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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73 계산기를 활용한

초등 5학년 수학 영재 학급의 수업 분석*

강 영 란 (포항유강초등학교)

본 연구는 포항시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5학년 수학 영

재 학급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TI-73 계산기를 활용하여

좌표, 백분율, 소인수분해에 대한 수업의 질적 자료를 분

석하였다. 이를 통해 계산기 활용이 영재 학생들의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계산기를 활용한 수업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이들 각 차시

의 내용에 대해 활동지를 각각 제작하였고, 3주에 걸쳐 80

분씩 3차례 수업을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동영상

촬영, 학생과의 인터뷰, 문서 자료 등을 수집하였으며, 수

집된 동영상, 녹음 자료는 녹취록을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코딩 작업을 하였다. 코드의 결합과 분해를 반복함으로써

초등 수학 영재 학생들의 계산기 사용에 대한 주제를 도

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사소통을 매개하는

계산기, 지필환경의 범위를 넘어선 과제 해결을 위한 계산

기, 계산기 활용에 대한 남녀의 성차 존재, 학습에 영향을

주는 계산기의 제한점이라는 네 가지 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I. 서론

2002년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이 공표된 후 국가주

도의 공교육 제도를 통해 다양한 영재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십여 년 동안 영재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양적인

성장이 있었으며, 최근 들어서는 영재교육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다(예: 강병련, 김희영, 2008; 김상미, 2013;

홍은자, 2004).

우리나라 수학과 영재교육과정의 목적은 수학적 개

념, 기술, 아이디어를 창의적이며 독창적인 과정을 통

해 수학에 대한 흥미를 제고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지

금까지 수학과 영재교육과정에서 사용된 학습 자료와

프로그램은 영재교육 목적에 도달하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노영순, 2005). 이들 프로그램은 영재교육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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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이 갖추어야 할 특성인 학생중심, 과정중심, 탐구

중심, 문제해결학습 위주의 접근이 아니라 교사중심,

결과중심, 강의중심으로 개발되었다. 그래서 지필 위주

의 단순한 문제중심학습, 협동학습으로 수업이 진행되

며(정수지, 2011), 한 학생이 앞에 나와 설명을 하고

간단한 교사의 부연 설명을 하는 형태의 제한적인 토

론식 수업을 하였다(우광식, 2005). 이에 이신동, 이정

규, 박춘성(2009)은 수학적 개념과 기능을 충분히 학습

하면서 창의적이고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수학 영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한 가

지 방법으로 컴퓨터와 계산기의 활용을 권고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공학은 매력적인 학습 도구이

지만 특히 영재 학생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준다(Siegle,

2004). 따라서 영재 학생에게는 도전적이고 고차원적이

며 공학에 기반을 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Pyryt,

2003). 공학을 교육과정에 통합하였을 때 영재 학생들

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Troxclair, Stephens, Bennett, & Karnes,

1996), 인터넷(Berger, 2000; Bulls & Riley, 1996;

Riley & Brown, 1998; Westburg, 1997), 가상현실 프

로그램(Benno, 1998)과 같은 공학은 영재 학생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고 한다. 또 공학

사용은 영재 학생의 학습 양식(Stettler, 1998), 학습 선

호도(Cohen, 1997), 그리고 수학 학습의 속진(Strot,

1999)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한다(Elizabeth, 2007

재인용).

여러 공학 도구 중 특히 계산기는 고차원적 사고를

증진시키고 학생들로 하여금 문제해결자로서의 자질과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도구(Stiff,

2001)로서, 탐구중심의 수학 수업을 가능하게 하고 수

학적 상호작용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

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가 많이 보고되

어 있다(Trouche, 2005). 그러나 김부미(2012)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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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계산기를 활용한 연구의 대상이 대부분 중 고등에

국한되어 있으며, 초등학교 수학 수업에서 공학적 도

구에 대한 ICT 활용 연구에서 탐구형 기하 소프트웨

어나 스프레드시트 등을 활용한 연구보다 계산기에 대

한 연구가 적다고 지적한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초

등 수학에서 계산기를 활용한 연구의 대상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일반 학생으로 수학 영재 학생들, 특히

초등 수학 영재 학생을 대상으로 계산기가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초등 수학 영재의 계산기 사용에 대한 연구는

이들 학생들의 수학적 잠재성과 가능성을 밝히는데 도

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학의 사용이 영재 학생들의 수학

적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가정 하에, 5학년 수학

영재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Texas Instruments의

TI-73 계산기를 사용하는 활동을 제공하였을 때 학생

들의 계산기 사용 방법과 계산기가 학생들의 수학적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수학 영재

학생들의 계산기 활용 수업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수학 영재의 특성

수학 영재라는 용어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다.

Koshy, Ernest, & Casey(2009)는 새로운 수학적 개념

을 익혀 비정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잠재적이

며 장래에 드러날 수 있는 수학적 능력이라고 하였다.

McClure(2001)은 초등학생의 능력은 시간에 따라 변하

고 다른 양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초등학생의 수학

영재성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하였다. 결국 초

등 수학 영재가 무엇인지 수학 영재성을 구성하는 것

이 무엇인지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학 영재성과 수학적 사고의 특성에 대한 선행 연구

를 통해 수학 영재 학생들이 가진 특성을 알아보고 이

를 통해 본 연구 대상인 초등 수학 영재 학생을 위한

계산기 활동을 설계할 때 기초로 삼고자 한다.

수학 영재 학생이 가진 수학적 사고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지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Krutetskii, 1976; Sheffield, 1999). 수에 관한 호기

심이 있어 예리하게 지각하고, 개념 이해와 수학적 사

고의 적용이 빠르며, 추상적인 수학적 규칙과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이 우수하고, 귀납적 추론, 연역적 추론

과 분석 능력이 뛰어나서 문제를 해결할 때 정형화된

절차가 아닌 창의적인 사고를 활용할 수 있다.

영재성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 대상이 개인에만

초점을 두어 이루어져왔다는 한계를 드러내면서 소집

단 내의 협력적인 문제해결 과정과 의사소통 과정으로

관심이 옮겨지고 있다. 영재 학생들의 의사소통 유형

에 관한 연구에서 한광래, 박해균, 류재인(2011)은 소

집단에서의 상호작용에 관한 과학 영재 학생의 상호작

용 유형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로써 표현하는 언어중심

형, 책상에 앉아서 보고서나 문자로 나타내는 문자중

심형, 그리고 탐구와 실험을 하는 활동중심형의 3가지

로 분류하였고, 정덕호, 유대영(2013)은 소집단 활동에

서 과학 영재들의 의사소통 유형을 독점형과 공유형으

로 분류하였다. 공학과 의사소통 사이에 관한 연구에

서 공학은 영재 학생들이 계산기나 컴퓨터 화면에 있

는 수, 식, 그래프, 도표 등을 만들고 조사하는 동안 수

학적 아이디어의 토론을 위한 공통적인 준거를 갖게

되면서 학생끼리, 학생과 교사 사이의 수학적 의사소

통을 증진시킨다고 보았다(강윤수, 이보라, 2004).

수학 영재의 성차 비교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이루

어졌다. Olszewski-Kubilius & Turner(2002),

Martin(2002)는 4～6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영재의 능

력에 대한 성차 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신감,

동기, 수학에 대한 흥미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영재 학생의 성차에 대한 연구에서는 NCTM의

평등성의 원리를 고려한 수학 교육 정책으로 성차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Janet, 2008 재인용).

이들 선행 연구로부터 TI-73 계산기를 활용한 프로

그램을 개발할 때 영재 학생들이 수학적 사고를 발휘

할 수 있도록 정형화된 절차가 아닌 생소한 상황이 포

함된 활동을 설계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 때 남녀

영재 학생들 사이에는 유의미한 능력 차이가 없다는

가정 하에 사회적 관계 속에서 영재성이 발현될 수 있

도록 동질적인 소집단을 구성하여 협력적인 문제해결

과정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계산기 상의 기호 사용, 정

보 표현 등을 프로그램 설계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2. 영재교육에서 공학의 필요성

최근 영재교육에서는 새로운 교육과정과 교수 방법



TI-73 계산기를 활용한 초등 5학년 수학 영재 학급의 수업 분석 317

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먼저

영재 학생들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

록 특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McCoach & Reis(2000)는 영재 학생의 성취가

미도달이 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에서 학생의

수행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학생의 수준과 교

육과정 사이의 불일치를 주장하였다. 영재 학생을 위

한 교육과정은 일반 학생을 위한 표준 교육과정과는

다르게 편성되어야 하고 효율적인 수업 자료를 수업에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더불어 학생들이

충분히 도전할만한 가치 있는 과제, 풍부한 내용을 담

은 흥미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학교는 학업 성취에 대한 책무성을 가지

기 때문에 표준 평가에서 높은 성취를 나타내는 영재

학생의 교육적 요구보다는 평균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

생을 구제하기 위한 교수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 지적하였다(Winebrenner, 2000). 학업 성취가 낮은

학생을 위해 학습 스타일,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교

육과정의 학습 과제, 수준에 맞는 활동으로 재구성한

차별성 있는 교육 내용을 제공한 것처럼 이미 현재 교

육과정의 내용을 다 알고 있는 학업 성취가 높은 학생

들에게도 유사한 교수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영재

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과정과 교수 방법으로 ‘도전할

만한 과제’를 꼽고 있다(McAllister & Poiurde, 2008).

또, 영재 학생에게 맥락적이며 실생활과 관련된 주제

중심의 과제를 배울 수 있는 통합 교육과정이나 도전

적이고 고차원적이며 공학에 기반을 둔 교육과정의 필

요성을 주장하였다(Pyryt, 2003).

더불어 영재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 참여하고 사고

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교수 방법이 필요하다. 공학이

영재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쓰기 능력에 미치는 효

과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컴퓨터를 활용한 그룹이 손

으로 직접 쓴 그룹보다 비판적 사고에서 높은 평균 점

수를 획득했다(Dixon, Cassidy, Cross, & Williams,

2005). 연구자들은 컴퓨터가 신속하게 과정을 처리해주

어 더 많은 시간동안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

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영재 학생에게 공학의 사

용은 그들로 하여금 사고에 더 초점을 두도록 하는 긍

정적인 측면을 제공하였다. Tomlison(2009)는 영재 학

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방법에 관한 연구를

통해 영재 학생들이 학습에 대해 반성해볼 수 있는 기

회를 가졌을 때 정보를 종합하고 기억하는 능력이 증

가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반성은 깊이 탐구할 기회를

주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이다. 이 때 공학은 정보를 처리하고 분석하

기 위한 시간을 단축시켜 학습에 대해 반성해볼 수 있

는 기회를 늘여주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 특히 영재

학생을 위한 가장 좋은 수업 설계는 학생 중심 활동으

로 추상적인 사고, 창의적인 사고,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 공학은 영재 학생들

이 이러한 사고 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

되어질 수 있다(Lee & Olszewski, 2006). 특히 수학과

과학 교과의 경우 공학 사용의 활동 경험은 영재 학생

들의 높은 성취와 흥미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Knight,

Pennat, & Piggott(2004)의 주장은 수학과 과학 영재

에 초점이 맞추어진 우리나라 영재교육에서 이들 교과

의 공학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우리나라 초등학

교 수학 영재 프로그램에 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해 본

결과, 도형 영역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도형을 구

성하고 변환하는 활동에만 국한되어 공학이 사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내용 영역에서 영재 학

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학이 통합된 프로

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3. 계산기 활용에 관한 선행 연구

1960년대 전자계산기가 발달됨에 따라 1978년 처음

으로 NCTM에서는 수학 수업에서 계산기를 활용할

것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계산

기의 수학 수업 적용에 대한 찬반은 팽팽하였다. 반대

입장에서는 계산기가 학생들의 계산력을 떨어뜨리고

수학을 배우는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문제점을 제기하

며 계산기 활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NCTM 의장인 Stiff(2001)는 계산기는 수학 교수 학습

활동에서 강력한 도구이며 계산기 활용으로 고차원적

사고를 증진시키고 학생들로 하여금 문제해결자로서

자질과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고 반박하였다.

더불어 탐구중심의 수학 수업이나 상호작용에서 계산

기가 가진 가능성에 대해 많은 교사들이 고무되어 있

다고 밝혔다(Trouche, 2005).

연구자들은 초, 중학교 수학교육에서 계산기 활용에

대한 효과를 연구하였다. 계산기 활용은 수 감각과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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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능력을 향상시키고(Groves & Stacey, 1998), 학생

들의 성취와 성향에 영향을 주며(Van Devender &

Rice, 1984; Williams, 1987), 문제해결 능력(Campbell

& Stewart, 1993; Hembree & Dessart, 1992), 일반화

능력 및 추론 능력(Charles, 1999)의 향상 등을 가져왔

다. 그러나 계산 능력 감소와 계산기에 계산 의존도

증가(McCauliff, 2004; Surgenor, 2007) 등 계산기의 부

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

면 긍정적인 연구 결과나 부정적인 연구 결과가 모두

수, 연산 또는 계산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수학 교실에서 사용되는 계산기는

단순히 연산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개발하고 어림 감각

을 기르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심화된 학습을

지원하고 학생들이 계산기를 전략에 따라 선택하여 사

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계산기는 학생

들이 문제해결, 공식 만들기, 전략을 적용하기, 결과에

대한 반성을 할 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도구이다

(Reys & Fran, 2001). Ellington(2003)은 K-12학년 계

산기 활용에 대한 54편의 연구를 고찰한 결과, 학생들

은 계산기가 단순한 계산의 반복 연습이나 답을 체크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실에서 교수학적 역할

을 할 때 가장 큰 이점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점에서 계산기 활용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규칙을

찾아 확장하고, 생각을 검증하며 관계를 찾는 등 수학

적으로 풍부한 문제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수 전

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계산기를 활용하여 문

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래핑 계산기의

사용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계산기 활용한 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면,

계산기를 활용한 교수 자료 개발과 계산기 활용에 대

한 효과에 대한 연구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진다.

전장표(2000)는 4학년 대상, 김미자(2001)는 3학년 대

상, 양순환(2003)은 6학년 대상으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였다. 김의식(2002)은 6학년 대상으로 계산기 사

용이 학생의 수학 학습력 및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하였고, 안병곤(2005)은 6학년을 대상으로 수감각과

수학적 개념, 문제해결, 패턴 찾기와 추론 능력을 연구

하였다. 그리고 김지연(2011)은 계산기를 활용한 수학

학습이 수학 학습부진아의 문제해결력과 수학 학습태

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고, 이헌수(2011)는 수학

영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산기 활용에 대한 효과를

연구하였다. 그러나 김부미(2012)가 초등학교 수학 수

업에서 공학적 도구에 대한 ICT 활용 연구에서 탐구

형 기하 소프트웨어, 스프레드시트 등을 활용한 연구

보다 계산기에 대한 연구가 적다고 밝힌 바와 같이 계

산기 활용에 대한 연구는 국외에 비해 연구물 수가 상

당히 적다.

지금까지 선행 연구를 종합하면, 계산기는 문제해결

보다는 주로 사칙연산과 관련된 연산, 계산의 편의를

위해 교수 학습 자료가 개발되어 적용되어 왔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계산기를 활용한 국외, 국내의

연구에서 계산기의 기종이 자연수, 분수, 소수의 사칙

연산 기능으로 제한됨으로 인해 이용할 수 있는 범위

가 수 연산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초등 수학 영재를 위한 계산기의 수업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 사칙연산뿐만 아니

라 표, 그래프, 도형, 확률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TI-73 계산기를 활용한 초등 수학 영재 학생들의 수업

적용을 통해 계산기가 이들의 학습 과정에 어떤 역할

을 하며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Texas Instruments TI-73 계산기 활용

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하여 포항시에 소재하는 ○○

초등학교 5학년 수학 영재 학급 학생 20명(남 7명, 여

13명)을 대상으로 연구자의 지도 아래 수업을 진행하

였다. 영재 학급은 ○○초등학교 내에 설치된 것으로

이 학교 근처에 포항공대와 사립초등학교가 있어 학부

모의 교육열이 높으며 사교육을 통한 최소 두 단원부

터 1년 앞선 선행학습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선발 자

체가 학교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대학 부설 영재

원과 교육지원청 영재원 학생들보다 수학 성취도가 낮

은 편이다. 학생들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만들어진 영

재 자료를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수학과 전 영역

이 포함되도록 영재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였으며 107차

시의 영재 프로그램에 대해 매주 수요일 방과 후에 4

시간씩 수업을 한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 속에는 계산

기 관련 프로그램은 없어서 이 학생들은 TI-73 계산기

를 처음 접하였으며 이전에 계산기를 활용한 수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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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적이 없었다.

2. 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수업 절차

TI-73 계산기를 활용한 수학 영재교육을 위하여 이

와 관련된 국내 외 문헌을 통하여 수학교육 전문가와

협의 하에 연구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선정하여 연구

주제에 맞게 연구자가 과제를 개발하였다. 특히 프로

그램은 Texas Instruments 회사에서 개발한 활동지

(Discovering Mathematics with the TI-73: Activities

for Grades 5 and 6)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1차시는

좌표의 개념 알기, 좌표 읽기, 계산기를 이용하여 점의

좌표 표시하여 그래프로 도형을 그린 후 x값과 y값의

변화에 따라 그래프의 도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탐구

하는 과제를 구성하였다. 2차시는 백분율의 개념 형성

을 위해 색깔이 다른 M&M's 초콜릿을 이용하여 색깔

별로 초콜릿 개수를 예상하고, 직접 세어본 후 각 색

깔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백분율을 구하고 원그래프

를 그리는 과제를 구성하였다. 마지막 3차시는 소인수

분해를 알고 주어진 자연수를 계산기를 활용하여 소인

수분해하며 수의 성질을 탐구하는 과제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과제는 연구자가 직접 3주에 걸쳐 80분

씩 3차례 수업을 진행하였다. 본 수업에서는 20명의

학생을 2인 1조로 하여 10개 조로 편성한 후 각 조에

한 대씩 계산기를 제공하였다.

3.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

본 연구는 학생들이 TI-73 계산기를 활용한 활동을

관찰한 자료,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면담 자료, 활동

수행의 결과물인 학생 활동지와 계산기에 저장된 자료

등을 수집하였다. 두 대의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하여

TI-73 계산기를 활용한 모든 수업 과정을 주 비디오카

메라를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녹화하였고, 또 다른 비

디오카메라를 이용하여 짝 또는 모둠의 상호작용 과정

을 녹화하였다. 탐구 과정과 활동지 기록 등을 관찰하

면서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내용과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심층 이해를 알아보고자 할 때는 개별적인 면담

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녹화자료 및 녹음 자료

그리고 인터뷰 자료는 모두 녹취록으로 작성하였고 이

를 토대로 코딩 작업을 하였다. 코드의 결합과 분해를

반복함으로써 이들 초등 수학 영재 학생들의 계산기

사용에 대한 주제를 도출하였다. 코딩된 자료를 범주

화시켜 분류한 결과 의사소통을 매개하는 계산기, 지

필환경의 범위를 넘어선 과제 해결을 위한 계산기, 계

산기 활용에 대한 남녀의 성차 존재, 학습에 영향을

주는 계산기의 제한점이라는 네 가지 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Ⅳ. 연구 결과

TI-73 계산기를 활용하여 초등 5학년 수학 영재 학

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업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의사소통을 매개하는 계산기, 지필환경의 범위를 넘어

선 과제 해결을 위한 계산기, 계산기 활용에 대한 남

녀의 성차 존재, 학습에 영향을 주는 계산기의 제한점

이라는 네 가지 주제를 도출하였고, 이 주제를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의사소통을 매개하는 계산기

계산기를 활용한 수업에서 계산기는 학생 사이에

매개물로 존재하면서 의사소통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

였다. 계산기는 교수 학습과정에 매개하면서 계산기

키에 대한 의사소통, 개념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 오류

지적에 대한 의사소통, 답을 확인하기 위한 의사소통

유형과 같은 네 종류의 의사소통 유형이 나타났다.

가. 계산기 키에 대한 의사소통 유형

수업의 초반에는 다음 에피소드와 같이 계산기의

키에 관한 의사소통이 학생들 사이에서 주로 일어났다.

학생 A : 아, 어떻게 하더라? 분수... 분수로 바꾸는

거구나.

학생 B : 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거? 소수 입력하고

이거( F↔D ) 누르면 되잖아.

학생 A : 아... 맞네. (수업관찰녹취, 6/26)

이 수업에서는 입력한 분수를 소수로 바꾸기 위해

F↔D와 같이 기호로 된 명령어를 알아야 학습의 진행

이 가능하다. 그러나 계산기의 키에 대한 설명이 주가

되는 수업의 초반에는 교사의 설명 속도에 따라 오지

못하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명령어를 제대로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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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나. 개념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 유형

수업 중반으로 갈수록 학생들의 이야기는 계산기

키 조작에서 수학 내용으로 옮겨갔다.

학생 A : 7, 7, 7

학생 B : 7... ?

학생 A : (계산기 화면을 보면서) 7도 소수가 맞긴

맞네. 나 왜 이렇게 적었냐? (수업관찰녹

취, 7/3)

[그림 1] 의사소통을 매개하는 계산기

[Fig. 1] Calculator of mediated

communication

위 에피소드에서처럼 343을 소인수분해하면서 7, 7,

7이 나왔을 때 학생 B는 7이 소수인지에 대해 분명한

개념이 없던 학생은 계산기의 화면을 보면서 ‘7도 소

수가 맞긴 맞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 때 그림처

럼 두 학생은 계산기를 사이에 두고 계산기 화면 속에

나타난 정보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 오류지적에 대한 의사소통 유형

수업 중반으로 흐르면서 배워야 할 수학 내용과 계

산기에 나타난 화면을 비교하면서 잘못을 공동으로 찾

아가는 의사소통이 나타났다. 다음 에피소드는 좌표를

계산기에 입력하는 동안 세로에 x값으로 잘못 입력한

것에 대해 오류를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다.

학생 A : 내 차례다.

학생 B : 마지막. 자, 네가 해. 내가 불러줄게.

[먼저 계산기를 사용했던 친구가 불러주고, y를 누

르는 친구는 불러주는 숫자를 듣고 계산기에 입력

한다.]

학생 A : (학생 B가 불러 준 값과 자신이 활동지에

적은 값이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하고) 아,

내가 잘못 적었다.

학생 B : Q지?

학생 A : 아니 S.

학생 B : S 13이네. 잠시만.

학생 A : 내가 볼게. 내가 볼게.

학생 B : (계산기의 표에서 좌표값 중 x값이 잘못

기록되어 하나 더 많은 상황에 대해) 요

기가 더 많아.

학생 A : (x값을 가리키며) 여기서 자 봐봐. 나 세

로인데.

학생 B : 맞네.

학생 A : 이렇게 봤지? (수업관찰녹취, 6/19)

학생 A와 학생 B는 좌표값을 계산기에 입력하는

동안 한 명은 값을 불러주고, 한 명은 값을 입력하는

역할을 가졌다. 그런데 계산기에 잘못 입력을 하는 바

람에 좌표를 나타내는 (x, y)의 쌍에서 x와 y의 개수

가 같아야 하는 상황에서 x값이 하나 더 많게 되었고,

x값은 가로축의 값임에도 불구하고 학생 A는 y값을

하나 더 계산기에 입력함으로써 오류가 발생하였다.

두 학생은 계산기와 활동지를 비교해가면서 오류를 해

결하기 위한 의사소통을 하였고, 결국 잘못된 부분을

찾아 수정하였다. 계산기의 매개로 인해 공동으로 오

류 발생을 깨닫게 됨으로써 의사소통이 발생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라. 답을 확인하기 위한 의사소통 유형

소인수분해를 배우는 동안에는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 다음 에피소드와 같이 계산기를 활용하여 답을

확인하는 의사소통이 일어났다.

교 사 : 2의 5제곱하고 5의 2제곱하고 소수가 같을

까 다를까? 같으면 같다, 다르면 다르다

이유를 적고 모둠 친구들끼리 한 번 이야

기를 합니다.

학생 A : 2의 5제곱은...

학생 B : 같다.

학생 A : 뭔 소리야. 다르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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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산기 화면에 나타난 그림을 더 크거나 더

좁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학생 B : ...

학생 A : (계산기를 두드리며) 그러니까 2, 2, 4.. 4,

2, 8... 8, 2, 16

학생 B : 어 다르네? 야 다르다. (수업관찰녹취,

7/3)

위 에피소드에서 학생 B는 2의 5제곱과 5의 2제곱

에 대해 교사의 발언과 동시에 “같다.”라고 외치는 학

생으로, 이 학생은 구성하고 있는 숫자가 같기 때문에

두 값이 같은 것으로 인식한 듯했다. 그러나 학생 A는

두 값이 다르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계산기를 사

용하여 그 값(2×2×2×2×2을 입력하여 얻은 값과 5×5를

입력하여 얻은 값)을 보고 “어 다르네.”하며 학생 B가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계산기는 답을 체크해주는 역

할을 하면서 학생이 또래 교사의 역할로 바뀌기도 하

고, 계산기를 조작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의사소통

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소집단 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의 그래핑 계산기 활용에 관한 유형을 분석한

Doerr & Zangor(2000)의 연구에서도 계산기는 추측한

것을 확인하고, 다양한 기호적 형식을 확인하기 위해

체크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Rivera

& Becker(2004)의 주장처럼 계산기는 수학의 새로운

실재를 보여주는 기능이 있어서 학생들이 학습과정에

서 스스로 협상하고 의사소통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례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2. 지필환경의 범위를 넘어선 과제 해결을 위한

계산기

계산기의 역동성과 시각화는 지필환경에서는 할 수

없거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제한된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관찰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먼저 1차시 활동에

서 좌표 값을 넣은 후 그래프로 나타내었을 때 지필환

경에서는 점을 찍은 후 선으로 연결해야 하는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지만 계산기는 입력한 좌표 값을 바탕으

로 그래프를 그리는 명령어로 즉시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음 에피소드는 좌표 값을 입력한 후

GRAPH 키를 누른 후 나타난 계산기 화면의 나무 그

림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다.

교 사 : (LIST에서 좌표값 입력을 마친 후) 이렇

게 고쳤으면 그래프 눌러보세요.

학생 A : (계산기 화면의 나무 그림을 보면서) 우

와, 대박.

학생 B : (계산기 화면의 나무 그림을 보면서) 나왔

는데... (수업관찰녹취, 6/19)

분명 표에 좌표 값만 입력한 상황이었는데 GRAPH

키를 눌렀을 때는 다른 윈도우에 앞서 했던 활동이 연

계되어 새로운 표상(표→그래프)으로 바뀌어 나타난

것이다. 더불어 처음 입력했던 좌표 값을 이용해서 x

값 또는 y값을 변경하거나 또는 동시에 두 가지를 변

경함으로써 그래프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게 해 주었

다. 이와 같은 계산기의 역동성과 시각화는 지필환경

에서는 불가능한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교사 : 이번엔 옆으로 넓혀보자. 그럼 뭐가 바뀌게?

학생 : x

교사 : 이 너비를 두 배 넓힐 거야. 무슨 값일까?

학생 : x

교사 : 그래. x를 두 배로 넓혀 볼 거야.

학생 : (계산기로 조작을 하여 x값이 2배 되도록 바

꾼 후) 됐어요. 다했어요. (수업관찰녹취,

6/19)

[그림 2] x값의 변화를 나타내는 화면

[Fig. 2] Screen of presenting the change

x value

지필환경에서 그래프에 주어진 그림의 x값이 두 배

가 되도록 나타내기 위해서는 좌표 값을 찾아 적고,

그 중 x값을 두 배하여 다시 적은 후 그래프에 일일이

점의 좌표를 표시한 후 자로 연결하여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계산기 환경에서는 다음 학생 활동

지에 적힌 것처럼 명령어의 조작으로 가능할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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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를 누른 다음 L1이나 L2에 커서를 두고

2nd를 누르고 LIST를 누른다. L1이나 L2에

커서를 두고 ENTER을 누른 다음 ×2나 ÷2

를 적은 다음 ENTER하고 GRAPH를 누른

다. (학생활동지, 6/19)

위 학생 활동지와 같이 지필환경에서는 많은 절차

가 필요했던 부분들이 x값들을 나타내는 L1, y값들을

나타내는 L2를 이용하여 계산기의 LIST(좌표 값 나타

내기), 2ND+LIST(x값 또는 y값 선택), GRAPH(그래

프로 나타내기) 명령어와 절차를 이용하여 좌표 값을

나타낼 수 있었다. 새 자료가 주어지면 다시 작업을

해야 하는 지필환경에 비해 계산기는 이미 입력한 자

료를 바탕으로 다른 표상으로 이동을 하거나 확장된

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절차가 있어서 지필환경의 범위

를 넘어선 활동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차시 활동에서도 계산기의 역동성과 시각화는 분

수, 소수, 백분율 사이의 관계를 알고, 그 관계를 원그

래프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M&M’s 초콜릿을 이

용하여 각 색깔별로 수를 예상하고, 실제 수를 센 후

초콜릿의 각 색깔이 차지하는 비율(예를 들어, 48/177

과 같은 수)을 계산기의 F↔D 키를 이용하여 소수

로 나타내고 구한 값을 LIST에 입력한 후 GRAPH키

를 누르면 원 그래프가 나타나고 각 색깔이 차지하는

퍼센트가 적히게 되었다. 다음 에피소드는 비율(분수),

퍼센트, 백분율 사이의 관계를 학생들에게 묻고 답하

는 장면이다.

교 사 : 나 오늘 컴퓨터에서 다운로드를 80% 받았

어. 이건 무슨 말일까?

학생들 : 전체 비율의 10개로 나눈 것 중의 8개.

[교사는 칠판에 직사각형을 하나 그린다.]

교 사 : 이것을 전체로 했어. 나는 오늘 다운로드

를 80퍼센트밖에 못 받았다를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알겠는 사람?

저 뒤의 남학생 나와 볼까?

[ 와 같이 칠판에 직사각형을 하

나 그린 후 이를 다섯 개로 나눈 것 중의 넷을 색

칠하여 나타낸다.]

학 생 : 이거 전체를 100인데요 하나가 20이니까

20×4하면 80이거든요.

교 사 : 이걸 분수로 나타내면 얼마죠?

학 생 : 4/5

교 사 : 이걸 100으로 바꾸면 뭐가...

학생들 : 분모가 100

교 사 : 그럼 분자는?

학생들 : 80

교 사 : 그렇지. (수업관찰녹취, 6/26)

학생들이 비율(분수), 소수, 각 색깔에 해당하는 값

을 퍼센트로 나타낸 원그래프, 각 색깔에 해당하는 값

을 소수로 나타낸 원그래프를 계산기 윈도우를 옮겨가

면서 관찰하였다. 특히 원그래프에 나타난 두 값인 소

수와 퍼센트 사이의 비교를 통해 소수와 퍼센트 사이

의 관계를 알 수 있었다. 따라서 80%에 해당하는 그림

을 그려보라는 과제를 제시하였을 때 현재 6학년 1학

기 수학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원그래프를 100개 중

의 80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위 에피소드처럼 4/5

라는 비율과 전체를 5로 나눈 것 중의 4만큼 색칠된

원그래프로 나타내며 백분율, 비율, 원그래프 사이의

관계에 대해 연결을 하였다.

소인수분해 역시 큰 수에 대해서 지필환경에서는

계산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지만 계

산기를 통해 다양한 사례를 많이 접하게 되면서 소수,

합성수, 소인수분해의 개념을 익힐 수 있었다.

교 사 : (계산기 화면의 Fac에 대한 질문을 하면

서) 여기 이상한 글자 하나 나왔었죠.

Fac라는 Fac=2, Fac=2, Fac=2, Fac=2,

Fac=3에서 이게(Fac) 뭘까요?

학 생 : (작은 소리로) 소수

교 사 : 뭘까?

학생들 : (웅성거림)

교 사 : 잠깐 한 명씩 말해볼까?

학 생 : (웅성거림) 분수에서 소수로 나눠질 수 있

는 제일 작은 소수...

교 사 : 가장 작은 수? 그러면 얘들아 왜 4는 4는

안 나왔을까?

학생들 : 소수가 아니니까요.

교 사 : 그럼 Fac는 뭘까?

학생들 : 소수. (수업관찰녹취,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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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소인수분해 과정을 나타낸 화면

[Fig. 3] Screen of the prime factor

decomposition

소인수분해 과정이 계산기 화면에 ‘Fac=’값으로 나

타나고 있으며, 아무리 긴 절차라고 하더라도 방향키

를 이용하여 결과를 확인하며 소수를 찾아 기록할 수

있었다. 계산기가 소인수분해의 결과만 보여주거나 소

인수분해 과정이 아무런 조작 없이 엔터 한번으로 모

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결과가 나타나므

로 큰 수의 소인수분해 과정에 대해 학생들이 계산기

의 절차와 사고의 절차를 따라 갈 수 있었으며, 이러

한 과정을 통해 계산하는 시간이 아닌 계산기의 화면

에 나타난 기호, 수에 대한 의미에 더 초점을 두어 생

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에피소드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계산

기 활용은 비록 계산이나 대수적 절차가 약한 학생일

지라도 심화된 수학적 영역을 탐구할 수 있는 접근 방

법을 제공하여 수학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Lagrange, 2005).

따라서 과학실에서 실험도구를 이용하여 과학 지식을

확장하듯이 탐구 도구인 계산기를 활용한 수학 활동은

영재 학생들에게 수학적 이해를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3. 계산기 활용에 대한 남녀의 성차 존재

계산기를 활용한 수업에서 많이 들리는 소리 중의

하나가 ‘에러’라는 말이었다. TI-73 계산기 활용에서

학생들이 말하는 에러는 크게 두 가지 상황이었다. 첫

째, 다음 에피소드와 같이 명령어를 잘못 입력하였거

나 입력한 수나 기호가 명령어 형식이 맞지 않을 경우

올바른 진행을 유도하기 위해 계산기 자체에서 ‘ERR:

DATA TYPE’라는 명령어가 뜨는 경우이다.

학생 A : 에러!

학생 B : (계산기 화면 속에 ERR: DATA TYPE를

보면서) 에러, E 뭐뭐로 나와 있는데...

(수업관찰녹취, 6/19)

둘째, 계산기 화면에는 ‘ERR: DATA TYPE’라는

명령어가 뜨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키를 잘못 눌러 수

업과는 상관없는 윈도우로 들어간 후 빠져 나오지 못

하고 더 이상 진행이 되지 못하는 상황을 에러로 간주

하였다.

학생들이 위의 두 상황에 처했을 경우 빠져나오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려는 우회 작업을 하지도

않은 채 도움만 요청하였다. 인터뷰 결과 영문으로 기

록된 명령어와 생소한 절차에 대해 학생들은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에러’를 외치는

학생 수에 대한 3차시 비디오 분석 결과 남학생은 14

회, 여학생은 45회로 여학생이 많았다. 남학생은 활동

지에 적혀있는 절차를 따라 계산기의 키를 누르며 학

습의 진전을 보였으나 여학생의 경우 교사의 키에 대

한 설명에만 의존하고 있었고, 게다가 표의 데이터를

지워버려 다시 입력해야 하는 상황까지 있었다.

남학생 A : (계산기를 양 손에 쥐고서 키를 누르며)

게임기 같다.

남학생 B : 그러게. (수업관찰녹취, 6/19)

이 에피소드처럼 계산기를 처음 접했을 때 게임기

같다며 적극성을 보이는 남학생과 달리 여학생은 계산

기 키를 누르는 절차의 복잡함을 어렵다는 반응으로

나타났다. 닌텐도,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 게임 등 게

임에 더 노출이 된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공학을 다루

는데 있어서 더 친숙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에러 상

황에 여러 차례 노출된 여학생의 경우 활동의 참여가

소극적으로 변했으며 다음 에피소드처럼 여학생과 여

학생끼리 짝 활동하는 세 쌍은 남학생의 도움을 통해

과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교사 : 안 된 친구 손들어 봐라. 괜찮으니까

[여학생끼리 짝 활동하는 세 쌍이 손을 든다.]

교사 : (궤간 순시를 통해 다 한 남학생 두 명을 지

명하며) 일어서. 빨리 가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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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두 명이 가서 도움을 주었고, 한 팀은 교사

가 도움을 준다.] (수업관찰녹취, 6/19)

계산기와 같은 공학 활용에 있어서 성차에 관한 연

구는 서로 엇갈린 의견을 보인다. Liao는 성차에 따른

컴퓨터 활용의 태도 및 흥미 등에 대한 메타 분석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컴퓨터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

를 보인다고 했다. Passing & Levin은 남학생은 공학

활용에서 인터페이스의 속도에 관심을 두며 내비게이

션 버튼을 누르지만 여학생들은 내비게이션 버튼에 대

한 통제권 확보를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류지헌, 2008 재인용). 반면 Ruventh(1990)는 계산기

의 활용은 기호 사용에 있어서 모든 학생들에게 우수

한 성취를 나타냈으며 특히 여학생들의 향상이 두드러

졌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Hollar & Norwood(1999)

의 연구는 남녀 사이의 수행에 있어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고 밝힌다.

공학이 매개된 활동에서 성별에 따라 능력보다는

행동양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Jeong & Davidson -

Shiver(2006)는 컴퓨터 통신 과정에서 성별에 따라 의

사소통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발견하였으며,

Prinsen, Volman, & Terwel(2007)도 컴퓨터 매개 협

력학습 상황에서 성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남녀학생들

이 동등하게 수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수업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계산기 활용 3차 수업에

서는 계산기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던 여학생 위주로

남학생-여학생으로 짝 활동을 하도록 집단 구성을 조

직하였다.

여학생 A : (상대편 짝 활동하는 장면을 보면서)

OO(상대편 여학생)아, 짝 잘못 만났구나.

남학생 : 어우...

여학생 B : 왜? ERROR 났어? 왜 그렇게 많이 없

는데? 3, 3, 3은...

남학생 : 아, 안 적었구나. 아니야. 아니야. 분명히

했는데 이걸 안 적었어. 그러니까 이건

ERROR라고...

여학생 B : 다른 것 해볼까?

여학생 A : OO(여학생 B)아, 차라리 네가 하는 게

낫겠다. (수업관찰녹취, 7/3)

위 에피소드에서 계산기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던

여학생 A는 이미 짝과 함께 활동을 마친 상태에서 이

전에 짝이었던 여학생 B에게 도전을 해 볼 것을 조언

하였으며, 여학생 B 역시 에러 상황에 빠졌을 때 다른

것을 시도해보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며 수업 참여 의

지를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상을 정리해보면, 계산기 활용에 있어서 남녀의

성차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계산기를

처음 사용하거나 아직 매뉴얼에 익숙하지 않아 키 활

용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습 조직에 있어서 동

성보다는 이성끼리의 짝 활동이 유리해보이지만 2인 1

조로 계산기를 사용하는 경우 우선권을 남학생이 먼저

가지는 것으로 보아 동등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수업전략 및 계산기를 개인별로 소지하는 것이 필요하

리라 본다.

4. 학습에 영향을 주는 계산기의 제한점

단순한 인공물에 지나지 않던 기술 공학이 수학 학

습 과정에서 수학적으로 활용 의미가 부여된 도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

야 한다. Guin & Trouche(1999)는 도구에 대한 이해

과정에서 연장의 제약점을 내부적 제약(internal

constraints), 명령어상의 제약(command constraints),

그리고 구조적 제약(organization constraints)의 세 종

류로 구분하였다. 계산기와 같은 연장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질문은 내부적 제약,

“사용가능한 명령어는 무엇이 있는가?”는 명령어상의

제약, 그리고 구조적 제약은 “사용가능한 명령어는 어

떻게 배치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계산기 활용 3차

수업을 하는 동안 드러난 계산기가 가진 제약점은 내

부적 제약과 구조적 제약이었다.

가. 내부적 제약

소인수분해하는 과정에서는 같은 소수인 11을 넣을

때는 문제가 없이 해결이 되었지만 1001을 입력하였을

경우 더 이상 진행이 없이 ERROR가 발생하면서 계산

기의 내부적 제약이 발생하였다. 학생들은 1001이 큰

수여서 ERROR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1001보다

더 큰 수인 100000을 입력하였고, 이 때 계산기는 다

시 소인수분해 과정을 보여주면서 일관적이지 않는 결

과는 학생들에게 혼동을 주었다. 다음은 활동지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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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마친 후 임의로 1001을 계산기에 입력하여 소인

수분해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주고받은 내용이다.

학생 A : 1001은 SIMP하는데 ERROR 떴어.

학생 B : ERROR를 Clear해라.

학생 A : (큰 수를 입력하면서) 야 이거 봐.

학생 B : (계산기를 쳐다보면서) 어디까지 되나 끝

까지 쳐봐. ERROR 걸릴 것 같은데?

학생 A : ERROR 뜬다. ERROR 뜬다.

학생 B : 7777 나누기 7777

학생 A : 안 나눠지네. 소수! (잠시 후) 아닌데...

(수업관찰녹취, 7/3)

위 에피소드에서 보면 7777을 소인수분해하면 1, 7,

1111, 7777이 되어 합성수이지만 계산기에서는 나누어

지지 않는다. 이와 같이 내부적 제약은 계산기의 내부

메모리와 관련된 것으로 어떻게 계산기가 내부적으로

조작되는지, 수학적 개념에 대해 참인지 거짓인지와

같은 질문을 던지게 한다. 이러한 내부적 제약으로 인

해 학생들에게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혼동된 결과를 보

여 학생은 ‘소수’라고 판단하지만 잠시 후 계산기 결과

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내며 ‘아닌데...’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호기심이 많은 영재 학생의 경우에는 교사가

제시한 활동지를 완성한 후에는 활동지에 제시된 내용

을 벗어난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경향이 있었다. 계산

기가 주는 피드백에 대해 영재 학생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계산기에 나타난 결

과는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는 계산기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 제약을 이해하는 것이 계산기 화면에 제시된

정보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나. 구조적 제약

계산기의 LIST키를 이용하여 좌표 값을 입력할 경

우 학생들은 좌표 값이 (x, y)로 쌍을 이루기 때문에

x, y 순으로 입력을 한다. 그러나 계산기는 순서쌍의

순서 즉 x, y 순이 아니라 x 값을 입력 후 엔터를 치

는 순간 y값을 입력할 수 있도록 키가 오른쪽으로 옮

겨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다.

키의 구성이 설명한 바와 같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처음에는 x, y 순으로 입력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x값을 다 입력한 후 y값을 입력하는 형태

로 바뀌어 있었다. 키의 구성에 따라 학생들은 (x, y)

로 좌표 값을 넣으면 방향키를 이용하여 엔터키를 쳐

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개념에 앞선 절차의 단축화를

시도하게 된 것이다.

또 다른 구조적 제약의 예로는 계산기에서 분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입력키 b/c 를 누르면 나타난

다. b/c 키를 누르면 분자에 먼저 커서가 있어

서 분자를 먼저 입력한 후 분모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

분모부터 읽는 우리나라와는 입력 순서가 반대인 셈이

다. 반면, 초등학생용 계산기인 TI-15는 분자 입력을

위한 n 과 분모 입력을 위한 d 로 나

누어져 있어 분수 입력시 분모부터 입력하고, 분자를

입력할 수 있어서 구조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 이

처럼 계산기의 종류에 따라 각각 서로 다른 명령어에

대한 키의 구성이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명령어 구성

과 관련된 에피소드는 영재 학생에게는 큰 문제가 되

지 않았지만 일반 학생의 경우 좌표나 분수의 개념에

대해 학습을 할 때 읽는 순서와 계산기에 입력하는 순

서가 달라 혼동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5학년 수학 영재 학급 학생 20

명을 대상으로 TI-73 계산기를 활용하였을 때 계산기

가 영재 학생들의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아보고 이로부터 초등 수학 영재 학생을 위한 계산기

의 수업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본 연

구의 연구 결과로부터 초등 수학 영재 학급에서 계산

기 활용에 대한 결론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산기 활용은 학생 사이의 의사소통을 매개

하는 역할을 한다. 학습은 도구가 매개된 역사 문화적

맥락 속에서 성인이나 동료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난다(Hardman, 2008). 특히, 계산기와 같은

공학은 수학교실에서 문제와 문제 유형에 관한 지식,

해결 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관계를 강조하기 때문에

사회 수학적 규범을 변화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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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Mariotti, 2002). 그러나 개인용 도구로 개

발된 계산기가 학생들의 의사소통보다는 개별 활동을

유도하여 오히려 모둠 상호작용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

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Doerr & Zangor, 2000), 계산

기가 매개되어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

해서는 교사가 영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업을 설계

할 때 계산기를 가지고 개별 수업을 하더라도 모둠별

상호활동이 방해되지 않는 학습 조직, 교사의 발문 등

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수학 영재교육을 위한 계산기를 선택할 때는

문제해결 능력 향상이 가능한 기종을 골라야 한다. 계

산기는 지필환경만으로는 불가능한 풍부한 학습 환경

을 제공함으로써 원리탐구형 발견학습을 가능하게 하

여 학생들의 탐구 의욕을 자극할 수 있으며(강윤수, 이

보라, 2004), 효율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학습을 경험하

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학습에 동기를 부여한다

(Treffinger, 1975). 이를 위해 영재 학생을 위한 계산

기는 연산 기능에만 국한된 기종이 아니라 그래핑 기

능이 지원되는 기종을 선택하여야 수와 연산의 범위를

넘어선 다양한 내용 영역에서 문제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다(Ellington, 2003). 그러나 그래핑 계산기의 경우

초등용 계산기로 개발된 TI-15와는 달리 윈도우를 설

정해야 하거나 다른 윈도우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학생들이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고 에

러로 간주해버리며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윈도우 설

정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보고자 하는 것이 화면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학생들이 윈도우 설정과

같은 공학도구의 사용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공학이 매개된 활동에서 성별에 따른 능력의

차이는 연구자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성별에 따른 의

사소통 방식, 행동양식 등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은

일치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TI-73 계산기 활용에

있어서 남녀의 성차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계산기를 처음 사용하거나 아직 매뉴얼에 익숙하

지 않아 키 활용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습 조직

에 있어서 동성보다는 이성끼리의 짝 활동으로 수업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수업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계산기를 활용한 교수 학습 활동을 설계하고

자 할 때, 본 수업을 하기 전 계산기 명령에 대한 사

전 수업이 준비되어야 하고, 계산기가 갖는 잠재성과

제한점을 미리 알아야 한다. 아무리 우수한 영재 학생

이더라도 처음 계산기를 접한 신기함과 호기심만으로

지속적인 학습을 이끌어갈 수 없다. Surgenor(2007)은

계산기의 활용이 수학 시간에 문제해결 방법과 연산

능력을 가르치는 대신 계산기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치

며 매뉴얼 학습에 시간을 소요하게 되어 사고 활동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지는 것을 우려

하였다. 따라서 수업 전에 계산기의 명령에 대해 충분

히 익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수업이 계산기의 키

를 누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할 내용

이 주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영재 학생은 호기

심이 많은 영재성으로 인해 본 활동을 마친 후 확장하

여 활동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계산기로 큰 수에

대한 탐색을 하거나 새로운 수를 입력하려는 시도를

한다. 그러나 계산기 자체가 가지는 제약점은 잘못된

값을 보이거나 에러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교사는

도구 자체가 갖는 제약점을 미리 파악하여야 학생들이

계산기가 가진 제약으로 인한 잘못된 수학적 개념이

형성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TI-73 계산기 활용이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초등 수학 영재 학생들의

계산기 활용 수업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그

러나 연구자이면서 동시에 관찰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

행하였기에 연구자의 의도가 연구 과정에서 영향을 주

었을 것이라는 제한점이 있다. 또, 짧은 기간으로 이루

어진 본 연구로부터 도출된 주제는 장기간 연구로 이

루어졌을 때 새로운 범주의 주제가 나타날 수 있으므

로 새로운 양상을 관찰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

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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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Using TI-73 Calculator
for the 5th Grade Students in an Elementary Math Gifted Cla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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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lessons on coordinate, percentage, and factorization in prime factors were taken 
with TI-73 calculator for 20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the 5th grade math gifted class in 
Pohang city. Through these lessons, the researcher examined with cases how using the 
calculator would influenced the lessons for the gifted students, and attempted to obtain 
implications on using calculators as learning tools in class. Activity sheets were made for this 
study and a 80-minute lesson was held three times for three weeks. In order to collect data, 
the class was recorded on videotape, the students were interviewed, and documents used in the 
class were collected. Then all the data were transcribed. Data analysis was completed through 
several readings of transcripts and main themes were derived by classifying, comparing, and 
contrasting coding.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calculator played a role the tool as the mediation to 
communicate and the challenge their solvable tasks beyond the limitation of paper and pencil 
environments. But, in using the calculator, there was differences in gender between boys and 
girls. Above all, to enter commands into the calculator resulted in obstacles for learn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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