를 많이 풀고 있다고 했으며 함수단원이 싫다고

했다. 쌍둥이 형과 방을 따로 사용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고 있으면 형이 자신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며 지만이는 형에게 지고 싶지 않아 공부한다고 했

다. 컴퓨터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중학교 때 중독 판정까지 받은 적이 있을 정도로 컴퓨터

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고 했다.

3) 연구도구

① 면담지

사후 개별 면담을 위한 문항을 만든 이유는 학생들의 관계적 이해와 도구적 이해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이다. Skemp는 어떤 학생이 관계적으로 이해했는지 도구적으로 이해했는지를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말하면서 종이 위에 적어 놓은 표시를 보고 학생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타당하게 추정하기는 학생과 이야기를 함께 나누지 않는 이상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Skemp, 1987, p. 160). 또한 Skemp는 도구적 학습에 의해 형성된 스키마는 단기적이며, 관

계적 학습으로 형성된 스키마는 장기적이라 말하고 있다(Skemp, 1987, p. 16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계획된 탐구활동 수업을 마친 후 일정 기간

후의 학습부진학생들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 관계적 이해와 도구적 이해에 대한 추가적 분석

을 위해 면담 문항을 구성하였다.

② 연구지도안

본 연구에서 사용된 탐구학습은 예비연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여 논증기하개

념이 추가된 교수-학습모형으로 재구성하였으며 탐구활동 학습자료도 2007 개정 교육과정

을 분석하여 수정·보완하여 제작하였다. 또한 해석기하개념이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

하여 예비연구에서 작성된 분석틀을 기초로 하여 논증기하에 대한 개념형성과의 관계적 이

해를 통한 수학학습부진학생이 해석기하개념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지를 아래 그림과 같

이 도식화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해석기하개념 형성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틀로서 사용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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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해석기하개념형성에 대한 분석틀

본 연구에서의 학습자료의 개발은 예비연구를 바탕으로 제작된 탐구활동지에 Skemp(1987)

의 목표 지향적 학습을 위한 지능 모델을 기초로 재구성하였다. 목표 지향적 학습에서 지능

모델은 계획과 행동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고 계획은 목표 지향적인 행동에 기초가 된다.

본 연구자는 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탐구활동에 따른 스키마 구성과 문제해결이라 생각

하고 그림 6과 같은 교수․학습모형을 제작하였다.

[그림 6] 해석기하개념형성을 위한 탐구형 스키마 교수-학습모형

이와 같은 교수-학습모형을 바탕으로 학습부진학생들을 위한 탐구활동 학습지를 개발하

였다. 우선 모든 학습지에는 기본적으로 본 차시에서 사용하게 될 Excel과 GSP의 기본 사

용법을 제시해 주었다. 학습부진학생들이 직접 탐구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참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논증기하개념과 해석기하개념에 대한 탐구활동은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학습부진학생들에게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연속된 개념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탐구활동 학습지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자가 7차시에 해당하는 탐구활동 학습지에

대해 논증기하적 개념요소, 해석기하적 개념요소, 탐구형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탐구할 요

소 등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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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논증기하개념 해석기하개념
탐구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탐구할 내용

1
피타고라스의 정리

삼각형의 합동
두 점 사이의 거리

직각삼각형의 작도

수직이등분선의 작도

같은 거리에 있는 점

2
삼각형의 닮음

삼각형의 무게중심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의 좌표

삼각형의 닮음비

삼각형의 무게중심

3 일차함수의 그래프 표만들기, 그래프그리기

4 삼각형의 닮음
직선의 기울기

직선의 방정식

삼각형의 닮음비를 이용한 

직선의 기울기

5 삼각형의 넓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수직선 그리기

6 원의 정의
원의 방정식

아폴로니우스의 원

원 그리기

원의 방정식

7

원과 비례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원의 접선의 방정식
원의 성질

Ⅳ. 연구 결과

<표 3>  차시별 탐구활동 학습자료에서 사용된 개념과 탐구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학습부진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석기하개념이 형성되는 탐구과정을 조사

하는 것이었다. 탐구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학습부진학생들은 수학적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개념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지를 분석하는데

Skemp의 이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1. 논증기하와 해석기하에서 관계적 이해

고등학교 기하단원에서 다루는 해석기하의 개념은 중학교에서 배우는 논증기하에 대한 개

념과 성질을 대수 표상과 어떻게 관계적으로 이해하여 형성되는지, 또 이 관계적 이해가 해

석기하개념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문제를 분석하여 기술

하는데 있어서 5명의 연구대상 학생들의 모든 해석기하 개념 형성과정에 대해 도식화하고

기술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의미가 있는 관계적 이해가 나타나는 것을 대표적으로 기술

하고자 한다.

1) 논증기하 개념과 대수 표상과의 관계적 이해(델타-2의 활동)

Skemp는 Byers와 Herscovics(1977)가 제시한 네 가지 이해에 대한 내용에 동의하면서 그

중 관계적 이해를 일반적인 수학적 관계에서 특수한 공식이나 과정을 연역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kemp, 1987, p. 166). 그리고 관계적 이해의 활동에서 피동자는 델타-1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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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개념과 스키마이며 관계적 학습에서의 델타-2 활동은 강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Skemp, 1987, p. 168). 즉 관계적 이해를 통한 학습은 확장된 수학적 스키마에 관련시

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습부진학생들에게 논증기하

적 개념과 대수적 스키마를 연결하여 새로운 해석기하적 개념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지

니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탐구활동의 대부분이 해석기하 개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논증기하에 대한 개념과 대수적 개념을 관계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

부분의 수업에서 일어나는 관계적 이해는 델타-2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 개념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델타-2의 활동을 통해 관계적 이해

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좌표평면에서의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이라는 해

석기하 개념을 형성하게 하기 위해 논증기하의 개념인 삼각형의 닮음과 대수적 스키마인 비

례식을 이용하여 설명했다. 먼저 살펴보는 삼각형의 닯음비는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비를

중심으로 탐구하려고 했다. 5명의 학습부진학생들은 삼각형의 닮음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그에 대한 성질도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학생들에게 도형의 닮음과 닮음비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GSP의 기능 중 변환메뉴 중 닮

음변환 기능을 이용하였다. 이들은 도형의 닮음과 닮음비에 대하여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도형의 닮음과 닮음비에 대한 설명 후 학습부진학생들은 삼각형의 한 변위의 점에

서 삼각형의 한 변과 평행인 선을 그어 생기는 두 삼각형에 대한 성질을 탐구하였다. 학습

부진학생들이 GSP를 이용하여 탐구하는 과정에서 닮음비가 서로 같음을 확인하고는 직접

자신들이 수학법칙을 발견한 것처럼 기뻐하기도 하였다.

[그림 7] 도형 닮음 설명 자료

이렇게 논증기하에 해당하는 삼각형의 닮음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 후에는 대수적인 스

키마인 비례식 계산을 설명한다. 비례식 계산에 대한 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 수와 식 단원

에서 최근에 배운 내용인데다가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는 설명을 많이 들어 와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 후 GSP를 이용하여 좌표평면에 선분을 긋고 이 선분의 내분점

과 외분점의 개념 형성을 위해 축과 축에 각각 평행한 직선을 그어 삼각형을 만든 후 삼

각형의 닮음을 이용하여 비례식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내분점과 외분점의 좌표를 구한다.

이 때 관계적 이해를 통해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한 해석기하의 개념이 형성되는데

여기서 델타-2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수록 효과적인 관계적 학습이 된다. 그림 8은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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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박경민학생의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한 해석기하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관계적 이해를 델타-2의 활동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8] 하지만학생과 박경민학생

2) 직관적 사고 활동에서 일어나는 관계적 이해 (범주 R)

Skemp는 지능 모델에서 설명한 직관적 사고활동과 반영적 사고활동에 의해 관계적 이해

가 일어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직관적 사고활동에 의한 관계적 이해를 범주 R로, 반영적
사고활동에 의한 관계적 이해를 범주 R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Skemp, 1987, p 172). 우선

먼저 살펴볼 사례는 범주 R에 대한 것으로 직관적 사고 활동에서 일어나는 관계적 이해이

다. 다시 말해 이 범주 R은 통찰을 관계적 이해로 보았을 때 통찰에 앞서 선행하는 직관적

이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진정한 통찰이 아닌 관계적 이해 또는 델타-1 활동에 머무르는 관

계적 이해를 통한 스키마 형성이라 말할 수 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해 본 연구에서 GSP를 이용하여 연구자가 학습부진학생들에게

설명한 방법은 직각삼각형의 세 변에서 각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려 그 넓이를

확인해 보는 것으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설명하였다. 이 과정의 설명을 들은 후 학생들은

직접 GSP를 이용하여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탐구해 보는 과정을 가지게 되었다. 이때 유정

연학생의 경우에는 큰 어려움 없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GSP를 이용하여 탐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반영적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정연학생은 설

명을 듣고 그 주어진 정보를 그대로 시각적으로 수용한 후 피타고라스의 정리 과정을 그대

로 수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Skemp가 말한 직관적 사고 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이 과정은 후에 형성될 해석기하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활동

으로 직관적 사고 과정에서 일어나는 중재사고활동이라 할 수 있다.

수직선 위의 두 점 사이의 거리 개념 이해 중학교에서 배운 논증기하인 직각삼각형에

서의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해하고 난 후 수직선 위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설명한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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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사이의 거리는 GSP를 이용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그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 개념

은 다음의 형성될 좌표평면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 개념을 위한 선행 개념으로 반드시 필

요한 스키마라 할 수 있다.

좌표평면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해석기하 개념 이해 이미 앞선 탐구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논증기하인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대한 개념과 수직선 위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 개념을 이용하여 좌표평면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설명을 한다. 유정연 학생

의 경우 이 해석기하적 개념이 관계적으로 쉽게 이해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때, 학생들

에게 GSP를 이용하여 좌표평면에서의 두 점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이용하여 구해보고 해석

기하를 통해 얻어진 대수식을 계산식으로 구해보도록 하는 탐구활동을 진행하여 학습부진학

생들의 관계적 이해를 돕도록 하였는데 유정연 학생은 이 활동도 어렵지 않게 하는 것을 볼

때 좌표평면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개념을 논증기하인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

하여 관계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유정연 학생은 Skemp가 말한 델

타-2활동에 의한 관계적 이해가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앞선 델타-1에 해당하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대한 탐구활동과 수직선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 개념이 델타-2활동

에 필요한 피동자로서의 스키마와 개념이 되어 대수표현과의 관계적 이해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유정연 학생의 좌표평면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개념의 이해 과

정을 정리하여 보면 그림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9] 유정연의 두 점 사이의 거리

3) 반영적 활동에서 일어나는 관계적 이해(범주 R)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해 이평화 학생의 경우에는 교사가 제시한 정사각형의 넓이를 이

용한 탐구뿐만 아니라 정오각형의 넓이를 이용한 탐구도 시도하였다. 그 후 교사에게 그 이

유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교사가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알아올 것을 과제로 제시하자 그 이

유를 해결해 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이평화 학생은 다른 학습부진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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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났다. 즉, 다른 학생들은 교사가 제시해 주는 정보에 대하여 시각적으

로 수용하여 직관적 사고과정을 통한 탐구활동을 한 델타-1활동을 하였다면 이평화 학생은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대한 탐구에서도 관계적 이해를 통해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관계적 이해를 통하여 형성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대한 개념은 후에

형성될 해석기하의 개념을 관계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스키마가 된다.

논증기하 개념이해 이평화학생은 다른 학생보다는 논증기하에 대한 이해를 하는 과정에

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 GSP에 대한 조작의 능숙함을 기본이 되어있는 이평화 학생

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있는 모습을 보였다. 스스로 정오각형의 넓

이를 이용하여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확인해 낸 것을 자랑스러워하였다. 이는 후에 이루어지

는 모든 탐구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수직선 위의 두 점 사이의 거리 개념 이해 이 과정은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GSP

를 가지고 직접 탐구하지 않아도 교사가 제시해 주는 내용만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으며

유정연 학생에서처럼 다음의 형성될 좌표평면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 개념을 위한 일차

개념으로 반드시 필요한 스키마라 할 수 있다.

좌표평면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해석기하 개념 이해 이평화 학생도 유정연

학생과 마찬가지로 이 해석기하적 개념을 관계적으로 쉽게 이해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때, 학생들에게 GSP를 이용하여 좌표평면에서의 두 점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이용하여 구해

보고 해석기하를 통해 얻어진 대수식을 계산식으로 구해보도록 하는 탐구활동을 진행하여

학습부진학생들의 관계적 이해를 돕도록 하였는데 이평화 학생은 이 활동도 어렵지 않게 하

는 것을 볼 때 좌표평면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개념을 논증기하인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여 관계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이평화 학생은 유정연

학생과 마찬가지로 Skemp가 말한 델타-2활동에 의한 관계적 이해가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앞선 델타-2에 해당하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대한 탐구활동과 수직선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 개념이 델타-2활동에 필요한 피동자로서의 스키마와 개념이 되어 대수

표현과의 관계적 이해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1] 이평화 두 점 사이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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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키마의 구성 중 양식 1에 의한 관계적 이해

Skemp는 관계적 이해는 관계적 학습의 목표인 관계적 스키마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

하면서 이러한 관계적 학습에서 델타-2 활동은 강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Skemp, 1987,

p. 169). 이러한 델타-2활동에 대해 Skemp는 학습자의 델타-2활동의 임무를 교사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정신적 체계라고 설명하면서 델타-2활동이 일반적으로 수학적 스키마를 어떻게

구성되어 가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Skemp는 스키마를 구성할 때 델타-2

의 기능을 세 가지 영역의 건조(building)와 세 가지 영역의 검증(testing)으로 구별한 후 양

식 1, 양식 2, 양식 3으로 분류하였다(Skemp, 1987, p. 110). 여기서 본 연구자는 양식1에 대

한 내용을 가지고 관계적 이해에 대한 결과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학습부진학생들은 Skemp가 말한 스키마 구성에서의 양식 1에 해당하는 장면

을 탐구활동 과정 중에 많이 보여주었다. 특히 위의 좌표평면에서의 두 점사이의 거리에 대

한 탐구활동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유정연 학생은 직관적 사고로 탐구하는 모습을 보였

다. 하지만 분명히 유정연 학생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대한 것을 경험한 후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해 예측하였으며 이 예측이 본인의 실험을 통해 확인됨을 보고 대단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또한 원의 방정식에 대한 해석 기하의 개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스키마 구

성에서의 양식 1에 대한 활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여기서는 학생들 중 한초롱학

생의 탐구활동을 예로 들어 설명해본다. 탐구활동 수업 중 정보단계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운 원의 구성요소를 제공한다. 한초롱 학생은 원의 중심과 반지름에 대해 알고 있었으므

로 자연스럽게 GSP를 이용하여 원을 그린 후 GSP의 기능 중 ‘측정-방정식’기능을 이용하

여 방정식을 찾았다. 그 후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움직여 가며 방정식의 변화를 살펴봄으로

써 원의 방정식과 원과의 관계에 대하여 탐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활동은

한초롱학생이 스키마의 구성 중 양식 1에서의 경험에 해당하는 활동인 예측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 후 대수식을 이용하여 앞에서 배운 좌표평면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내용을 통해 원의 방정식을 유도하게 함으로써 스키마의 구성 중 양식 1에서의 검증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초롱학생은 연구자의 설명에 이미 형성된 스키마인 두 점 사이의 거

리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GSP를 이용하여 예측하고 실험한 원의 방정식에 대한 해석기하적

개념을 형성해가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는 델타-2활동을 통해 가장 낮은 단계의 스키마의 구성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학습

부진학생들에게 있어 스키마의 구성은 너무나 중요하다. Skemp의 이론에서 스키마를 구성

하는 양식 1이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수학은 대

개 추상적인 학문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기반은 구체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학습

자 특히 학습부진학생이 경험할 수 있는 학습상황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한다. 이러한 스

키마 구성을 위해 수준이 낮은 직관기하에서부터 경험을 하게하고 스스로 실험을 하여 자신

의 예측을 맞춰가는 스키마의 구성에서 양식 1은 학습부진학생들에게 관계적 이해를 하게

할 수 있는 적합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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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람 12] 한초롱의 원의 방정식

2. 해석기하에서 도구적 이해와 관계적 이해로 이행

탐구 수업을 진행하는 중에 논증기하에 대한 탐구활동을 마치고 해석기하개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몇몇 학생은 공식만 외우고 싶다는 표현을 하였다. 이는 개념을 관계적으로 이해

하는 것 보다 공식을 외우는 도구적 이해가 더 학습하기 쉽고 편한 이해방법이라고 생각하

는 학습부진학생들의 특징이라 하겠다. 관계적 이해를 통한 해석기하의 개념 형성에 대한

중요성을 알면서도 도구적 이해를 가지고 해석기하의 개념을 형성했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학에 흥미를 잃고 단순히 공식을 모르거나 못 외워서 수학을 못

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학습부진학생들에 대하여 Skemp는 관계적 수학보다는 도구적 수학으로 보다 빠

르고 더욱 쉽게 정답을 얻을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Skemp, 1987, p. 158), 이윤

(2004)의 연구에서도 하위 10%의 학생들의 경우 관계적 이해보다는 도구적 이해를 통한 학

습을 하였을 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해석기하의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논증기하 개념을 가지고 관계적 이해를 하도록 하는 수업이 학습부진학

생들에게 이해를 더욱 어렵게 하는 사례가 있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한 개념형성

과정이 그 한 예라 할 수 있다.

1) 도구적 이해는 도구적 이해

현행 모든 교과서에서의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한 대수

적인 식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탐구활동지를 이용한 수업에서는 중학교

의 논증기하 개념 중에서 ‘삼각형의 넓이’와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하여 점과 직선사이의 거

리에 대해 탐구할 수 있었다.

두 방법 모두 교과서에 제시되어진 대수적인 방법보다는 논증기하적인 성질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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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든 자료이다. 하지만 학습부진학생들에게 이 내용을 수업하는

과정에서 학생들 대부분은 관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연구자: 어렵니?

학생들: 네.

연구자: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돼?

이평화: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는 알겠는데 계산이 복잡한 거 같아요.

유정연: 뭔 소린지 알 것 같은데 직접 해보라면 못할 거 같은데요.

한초롱: 도통 뭔 소린지....

하지만: 공식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박경민: 전부 다요.

관계적 이해를 위한 탐구활동에서 위의 점과 직선사이의 거리에 대한 해석기하개념을 학

습부진학생들에게 수업을 진행하며 알게 된 것은 도구적 이해를 통한 수업 또한 학습부진학

생들에게는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Skemp는 도구적 이해를 통한 수업의 이점으로 이해

하기 쉬우며 곧바로 정답을 찾아내므로 보상이 즉각적이고 분명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Skemp, 1987, pp. 158-159).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은 위의 점과 직선사이의 거리에 대한 해석개념을 형성해 가는 탐

구과정에서 학습부진학생들에게 삼각형의 넓이나 닮음에 대한 스키마가 형성되어 있다하더

라도 관계적 이해를 위한 델타-2 활동이 일어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평화학생은 어

떻게 구했는지 알겠다고 대답을 하였으며 유정연학생은 무슨 소린지 알 것 같다고 대답한

것으로 보아 관계적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단정 지어 말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3명을 포함한 학습부진학생들에게 이 단원의 내용은 관계적 이해보다는 도구

적 이해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학습부진학생들이 관계적 이해를 하는데 너무나

어려운 개념이나 주제는 이해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며 이와 같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학습부진학생들은 자신은 할 수 없다는 패배감이나 좌절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수학

을 멀리하게 되는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하여 학습부진학생들에게 모든 개념을 도구적 이해를 통해 수업할 수는 없다. 도구

적 이해를 통한 수학수업은 고정된 계획의 수를 증가시키는 학습으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고정된 계획이란 학생들이 특정한 정보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까지 가는 길을 찾는 것이다.

도구적 이해는 이러한 학습에서의 연속되는 단계와 최종 목표 사이의 전반적인 관계를 알

수 없다. 이러한 도구적 이해를 통한 수업이 계속되게 되면 학습자는 새로운 것을 학습하기

위해 외부의 안내 즉, 교사나 동료학생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한 외부의 안내

없이는 수학개념에 대한 이해나 문제 해결을 전혀 할 수 없게 되고 마는 것이다. 결국 도구

적 이해를 통한 수학 수업은 또 다른 도구적 이해를 통한 수학 수업을 계속해서 만들어 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도구적 이해에 대한 사례로 점과 직

선사이의 거리와 원과 직선사이의 관계에 대한 개념 형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학습부진학생들에게 점과 직선사이의 거리에 대한 개념을 관계적으로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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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점과 직선사이의 거리를 관계적 이해 없이 도구적으로

공식을 암기하게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암기한 점과 직선사이의 공식은 원과 직선의

관계에 대한 개념에서도 도구적으로 이해하게 됨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무작정 도구적 이

해만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면 여기서 얻어지는 정신적 구조로는 수학에 대한 적응력에 한계

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수학에서의 규칙은 단순히 기호를 조작하는 방법이상으로 개념 사

이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대안으로 Skemp의 이해에 대한 6가지 범

주 중 I범주인 반영적 사고를 통한 도구적 이해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2) 학습부진학생에게 필요한 도구적 이해(범주 I)

본 연구에서 위와 같은 문제를 위한 대안 점으로 연구대상인 학습부진학생들의 탐구수업

에서 나타난 사례를 분석하여 해석기하개념 형성과정에서 도구적 이해를 통한 수업을 해야

하는 경우의 교수-학습 방법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Skemp는 두 가지 사고 활동 양식과 세 가지 이해의 종류를 가지고 6가지 범주의 모델을

제시하였다(Skemp, 1987, p. 172). 여기서 6가지 범주 중 I범주를 가지고 학습부진학생들의

연구 결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위에서 점과 직선사이의 거리에 대한 해석기하의 개념을

학습부진학생들에게 관계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였으므로 학생들에게 도구적

이해를 통한 수업이 요구되었다. 이렇게 도구적 이해를 통해 형성된 점과 직선사이의 거리

에 대한 공식은 원과 직선과의 관계에 대한 해석기하 개념에서 사용된다. 즉, 점과 직선사이

의 거리에 대한 공식은 원과 직선과의 관계에 대한 개념 형성을 위한 스키마가 될 수 있다

는 것이다. 하지만 도구적 이해를 통해 알게 된 점과 직선사이의 거리 공식

   
    

와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운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관계적 이해를

통하여 원과 직선사이의 관계에 대한 해석기하의 개념이 형성되었다기보다는 Skemp가 말

한 것처럼 추론(Skemp, 1987, p. 174)이 사용된 경우인 것이다. 즉, 반영적 지능이 질적으로

도구적인 델타-1에서 과제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이는 반영적 활동이 도구적 이해에서도 이

루어 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점과 직선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탐구활동에서 탐구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모든 탐구활동은 탐구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제작

되어있다. 도구적 이해를 통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단순하게 공식에 대한

설명으로 인한 직관적인 활동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탐구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이해

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스키마 형성에 큰 역할을 함을 볼 수 있다. 즉

탐구형 소프트웨어가 위에서 본 도구적 이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반영적 사고를 위한 도구

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 형성된 해석기하의 개념은 스키마를 유기적으로 연

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이 오래가며 새로운 과제에 적응하기 쉽다는 관계적 이해를 통한

학습의 장점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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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도구적 이해에서 반영적 활동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해석기하개념을 학습부진학생들이 관계적 이해를 통해 형성해 가는 것에

대해 4가지로 요약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논증기하 개념과 대수 표상과의 관계적 이해가 이

루어지는 것을 델타-2의 활동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본 연구 탐구활동의 대부분이 해석기

하 개념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논증기하에 대한 개념과 대수적 개념을 관계적으로 이해하도

록 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수업에서 일어나는 관계적 이해는 델타-2의 활동을 통해 이루

어짐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직관적 사고 활동에서 일어나는 관계적 이해로 R범주에 속한

다. 범주 R은 통찰을 관계적 이해로 보았을 때 통찰에 앞서 선행하는 직관적 이해를 나타

내는 것으로 진정한 통찰이 아닌 관계적 이해 또는 델타-1 활동에 머무르는 관계적 이해를

통한 스키마 형성이라 말할 수 있다. 셋째, 반영적 활동에서 일어나는 관계적 이해로 범주

R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관계적 이해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평

화 학생은 다른 학생과는 다른 모습으로 델타-2활동에 의한 관계적 이해가 일어나고 있음

을 보였다. 즉, 앞선 델타-1에 해당하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대한 탐구활동과 수직선에서

의 두 점 사이의 거리 개념이 델타-2활동에 필요한 피동자로서의 스키마가 형성되어 대수

표현과의 관계적 이해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Skemp가 제시한 스키마 구성에서 양

식1에 의한 관계적 이해가 있다. 원의 방정식에 대한 해석 기하의 개념을 형성하는 과정에

서 이와 같은 스키마 구성에서의 양식 1에 대한 활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초

롱학생은 연구자의 설명에 이미 형성된 스키마인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GSP를 이용하여 예측하고 실험한 원의 방정식에 대한 해석기하적 개념을 형성해가는 모습

을 보였다. 이는 델타-2활동을 통해 가장 낮은 단계의 스키마의 구성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학습부진학생들에게 있어 스키마의 구성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러한 스키마 구성을 위

해 수준이 낮은 직관기하에서부터 경험을 하게하고 스스로 실험을 하여 자신의 예측을 맞춰

가는 델타-2의 양식 1 활동은 학습부진학생들에게 관계적 이해를 하게 할 수 있는 적합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학습부진학생들의 해석기하의 개념형성과정에서 도구적 이해는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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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도구적 이해는 도구적 이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점과 직선사이의

거리에 대한 해석개념을 형성해 가는 탐구과정에서 학습부진학생들에게 삼각형의 넓이나 닮

음에 대한 스키마가 형성되어 있다하더라도 관계적 이해를 위한 델타-2 활동이 일어날 수

없음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관계적 이해보다는 도구적 이해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둘째로 위에 제시한 도구적 이해에 대한 대안 점으로 Skemp의 이해에 대한 여러 범주

중 I범주인 반영적 사고를 통한 도구적 이해를 볼 수 있었다. 점과 직선사이의 거리에 대

한 해석기하의 개념을 학습부진학생들에게 관계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였으므

로 학생들에게 도구적 이해를 통한 수업이 요구되었다. 이렇게 도구적 이해를 통해 형성된

점과 직선사이의 거리에 대한 공식은 원과 직선과의 관계에 대한 해석기하 개념에서 사용된

다. 본 연구에서처럼 탐구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해석기하적인 측면을 강화시킴으로써

학생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말해주듯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한 이후에도 꾸준히 수학

을 공부하는 모습을 통해 수학학습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여 연구자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사실 학습부진아를 위한 기하 교수․학습에서 관계적 이해를 하도록 돕는 것이 쉽

지 않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처럼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스키마 학습을 통해 그 가능성을 찾

을 수 있었던 점이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후속연구에서도 꾸준한 연구와 관심으

로 학생들이 학습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수학교육자

들의 주요한 과제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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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mp`s concept development of underachievers' analytic

geometry using the exploratory software, GSP & Excel

In Jun Yoon․Sang Sook Choi-Koh3)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the exploratory

activities using Excel and GSP which are exploratory software, in

learning analytic geometry affected on the underachievers’ analytic

geometry concept development process. The subjects of 5 students who

received the 8th~9th grades from their examination of the last semester,

participated in a total of 7 units based on Skemp's intelligent learning

model.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re were two important

cases found to nearly achieve the category R . One was reflective
thinking could happen through exploratory software in category R . The
other was the exploratory activities which could have the same

effectiveness as the relational understanding in category I , as Skemp
mentioned that there is a room to be achieved in the elementary level

when such relational understanding is achieved.

Key Words : Relational understanding, Instrumental understanding, Underachiever,

Analytic geometry, Exploratory software, Intelligent learning,

Intelligent mode

3) Corresponding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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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사후 개별 면담 문항의 구성 및 선정 의도

문항

번호
내용 선정의도 항목

1 두 점 사이의 거리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대한 개념을 관계적으로

이해하여 두 점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가?

관계적 이해와

도구적 이해의

구별

2-1 점과 직선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사이의 거리에 대한 개념을 알고

시각화할 수 있는가?

2-2 두 직선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가?

3 원의 방정식
원의 정의에 대한 개념을 관계적으로 이해하여

원의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는가?

4 선분의 외분점
선분의 분점을 이해하며 시각화하여 표현할 수

있는가?

5 직선의 위치관계
직선의 수직인 위치관계를 이해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6
점과 직선사이의

거리

좌표평면의 주어진 그림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가?

7 원의 접선의 방정식
좌표평면의 주어진 그림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가?

8 원과 직선의 교점
문제해결 시 대수적방법과 기하적 방법 중

선호하는 방법은?

9 논증기하와 해석기하 논증기하와 해석기하의 차이점을 아는가?

10 삼각형의 중선정리

관계적 이해가 이루어졌는가?

11 파푸스의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