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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학습부진아의 CAS을도입한학습결과를

바탕으로한성차분석

The analysis of gender difference on mathematics achievement

after learning using CAS on mathematics underachiever

김인경 Kim In Kyung

본 논문은 CAS 계산기를 사용한 학습을 하고난 후의 고등학교 수학학습부진아 중 남녀

학생의 수학학업성취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수학학습부진아를 선

정하여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한 집단은 처치집단으로 지필과 CAS 계산기를 사용하여

활동지를 학습하고, 다른 집단은 통제집단으로 지필만을 사용하여 활동지를 학습하였다.

이러한 학습의 전과 후에 지필평가를 실시하였다. 각 집단 학생들의 수학학업성취도를

살펴본 결과, 통제집단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학학업성취도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처럼, 처치집단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학학업성취도에서도 차이가 없었다. 처치집

단의 남학생과 통제집단의 남학생의 수학학업성취도 비교와 처치집단의 여학생과 통제

집단의 여학생의 수학학업성취도 비교에서는 모두 처치집단의 학생들이 더 높은 성취를

이루었다.

This paper analyzed about gender difference in the achievement of underachievers
of high school students while learning using technology. Participants were com-
posed of 67 underachievers on first grade in high school located in a metropoli-
tan city. That had never used a mathematics educational calculator before. Target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experiment group that studied activity
papers with a CAS calculator. And control group that studied the same activity
papers using only paper-and-pencil. The content of the activity papers for the two
groups was the same, but the structure differed. The two groups completed math-
ematics achievement tests both before and after the activity papers. The results are
that find out no difference of the mathematics achievement between boys and girls
in each group, and that the mathematics achievement of boys in experiment group
are better than one of boys in control group, and also girls.

Keywords: 성차 (gender difference), CAS 계산기 (CAS calculator), 수학학습부진아

(mathematics underachiever), 수학학업성취도 (mathematics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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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역사적으로 수학과 계산은 백인, 특권층, 남성의 영역으로 생각되

어왔다 [18]. 그리하여, 과거에는 여성이 수학을 모르거나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

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1950년대 들어서면서 수학학업성취도, 특히, 문제해결 능력에

있어서 남녀 차이에 관한 연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1]. 1970년대에는 수학의

중요성이 인식되어짐에 따라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17, 18, 38]. 특히,

남학생과 여학생사이의 수학학업성취도를 포함한 태도, 흥미 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는

연구들이 많았다. 그 후, 20년 넘게 수학의 영역에서 성차 (gender difference)가 존재

해 왔다 [41]. 하지만, Ma [37]는 “성차의 중요한 측면인 성차에 의한 수학 성취도의 변

이성이 수학 교육에서 널리 연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래서인지, 현재도 성차에

관한 이슈는 여전히 다루어지고 있다 [4, 9, 30, 46].

최근에는 개인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수준에서 성차를 살펴보는 연구도 이루

어지고 있다. IEA의 TIMSS(Third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는

몇몇 이슈를 살펴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국제적인 맥락에서 수학학업성취도의 성차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41개국 15000개 학교에서 참여한 TIMSS는 4학년과 8학년에서

성 (gender)에 의한 약간의 수학학업성취도 평균에서 차이를 나타내었고, 12학년에서 남

학생이 여학생과 수학학업성취도에서 상당한 차이를 내면서 높았음을 나타내었다 [43].

또 다른 흐름으로, 컴퓨터가 보편화되기 시작하는 1990년대부터 기술공학을 도입하여

성차와 관련된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기술공학에서의 성차연구도 기존의 성차에

관한 연구들과 유사하게, 기술공학을 사용할 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성취도와

좋은 태도를 나타낸다고 보고한다 [6, 56, 63, 64]. 또는, 기술공학을 사용하여도, 남녀

학생의 성취도나 태도가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보고하기도 한다 [4, 25, 46]. 본 연구는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기술공학 중 CAS를 사용하였을 때, 남녀 수학학습부진아들의

수학학업성취도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들과 CAS를 사용하

지 않은 남녀 수학학습부진아들의 수학학업성취도와 비교하였을 때, 어떠한 차이가 있

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보통의 학생이나 영재를 대상으로 한 기술공학에서

의 성차 관련 연구 [23, 50]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하여, 부진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

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수학학습부진아인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CAS를 이용하여 학습을 했을 때, 수학학업성취도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CAS를

사용하지 않은 수학학습부진아인 남녀학생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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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성차

성차에 관한 연구자들의 의견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몇몇 연구자들 [3, 38]이 초등수준

에서 나타나지 않고 그 이후의 수준에서 성차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몇몇 연

구 [36, 40]는 10대에서 성차를 발견했다고 주장한다. 또는 그 보다 더 나아가서 고등학

교까지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28]. 여러 연구들이 제시하는 성차는 여학

생들이 중학교에서 남학생들에게 뒤처지기 시작하여, 고등학교에서는 월등히 떨어진다

[17, 35, 47]는 것이다. Kimball [31]은 고등학교 남학생이 일반적으로 정규 시험에서

여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다는 많은 연구를 언급했다. 이는 1972년에서 1993년의

SAT 수학점수에서 남학생이 높은 평균을 유지하고 있다 [48]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수학학업성취도에서 성차에 관한 연구들 [27, 47, 49]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남학

생이 여학생보다 수학에서 높은 성취도를 얻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수학 성취도에서 성차가 각각의 나이에 따른 그룹에서 일관되게 나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수준의 평가에서는 일관된 결과가 나타난다. TIMSS의 연구 결과, 초등

학교와 중학교에서 수학학업성취도의 성차가 고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을 나타

내었다. 그렇지만, 중등학교의 마지막 학년인 12학년에서 수학학업성취도의 성차는 남

아프리카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나타났음 [8, 42]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 the Na-

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NAEP)는 평균 수학 점수, 수학 주제 내

용 영역에서 12학년의 남학생이 좀 더 나은 성적을 거두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수학학

업성취도에서 주 (state)의 성차가 8학년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NAEP가 보고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12학년이 되어서도 남학생이 더 잘한다고 한다 [14]. 미국 청소년에 대한

장기 연구 (a Longitudinal Study of American Youth)로 공립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Campbell & Beardry [13]의 연구는 11학년의 수학에서 높은 학업성취도를 가진 여

학생과 비교하여 높은 학업성취도를 가진 남학생의 점수가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이 유사한 수학수업을 듣고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표준화된 시

험에서 유사한 점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의 수학성적은 여학생보

다 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1, 45]. 이러한 표준화된 검사들의 일관된 결과는

초등학교에서 성차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중학교에 들어서면서 나타나기 시작해, 고등

학교 3학년인 12학년에는 극명히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수학학업성취도를 나타낸

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표준화된 검사 외의 여러 연구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Fox,



160 수학학습부진아의 CAS을 도입한 학습 결과를 바탕으로 한 성차분석

Brody, & Tobin [20]은 남학생들이 높은 수학학업성취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몇몇 연구와 토론이 수학, 과학, 공학의 영역에서 학습과 성취도에서 모든 등급의 수준

에서 학생들 중 성차를 조사하였다 [39, 54]. 대부분의 결과는 이와 관련된 전문적인 영

역에서 여학생들의 학습과 성취도가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59].

사실, 어린 여학생들은 수학 수행에서 남학생보다 약간의 이점을 보였다 [12, 26]하더

라도, 이 이점은 점차적으로 그들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감소한다. Benbow & Stan-

ley [11]는 7학년과 8학년을 대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일관되게 수학적 문제해결의

수행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성차는 또한 고등학교의 일반적인 학생들사

이에서도 볼 수 있었다 [28]. 즉, 여러 연구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학업성취도에서

남학생이 더 많이 상승한다고 나타낸다 [13, 24, 43].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인 12학년,

즉, 고등학교 3학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월등히 나은 수행 능력을 나타낸다고 한

다 [14, 38]. 또한, 수학의 세부영역 중 대수에서 남학생은 시작할 때는 여학생보다 약간

나았지만, 끝날 때에는 여학생보다 월등히 나은 향상을 이루었다 [55]고도 한다.

이렇게 남녀학생의 수학학업성취도와 수행결과의 차를 만들어낸 요인에 대해서도 많

은 연구가 이루어져있다. 먼저, 생물학적인 접근에 대해 살펴보았다. 진화론적인 접근

으로 성차는 유전적인 차이가 호르몬의 차이 [57]를 만들거나, 호르몬 차이가 구조적인

차이 [32]를 이끈다고 믿었다. 이러한 진화론적인 접근은 수학적인 수행에 관하여 사회

화에 의한 성차의 영향을 본질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학에서 기본적인 성차

로서 고유한 생물학적인 차이를 논쟁한다. 그리하여, 이 접근은 수학에서 성차가 변하기

쉽지 않다는 가능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수학에서 성차에 관한 대안적인 설명으로 그 차

이가 단지 남성과 여성의 사회화에 다른 방법의 결과라고 제안한다 [5]. 그것은 동료와

성인의 영향의 결과로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수학에 대한 다른 태도를 가졌다고 제안한

다. Fennema & Sherman [18] 또한 수학 성취도에서 차이는 사회적인 영향에 기인한

것이지 유전적인 것 [52]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 외에도, 연구자들은 학생 태도와 배

경, 교육과정과 교수, 가정환경, 주위 친구, 교사의 실제, 사회경제적 지위를 포함한 많

은 요인에 초점을 두었다 [9, 29, 30, 62].

몇몇 연구들은 이러한 요인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하기도 하였다. Walberg [61]는 학

생들의 감정적, 행동적, 인지적 발달을 위해 교육적 생산성과 관련한 아홉 가지 요인을

정의했다. 그 요인들은 Wilkins, Zembylas, & Travers [62]에 의해 세 가지 일반적인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첫째, 이전의 성취도, 나이, 동기나 자아개념과 같은 개인적인 변

수, 둘째, 교수의 양이나 질과 같은 교수적인 변수, 셋째, 가정, 교사/교실, 학우, 매체

에 노출 정도와 관련된 환경적인 변수이다. 이러한 변수들은 수많은 연구에서 일관되

게 학생의 성취도와 관련있다고 정의하였다 [51, 58, 64]. 또는 수학에서 성차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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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부재, 존재는 나이 [28], 민족성 [15], 국적 [5], 동료 [21], 고려된 수학의 유형 [28]

에 달려있다고 보기도 하였다. Ramos & Lambating [48]은 a)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의

수학적 능력은 선천적인 차이, b) 다른 교육과정, 이수하는 수학 과정의 수, c) 부모님,

교사, 동료에 의한 역할 수행, d) 영역 내에서 성공과 실패에 대한 학생들의 귀인으로

보았다. 이러한 수학에서의 성차와 관련한 연구들의 개요와 메타분석을 하면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할 수도 있다. 첫째, 여학생은 낮은 수준, 계산적이고 알고리즘적인 활동에

강한 경향이 있다. 반면에 남학생은 산술적 추론, 응용, 문제해결에 강한 경향이 있다.

둘째, 문제해결 능력의 차이는 학생들의 나이와 함께 증가한다 [3, 17, 38]. 이러한 원인

에 대한 연구는 여학생과 소수자가 다음과 같은 영역에 참여하는데 유사한 장애가 있음

을 나타내었다 [16]. 첫째, 수학과 과학에 관한 부정적인 태도. 둘째, 수학과 과학 과정

과 이러한 과목의 표준화된 시험에서 백인 남학생보다 낮은 수행 수준. 셋째, 부차적인

교육과정 중 수학과 과학 활동에서 드러나는 한계와 고등학교에서 심화 수학과 과학 과

정에 참여하는데 실패. 넷째, 수학이나 과학과 관련된 직업에 정보나 관심의 부족이다.

이러한 성차와 성차의 원인을 바탕으로 기술공학에서 나타나는 성차를 살펴보았다.

2.2 기술공학에서의 성차

1990년대 들어서면서 컴퓨터가 수학 교실에 좀 더 보편화됨에 따라, 수학학습에서 기술

공학이 도입될 때 여러 영역에서 성차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Bame, Dugger, Vries, & McBee [6]는 수학학습에 대한 태도, 지각뿐만 아니라 컴퓨터

사용에서 중요한 성차를 발견하였다. 많은 연구자들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좀 더 많은

흥미와 지식을 나타낼뿐만 아니라, 남학생과 여학생의 기술공학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

는 것을 발견했다 [56, 63, 64]. Silverman & Pritchard [54]의 연구는 이 성별 태도의

차이를 지지한다. 그들의 연구에서 여학생의 기술공학에 대한 태도는 연구를 시작할 때

기술공학적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기술공학 교육의 즐거움을 가졌지만, 남학생이 도구

를 독점하고 여학생을 놀려댄 결과 연구의 끝에는 부정적이 되었다고 한다. 다른 연구들

은 남학생들은 재미있는 장난감으로 컴퓨터를 보는 반면에 여학생들은 도구로 컴퓨터를

본다는 성별 지각의 차를 설명하였다 [2, 10]. 이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이 하는 것보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좀 더 잘 다루는 것을 발견 [53]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또한, 다

른 연구자들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기술공학에 대해 좀 더 어려움을 느끼고 좀 덜 흥미

를 느끼는 것을 발견했다 [56, 63]. AAUW [2]는 남학생은 컴퓨터를 진짜 잘 다룬다고

설명하고, 여학생은 기술공학에 대해 철학적으로 “우리는 할 수 있지만, 하고 싶지 않

아요.”라고 말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에서 성역할의 통념이 여전히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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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Mark & Hanson [39]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한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남

학생과 여학생의 태도 차이는 줄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더 나아가, Sacks & Bel-

lisimo는 여학생들의 컴퓨터에 대한 태도가 그들이 컴퓨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었을

때 좀 더 긍정적이 되는 것을 발견했다 [4]. 또한, Nathan & Baron [44]의 결과는 학생

들이 성별에 관계없이 수학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했음을 제시한다.

Ocak [46]의 연구 결과 역시 성별이 학생들의 프로그램 사용에 중요한 차이를 만들지

않았다고 나타내었다.

Kirkpatrick & Cuban [33]의 연구는 여학생과 남학생이 컴퓨터에 관한 경험의 같은

횟수와 유형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여학생의 성취도 점수와 태도는 남학생과 유사했

음을 발견했다. 이 연구의 중요한 발견은 태도, 지각, 컴퓨터 사용에서 성차는 유의미한

것이 발견되지 않는 것이다. 다수의 여학생들은 남학생이나 다른 여학생들이 컴퓨터를

어려워하는 것만큼 어려워하지 않았다. 또한, Bain & Rice [4]는 컴퓨터에 대한 태도,

인식, 사용에서 성차에 관한 중요한 점이 발견하지 못했다. 이 연구 결과들은 이 연구

의 참여자인 남녀학생 모두에게 기술공학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에 같은 영향을 주었음

을 가리킨다. Halpern [25]의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수학 성취도의 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가정을 지지하지 못했다. 대신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수학학업성취도수준에서

의미있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남학생들이 뛰어난 수학적 능력

을 가졌다는 사회적 통념에는 모순이 된다. 그리고 이는 최근에 여학생이 공학이나 과

학과 같은 직업을 선택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더 나아가서, 교실에서 등수를 매기면,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종종 약간은 높은 비를 차지하기도 한다는 연구 [31]도 있다.

Fox et al. [20]의 연구에서 일반적 결과인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연구의 고등학교 여학생이 수학 성취도에서 남학생보다 우월함을

보인다. 또는 선택한 전략들을 구성하여 과정적 문제해결 계획을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나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65].

Volman & Van Eck [60]은 교육에서 성 (gender)과 ICT가 연구자들의 다양성에 의

해 흥미로운 분야로써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는 이론적으로 또는 개념적

으로 강력하게 발전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연구를 실행하는 상황에서 많은 다양성—

예를 들면, 학교 유형이나 수준, 다른 문화, 다른 지역 상황—이 있었다. 특히 현재까지

학교에서 ICT 적용이 성 평등을 길렀는지 사라지게 했는지, 성취도 결과, 문제해결의 접

근방법, 효과적인 상호작용, 나이와 관련된 요소에 관해서 충분히 깊게 탐구되지 못하고

있다. 수학교육에서 ICT 응용은 평등한 성취도를 제시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또는 새로운 불평등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교육에 ICT, 기술공학을

적용할 때에는 기존보다 좀 더 신중이 고려해야할 것이다.



김인경 163

3 연구방법 및 절차

3.1 연구대상

광역시 소재 일반 인문계고등학교 1학년 학생 495명 중 한 해 동안의 중간고사, 기말고

사, 모의고사1)를통틀어서수학학업성취도가하위 20%이내에속하는학생들을대상으로

선발하였다. 이학생들은수학교사, 담임교사, 학년부장교사의추천과동의하에선발되었

다. 70명의 학생들을 전교등수가 홀수인 학생과 짝수인 학생으로 반을 나누어 35명씩 두

그룹을구성하였다.그학생들중에서연구에참여하고자하는학생들로만 2차선발되었다.

그리하여, 통제그룹은 원래대로 35명이 구성되었고, 처치그룹은 32명이 되어 총 67명이

참여하였다. 처치그룹의 대상학생들은 이전에 한 번도 공학용 계산기나 수학교육용 계산

기를직접다루어보지않은학생들이었다.

3.2 연구절차

먼저,학습요소와학습내용은수학학습부진아가알아야할기본학습내용으로 3종교과서를

분석하여선정하였다. 이를바탕으로활동지와수학학업성취도를구성하였다.

활동지및수학학업성취도검사개발

활동지는총 14차시의분량이개발되었고한차시당활동지하나를사용하도록구성하였다.

각 차시의 활동지는 처치그룹을 위한 CAS 계산기를 사용하는 활동지와 통제그룹을 위한

지필을사용하는활동지두종류로구성되어있다.처치그룹과통제그룹의활동지의내용과

문항은모두동일하게구성되었다.내용은수와연산,방정식과부등식,함수로대수영역으

로구성하였다. 또한, 그내용중가장기본적인개념과계산들을활동지에서다루었다. 두

활동지는 처음에 교사의 강의식 수업을 하면서 다루는 예비문제가 제시되어있다. 그러고

나서학생들이각자문제를풀도록되어있다.이때,처치그룹과통제그룹의활동지답안을

작성하는방식이다르게제시되었다. 처치그룹은지필로문제를풀고나서계산기로다시

풀어서두과정을비교하여반성하도록하였고, 통제그룹은지필로문제를풀고나서답과

풀이과정을제시한정답지를확인하여자신이푼과정을반성하도록하였다.처치그룹에게

CAS 계산기 사용법 지도시 관련 명령어는 전혀 가르쳐주지 않았으며, 모든 단계를 학생

스스로 해결해나가도록 하였다. 만약 y = 3x − 2를 x에 관하여 CAS 계산기로 푼다면,

계산기상의계산과정은다음과같이나타날것이다.

(y = 3x− 2) + 2

1) 본 실험은 학년말인 1월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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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 2 = 3x

(y + 2 = 3x)÷ 3

x =
y + 2

3

수학학업성취도검사의내용은수업내용 —활동지— 을바탕으로구성되어있다. 그리하

여, 활동지에서다루었던가장기본적인내용들을문항으로제시하였다. 수학학업성취도

검사는수업전에실시한사전검사와수업후에실시한사후검사 (부록참고)로구성된다.이

두수학학업성취도검사는점수변화를살펴보기위해동형으로이루어져있다.평가항목은

세영역 —활동지에서다루었던영역 ; 수와연산,방정식과부등식,함수— 을바탕으로총

25문항을구성하였다.두수학학업성취도검사는두집단모두지필로실시하도록하였다.

본실험

수업은 1학년담당수학교사두명의진행아래실시되었다. 통제그룹담당수학교사와처

치그룹 담당 수학교사는 모두 교육경력이 약 5년이었다. 그리고 본 연구자도 처치그룹의

보조교사로서 교사의 강의가 끝난 후 학생들이 계산기 사용에 대한 질문을 할 때 도움을

주었다.

두 그룹 모두 수업의 시작은 각각 담당 수학교사의 설명식 강의가 활동지에 제시된 동

일한 내용 —한 해동안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것으로, 이 부분은 교사가 내용을 정리하여

전달하는형식으로이루어졌음— 으로 15분정도이루어졌다. 그다음에각그룹별로활동

지를 통한 학습이 개별적으로 35분정도 이루어졌다. 이 때, 처치그룹은 계산기를 사용하

여활동지를학습하였고, 통제그룹은지필을사용하여활동지를학습하였다. 처치그룹은

활동지를 이용한 수업 전에 한 차시의 CAS 계산기의 사용법에 대한 수업이 실시되었다.

그러고나서매수업마다수업내용과간략히계산기를사용해서문제를푸는방법을설명한

후, 학생들이개별적으로활동지를사용하여학습을하였다. 이 학습은주로학생이 CAS

계산기로문제를해결하는것에초점을두었다. CAS 계산기사용법에대한수업을실시할

때부터활동지를사용한수업내내학생들은 CAS 계산기를제공받았다. 통제그룹은수업

이끝나기약 15분전에정답지를받고문제의답을확인하여자신의활동을되돌아보도록

하였다. 처치그룹은 자신이 푼 문제의 답과 풀이과정을 계산기를 통해서 얻은 답을 비교

하여 보도록 하였다. 그리고 수업이 끝남을 알리면 각 그룹의 활동지와 처치그룹은 CAS

계산기를 같이 제출하도록 하였다. 처치그룹은 사전검사, 사후검사, CAS 계산기 사용법

에관한수업, 활동지를통한수업 14차시를포함해총 17차시를실시하였다. 통제그룹은

CAS 계산기를사용법에관한수업을제외하고는처치그룹과동일한차시를수행하였다.

본연구는사전검사와사후검사시험지를채점한결과를바탕으로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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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분석

본 실험에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로 실시된 수학학업성취도의 결과를 바탕으로, 통제집

단과 처치집단내의 남녀학생의 수학학업성취도 변화와 통제집단과 처치집단의 남학생의

수학학업성취도변화, 통제집단과처치집단의여학생의수학학업성취도의변화를살펴보

았다. 이변화를통계적으로분석하기위해, 공분산분석 (ANCOVA)을사용하였다.

4.1 각집단내남녀별수학학업성취도변화비교

통제집단의남녀별점수의변화

기존의지필활동을중심으로한활동지를사용한통제집단내에서남녀학생의수학학업성

취도인사전검사와사후검사점수변화를살펴보았다. 먼저통제집단남학생 16명의사전

검사와사후검사중수학학업성취도검사점수는 <표 1>과 <표 2>를보면알수있다. 사

전검사점수에비해사후검사점수에서 20.95점이상승했고, 표준편차도 3.2점을줄였다.

사후검사 점수가 통제집단 남학생의 사전검사에 대한 사후검사의 유의확률 p값이 0.000

이므로, 사후검사점수는사전검사점수에비해 p < 0.01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향

상되었음을알수있다.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표준오차

사전 46.1563 25.35216 6.33804

사후 67.1063 22.15215 5.53804

표 1: 통제집단 남학생의 사전검사와사후검사중수학학업성취도검사점수 결과

통제집단

남학생

대응차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편차

사후-사전 20.9500 13.79638 3.44909 6.074 15 .000

표 2: 통제집단 남학생의 사전검사와사후검사중수학학업성취도검사점수 결과

통제집단의 여학생 14명도 <표 3>과 <표 4>를 통해 점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평균이

14.26점이 상승했음을 알 수 있으며, 표준편차도 약 1.1점정도 감소되었다. 통제집단의

여학생의 사전검사에 대한 사후검사의 유의확률 p값이 0.001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후

검사점수가사전검사점수에비해 p < 0.01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향상되었음을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통제집단의 남학생과 여학생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점수가

향상되었음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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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표준편차 평균의표준오차

사전 61.8143 22.92717 6.12754

사후 76.0786 21.84812 5.83916

표 3: 통제집단 여학생의 사전검사와사후검사중수학학업성취도검사점수 결과

통제집단

남학생

대응차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편차

사후-사전 14.2643 12.53559 3.35028 4.258 13 .001

표 4: 통제집단 여학생의 사전검사와사후검사중수학학업성취도검사점수 비교

통제집단의남학생과여학생의수학학업성취도점수를비교하여살펴보기위해 <표 1>

과 <표 3>를그래프로나타내면, [그림 1], [그림 2]와같다.

그림1: 통제집단 남학생과 여학생의 사전검

사와 사후검사 중 수학학업성취도 검사 점수

비교

그림2: 통제집단 남학생과 여학생의 사전검

사와 사후검사 중 수학학업성취도 검사 점수

비교

먼저,본연구에서연구대상을중간고사,기말고사등의성적으로선정하였으나,본실험

은대수만을대상으로실시하였기때문에사전검사에서남녀학생의점수차가나타난것으

로보인다. 그림을살펴보면, 사전검사에서의남학생과여학생의차이가사후검사에서좀

더줄어들었음을알수있다.그러나여전히여학생의평균점수가남학생의평균점수보다

높음을알수있다 (<표 5> 참고). 또한, 표준편차역시사전검사보다사후검사에서차이를

줄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전검사의 점수차보다 사후검사의 점수차가 적으므로 통

제집단의남학생과여학생사이의유의미한차가있는지살펴보았다. <표 6>를살펴보면,

통제집단의남학생과통제집단의여학생모두사전검사에대한사후검사의유의확률 p값

이 0.000이므로, 사후검사점수가사전검사점수에비해 p < 0.001에서통계적으로유의

미하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통제집단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점수를 비교한

유의확률 p값이 0.530으로, p < 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수있다. 즉, 지필로학습한남녀학생의수학학업성취도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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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것이다.

구분
N

사전검사 사후검사

집단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남학생 16 46.1563 25.35216 67.1063 22.15215
여학생 14 61.8143 22.92717 76.0786 21.84812
합계 30 53.4633 25.12392 71.2933 22.10264

표 5: 통제집단남학생과여학생의수학학업성취도에관한사전-사후검사결과

소스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공변인 (사전검사) 9592.983 1 9592.983 65.189 .000

집단간 59.517 1 59.517 .404 .530

오차 3973.210 27 147.156

표 6: 통제집단의남학생과여학생에대한수학학업성취도 점수의사전-사후 검사결과공분산분석

처치집단의남녀별점수의변화

CAS 계산기를사용한활동지로학습한처치집단내에서남학생과여학생의수학학업성취

도인사전검사와사후검사점수의변화를살펴보았다.먼저처치집단의남학생 19명의수학

학업성취도검사점수를살펴보면, <표 7>과 <표 8>과같다.처치집단남학생은사전검사

점수에비해사후검사점수에서 27.68점이상승했으며,표준편차도약 10점이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수학학업성취도 점수에 대한 유의확률 p값이

0.000으로, 사후검사 점수가 사전검사 점수에 비해 p <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나게향상되었음을알수있다.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표준오차

사전 41.3053 23.06718 5.29197

사후 68.9895 13.41657 3.07797

표 7: 처치집단남학생의사전검사와사후검사중수학학업성취도검사점수결과

처치집단의여학생 7명의수학학업성취도검사점수의변화를살펴보면, <표 9>와 <표

10>과같다. 평균점수는사전검사점수에비해사후검사점수가 30.80점이나상승했음을

알수있고, 표준편차는약 6.2점이줄었음을알수있다. 또한, 처치집단여학생의사전검

사와사후검사의수학학업성취도에대한유의확률 p값이 0.002를나타낸다.이는사후검사

점수가사전검사점수에비해 p < 0.01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향상되었음을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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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집단

남학생

대응차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편차

사후-사전 27.6842 14.62290 3.35472 8.252 18 .000

표 8: 처치집단 남학생의 사전검사와사후검사중수학학업성취도검사점수 비교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표준오차

사전 43.6714 20.90141 7.89999

사후 74.4714 14.71595 5.56210

표 9: 처치집단 여학생의 사전검사와사후검사중수학학업성취도검사점수 결과

통제집단

남학생

대응차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편차

사후-사전 30.8000 15.21063 5.74908 5.357 6 .002

표 10: 처치집단 여학생의 사전검사와사후검사중 수학학업성취도검사점수 비교

다.

처치집단의남학생과여학생의수학학업성취도점수를비교하기위해 <표 7>과 <표 9>

를그래프로나타내면, [그림 3], [그림 4]와같다.

그림3: 처치집단 남학생과 여학생의 사전검

사와 사후검사 중 수학학업성취도 검사 점수

비교

그림4: 처치집단 남학생과 여학생의 사전검

사와 사후검사 중 수학학업성취도 검사 점수

비교

처치집단역시, 본연구에서연구대상을중간고사, 기말고사등의성적으로선정하였으

나, 본 실험은 대수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사전검사에서 남녀학생의 점수차가

나타난것으로보인다. 그림을살펴보면, 처치집단은통제집단과달리사전검사점수에비

해사후검사점수에서남녀학생의점수차가더큰것을알수있다.남녀학생의점수차가사

전검사에서약 2.37점이였으나,사후검사에서는약 5.48점으로나타난다.사전검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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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이여학생보다표준편차가 2.16577이더높게나왔지만, 사후검사에서는여학생이

남학생보다 1.29928이더높게나왔다. 그러나두집단의표준편차의차이는더줄어들었

음을알수있다 (<표 11> 참고).

구분
N

사전검사 사후검사

집단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남학생 19 41.3053 23.06718 68.9895 13.41657
여학생 7 43.6714 20.90141 74.4714 14.71595
합계 26 41.9423 22.11566 70.4654 13.70133

표 11: 처치집단남학생과여학생의수학학업성취도에관한사전-사후검사결과

소스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공변인 (사전검사) 2710.870 1 2710.870 34.098 .000

집단간 97.305 1 97.305 1.224 .280

오차 1828.563 23 79.503

표 12: 처치집단의남학생과여학생에대한수학학업성취도점수의사전-사후검사결과공분산분석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처치집단내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학학업성취도 점수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표 12>를 보면, 처치집단의 남학생과

여학생은 사전검사 점수와 사후검사 점수에 대한 유의확률 p값이 0.000임을 알 수 있다.

이는처치집단의남학생과여학생은사전검사점수에비해사후검사점수가 p < 0.001에서

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향상되었음을알수있다. 그러므로두집단모두사전검사에비해

사후검사의수학학업성취도점수가상승했음을알수있다.그러나집단간유의확률 p값은

0.280을나타낸다.이는처치집단의남학생과여학생의수학학업성취도점수가 p < 0.001

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없음을나타낸다.즉,남녀학생의점수변화가통계적으로

유의미한차이가없기때문에유사하게향상되었다고할수있다.

이러한비교를한이유는통제집단의남학생과여학생이수학학업성취도점수가유의미

한차이를나타내지않는것처럼처치집단의남학생과여학생의수학학업성취도점수역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일련에, CAS 계산기뿐만

아니라기술공학을이용하면남학생이여학생보다많은이점을가질것이라고생각하지만,

본 연구 결과는 수학학습부진아를 대상으로 하여, 통제집단과 마찬가지로 처치집단의 성

적향상도남녀학생의차이가없음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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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집단간남학생과여학생의수학학업성취도변화비교

이장은각성별이어느학습을더유의미하게하였는지비교하기위한것이다.즉, 같은성

별에서지필로학습한학생과 CAS 계산기를사용하여학습한학생사이의수학학업성취도

차를알아보기위한것이다.

통제집단의남학생과처치집단의남학생의점수변화

지필계산을하는활동지를학습한통제집단의남학생과CAS계산기를사용한활동지로학

습한처치집단의남학생의수학학업성취도점수의변화를살펴보았다.앞의 4.1.1과 4.1.2

에서점수의변화와표준편차의변화를살펴보았다. 두집단을비교한 <표 13>을보면, 통

제집단의남학생과처치집단의남학생의사전검사에대한사후검사수학학업성취도점수의

유의확률 p값이 0.000임을알수있다. 그리하여, 두집단의남학생모두사후검사의수학

학업성취도 점수가 사전검사의 수학학업성취도 점수에 비해 p < 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향상을나타낸다는것을알수있다. 또한두집단간유의확률 p값은 0.000으로,

처치집단의 남학생이 통제집단의 남학생에 비해 p < 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을했다는것을알수있다.

소스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공변인 (사전검사) 6950.615 1 6950.615 60.933 .000

집단간 14460.433 2 7230.216 63.384 .000

오차 3650.232 32 114.070

표 13: 통제집단의남학생과여학생에대한수학학업성취도점수의사전-사후검사결과공분산분석

통제집단의여학생과처치집단의여학생의점수변화

지필 계산을 하는 활동지를 사용한 활동지로 학습한 통제집단의 여학생과 CAS 계산기를

사용한활동지로학습한처치집단의여학생의수학학업성취도점수의변화를살펴보았다.

앞의 4.1.1과 4.1.2에서점수의변화와표준편차의변화를살펴보았다. 두 집단을비교한

<표 14>를보면,통제집단의여학생과처치집단의여학생의사전검사에대한사후검사수

학학업성취도점수의유의확률 p값이 0.000임을알수있다.그리하여,두집단의여학생모

두사후검사의수학학업성취도점수가사전검사의수학학업성취도점수에비해 p < 0.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집단간 유의확률 p값은

0.000으로,처치집단의여학생이통제집단의여학생에비해 p < 0.001에서통계적으로유

의미한향상을했다는것을알수있다.이로써,남녀학생모두지필로학습한통제집단보다

CAS 계산기로학습한처치집단이더나은향상을이루었다는것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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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공변인 (사전검사) 4839.382 1 4839.382 32.681 .000

집단간 5488.677 2 2744.339 18.533 .000

오차 2665.396 18 148.078

표 14: 통제집단의여학생과처치집단의여학생에대한수학학업성취도점수의사전-사후검사결과

공분산분석

이러한비교를한이유는통제집단의남녀학생보다처치집단의남녀학생의수학학업성

취도점수가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나타내며향상하였다는것을나타내기위함이다.

일련에,수학학습부진아가 CAS 계산기뿐만아니라기술공학을이용하면지필로학습하는

것보다높은수학학업성취도를이루지못할것이라는생각을하지만, 본연구결과는지필

을사용한통제집단보다 CAS 계산기를이용한처치집단의성적이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

향상되었음을알수있다.

4.3 논의

본연구결과를바탕으로몇가지논의를하고자한다.첫째,수학학습부진아가기술공학을

이용한 학습을 한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학학업성취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없었다는것이다. 앞의이론적배경에서언급한것처럼, 기술공학을도입하지않았을

때뿐만아니라기술공학을도입하여도여전히성차는존재한다는것을알고있다. 하지만,

때때로성차에관한연구결과들이성차가없다거나여학생이더뛰어나다고제시하였다.

본연구는수학학습부진아가기술공학을이용하여학습을하여도성차는나타나지않았다.

이는이전의성차가나타나지않는다의또다른증거가될것이다.

둘째, 수학학습부진아가 기술공학을 이용한 학습을 한 결과, 지필을 이용하여 학습한

수학학습부진아보다더나은수학학업성취도를이루었다는것이다. 일반적으로수학학습

부진아가기술공학을이용하면학습효과가더욱좋지않을것이라는통념에반하는것이다.

또한, 앞의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것처럼, 과거 성차연구들은 주로 보통의 학생이나 영

재를대상으로한기술공학에서의성차관련연구가이루어지고있는데반하여, 수학학습

부진아를대상으로기술공학에관한, 그리고성차에관한연구가이루어졌다는것이이와

관련한다른연구의초석이될것이다.

5 결론및제언

본연구결과는지필만을사용하여학습한통제집단과CAS계산기를사용하여학습한처치

집단모두수학학업성취도에서사전검사에비해사후검사에서점수가향상되었음을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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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었다.또한각집단내남녀학생의수학학업성취도비교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는

나타내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일반적으로 기술공학을 도입하면 수학학업성취도에서

남녀차이가더커질것이라고생각하는통념을깨는것이라고볼수있다. 이에더해, 통제

집단의남학생보다처치집단의남학생이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수학학업성취도의향상을

나타내었으며, 여학생역시통제집단보다처치집단이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수학학업성

취도의향상을나타내었다. 이로써, 지필보다기술공학이더나은수학학업성취도향상을

가져온다고볼수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나은 수학학업성취도를

획득하였다는것을알수있었다.그렇지만,몇몇연구들 [7, 28, 34]은이차이가줄어들고

있음을보임으로서이경향에도전했다.그리고몇몇다른연구들은수학성취도에서성차가

없음을 보였다. Bronholt, Goodnow, & Conney [18]는 고등학생들의 수학 성취도에서

남녀의중요한차이가없음을보고하였다. 이에더하여, 본연구는고등학교수학학습부진

아들의수학학업성취도에서도남녀의중요한차이가없음을나타내는것이다.

이러한연구들이계속이루어지고있는이유는수학학습에서남녀학생의수학학업성취도

의차이를없애보고자하는목적에있다.과거,수학학업성취도에서성차는마치극복할수

없는문제처럼보이기도했지만,현재는이를많이극복하고있다.하지만여전히존재하고

있다. Friedman [22]은 “수학에서성차는적다. 그리고시간이지나면서보기에감소하는

것처럼보이지만,여전히존재한다.”라고말한것에서알수있다.하지만,많은연구자들이

수학학업성취도에서남녀학생의평등한수학학업성취도를위해서노력하고있다.앞으로,

특히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남녀학생의 수학학업성취도, 문제해결력 등에서의

차이를극복할수있을지에대한방안이연구되어야할것이다.그에한방안으로기술공학

을도입하여여러분야에서의성차를극복할수있음을살펴보는연구도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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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사후검사>

학번 ( ) 이름 ( )

I. 수와연산

*다음식을계산하시오.

1. |(−2)2| − |2− 5 + | − 3|2|

2. 1
2 −

{
2
3 + 2(3 1

2 − 2
3 )
}

3.
√
18
2 ×

√
12√
3
÷

√
24√
9

4. 분모유리화를하시오. √
5√

3 +
√
2

II. 문자와식

*다음식을계산하시오.

5. 6xy2 ÷ (−2xy)× (3y)2

6. 5x+ (4− 3x)

7. (2a+ b)− 3(2b− 3a)

8. 다음등식을 [ ]안의문자에관하여풀어라.

2x+ 3y − 5 = 0 [y]

9. y = 3x− 2일때, x− 2y + 4를 x의식으로나타내시오.

10. (3x+ 2)2을전개하시오.

11. 6x2 + 13x+ 5를인수분해하시오.

12. 다음연립방정식을가감법으로풀어라.

 x+ 2y = −3

3x− 4y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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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연립방정식을대입법으로풀어라.

 x = −1 + 2y

x+ y = 8

14. 다음이차방정식의해를구하시오.

x2 + 2x− 8 ≤ 0

*다음연립부등식을풀어라. 3x+ 2 > 4x− 2

−2x+ 1 < 3x+ 6

III. 함수

18. 다음일차함수에서그래프의기울기와 x절편, y절편을구하여라.

y = 2x− 3

19. 다음일차함수의그래프중서로평행한것을찾아라.

① y = 3x− 5 ② y = −2x+ 4 ③ y = 3x− 2 ④ y = −3
4 − 3

20. y = x의그래프가오른쪽과같을때, y축방향으로 2만큼이동한 y = x+ 2의그래

프를그려보시오.

21. 다음일차방정식의그래프를그려라.

y = 3x−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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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음이차방정식의그래프를그려라.

y = x2 − 6x+ 2

23. 연립방정식  ax+ 2y = 4

3x− 2y = b

의해가무수히많을때, a, b의값을구하여라.

24. 주어진것이다음과같을때, 일차함수의식을구하여라.

y절편이 −1이고, 점 (2,−3)을지나는직선

25. 다음두점을알때, 일차함수의식을구하여라.

(1, 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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