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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에서 과학으로의 전이학습프로그램의 효과 1)

성 창 근 (영천초등학교)

본 연구는 수학 교과에서 학습한 지식을 과학적 개념을

학습하는데 직접 적용해보는 전이학습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수학 교과에서 학습한 비율

개념이 과학 교과의 속력 개념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학생들 스스로 탐구해보는 전이학습프로그램을 개발・적
용하고, 그것이 학생들의 비율 개념 이해와 수학적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이 학습은 학생들의 비

율 개념 이해를 향상시키는데 통계적으로 또한 실제적으

로 효과가 있었다. 더욱이 ‘고정된 비’ 수준에 머물러 있던

35명의 학생 중, 17명의 학생이 ‘내면화된 비’ 수준으로 이

동하였다. 둘째, 학생들의 수학학습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

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전이 학습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비율개념이해 수준을 높이고 긍정적인 수학학습

태도를 형성하는데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다. 본 연구는 전

이에 성공할 수 있는 인지적 조건을 찾는데 주안점을 두

기보다는 전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학습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그것의 효과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

을 수 있다.

Ⅰ. 서 론

전이 또는 학습의 전이는 한 상황에서 습득한 지식

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학교에서 학습한 지식을 다른 교과 또는 일상생활에

전이하는 능력은 수학 학습의 중요한 목적이다. 따라

서 수학 학습에서 전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수학 학습이 학

생들의 전이 능력을 촉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대체

로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Doerr & English,

2003; Sriraman & Lesh, 2006).

수학교육에서 학습의 전이 연구는 일반적으로 바탕

영역에서 학습한 지식을 목표영역으로 어느 정도 전이

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고, 전이 능력을 향상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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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학습조건을 찾는 것이다.(예, 이종희․이진향․김

부미, 2003; Bassok & Olseth, 1995; Bassok, 1997;

English, 1997; Gick & Holyoak, 1983; Holyoak &

Koh, 1987; Reed, 1999).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

의 전이 능력은 대체로 낮은 편이며, 바탕 문제를 2개

이상 제시하고 그것들을 서로 비교하게 하는 조건, 바

탕 문제의 해결 원리를 그림이나 다이어그램으로 제시

하는 조건, 이 두 방법을 결합하는 등의 바탕문제 학

습 조건하에서 피험자들은 바탕문제에 관한 더 좋은

스키마를 형성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전이에 성공할 수

있었다.

최근 수학교육분야에서 수행된 전이에 대한 연구는

학습한 지식을 어디로 전이할 것인가에 주의를 기울이

고 있다. 기존 전이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학습맥락과

전이맥락이 모두 수학 교과에 한정된 교과-내

(within-discipline) 전이었다면, 최근에는 수학에서 물

리 또는 수학에서 과학으로의 전이 즉, 교과-간

(between-discipline) 전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예, 성창근, 2014; Lobato, 2006; Rebello et al,

2005). Barnett & Ceci(2002)는 교과-내 전이와 교과-

간 전이를 각각 근거리 전이와 원거리 전이라 명명하

였다. 수학에서 학습한 개념과 절차를 수학 교과를 벗

어나 타 교과 및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수학교육의 중요한 목표라는 사실을 주지할 때

원거리 전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고무적이며 중요하다.

수학에서 타 교과 특히 과학으로의 전이에 대한 연

구가 꾸준히 이루지고 있다. 특히, Bassok &

Holyoak(1989)의 연구는 많은 연구자들이 수학에서 타

교과 특히 과학으로의 전이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계기

가 되었다. 그들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

수(수열)에서 물리(등가속도)로 그리고 물리에서 대수

로의 전이를 조사하였는데, 많은 학생들은 대수에서

물리로의 전이에 성공하였으나 소수의 학생만이 물리

에서 대수로의 전이에 성공하였다. 최근 Rebello 등

(2005)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think-aloud 면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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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해 피험자들이 물리 맥락에서 미분과 삼각함수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평가하였다. 국내에서 성

창근(2014)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추거리에 따른

전이(수학-수학, 수학-과학, 수학-일상생활)를 조사하

였는데, 거리가 증가할수록 많은 학생들이 전이에 성

공하지 못하였다.

수학에서 과학으로의 원거리 전이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전이를 연구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지

만, 주 관심사는 여전히 전이능력을 측정한 후 전이에

성공한 학생들의 인지적 특징을 밝히는 것이었으며,

이는 결과로부터 원인을 추측하는 사후 해석적 연구라

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연구 경향이 지나치게

이론적이어서, 그로 인한 연구 결과가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전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수

학적 행동으로 직결되지 못하고 있다(Labato, 2006).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학에서 과학으로의 전이에 대한

연구는 여기까지이며, 이 지점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

다.

전이 연구는 연구자 입장에서 전이의 성공과 실패

를 가늠하는 요인을 찾는데 주력하였던 관행을 뛰어넘

어 학생의 입장에서 그리고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적이

고 구체적으로 전이를 경험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

공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연구 방

법에 있어서 실험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학습의 전이

에 대한 이론적 측면과 실제적인 측면을 모두 논의함

으로써 전이에 대한 연구 결과가 교사들의 교수학적

행동으로 직결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습의

전이를 측정하기 보다는 수학에서 학습한 지식이 과학

적 개념을 학습하는데 어떻게 관련이 있으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학생들 스스로 탐구해보는 학습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전이 학습’이라고 명명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년과 고학년에서 수학

과 과학은 독립된 교과로 분리되어 있지만 어떤 수학

개념은 여러 가지 과학적 개념을 학습하는데 기초가

된다. 비율 개념이 대표적인 예이다. 비율 개념은 초등

학교 5학년과 6학년 수학 교과에서 학습하며, 이는 과

학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여러 가지 과학 지도 내용 특

히 속력 개념을 학습하는데 핵심이 된다(교육과학기술

부, 2012). 본 연구에서는 수학에서 학습한 비율 개념

이 속력 개념과 어떻게 관련이 있으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학생스스로 탐구하는 학습 경험을 강조한

전이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이 프로그

램을 통해 학생들은 학습한 비율 개념을 보다 깊이 있

게 이해할 수 있으며, 수학적 개념이 수학 교과서 안

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타 교과 특히 과학적 개념을

이해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함

으로서 수학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과학 교과에서 속력을 학습할 때 수학 교과에서 학습

한 비율 개념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해보는 활동이 포함된 전이 학습 프로그램

을 개발・적용하고, 그것이 학생들의 비율 개념 이해

와 수학적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문헌분석

1. 원거리 전이

일반적으로 전이에 대한 연구는 “X는 A에서 B로

전이되는가?”의 질문을 탐구하였으며, X는 특정한 개

념 또는 원리이며, A와 B는 각각 학습맥락(바탕)과 전

이맥락(목표)이다. Barnett & Ceci(2002)는 어디에서

어디로 전이할 것인지에 대해 ‘유추 거리’의 관점에서

전이 연구를 분류하였다. 그들은 학습문제(바탕)과 전

이문제(목표)의 맥락을 여러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고,

각 차원을 거리에 따라 근거리에서부터 원거리까지로

분류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전이 분류 체계에 따르면

수학에서 과학으로의 지식의 전이는 원거리 전이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학습맥락과 전이맥락을 고정된 것으로 양분

하는 대신 거리라는 연속체로 간주함으로 전이의 지평

을 넓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특정한 수학

지식이 교과 내뿐만 아니라 교과 간, 더 나아가 일상

생활 상황으로 전이되는지를 조사할 수 있는 방법론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성창근, 2014).

2. 비율 개념 이해 수준

초등학교 중학년 학생들은 전체에 대한 부분의 크

기를 표현할 때 분수를 사용한다는 것을 이미 학습하

였다. 따라서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하는데 사용되는

비율은 분수와 관련이 있다. 수학적으로 비율과 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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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은 같은 맥락에서 발전하였다. 분수는 유리수의

한 표현 방법으로서, 유리수는 영어로 rational number

라고 하는데, 이때 ratio는 ‘비’를 의미하고, 여기서 파

생된 rate는 ‘비율’을 의미한다. (교육과학기술부, 2011)

비율은 비를 하나의 수치로 나타낼 때 쓰이는 개념

이다. 2:5라고 하면 2와 5 두 개의 수치를 사용하지만

0.4라고 하면 하나의 수치만 사용할 수 있다. 비율은

한자로 ‘견주어 헤아리다’ 또는 견주어 셈하다‘라는 뜻

의 比率의 음역이고, 영어로는 ’하나의 다른 하나에 대

한 관련성이 계산된 수의 값‘이라는 뜻인 rate라는 용

어를 사용한다.

2007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

비율 개념은 ‘5-2-7. 비와 비율’ 단원에서 처음으로 취

급한다. 이 단원에서는 비의 뜻을 알고, 두 수의 비를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내고 비교하는 양, 기준량, 비의

관계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기록한다. 또 비율을 나타

내는 분수, 소수, 백분율, 할푼리를 이해하고 그들의 관

계를 파악하며,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의 관계에서 비

율을 구하고, 실생활에 쓰이는 여러 가지 비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몇 몇 연구자들은 우리나라 수학 교과서에서 비와

비율을 도입하여 지도하는 방식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

하였다. 예를 들어 정은실(2003)은 비를 도입하는 상황

이 비의 본질인 승법적인 비교보다는 비의 외형적 표

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또한 비의 도입에 있어서

학생들로 하여금 덧셈적 사고에서 곱셈적 사고로의 이

행을 돕기 보다는 단순히 기계적인 알고리듬을 강조하

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정영옥(2005)은 우리나라의 비

와 비율 지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 개념을 성급하게

형식화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직관적 접근을 거처

점진적으로 수량화, 형식화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

리나라 교과서에서 비와 비율을 도입하고 지도하는 방

식은 비의 본질 보다는 외형적인 측면과 알고리듬을

강조함으로써 학생들은 비와 비율을 이해하는데 어려

움을 겪고 있다(박희옥․박만구, 2012).

Thomson(1994)은 비 개념의 이해는 3가지 수준을

거쳐 발달한다고 보았다. 즉, 곱셈적인 양의 비교로서

의 비, 내면화된 비, 내재화된 비. 이 중 두 번째 수준

인 내면화된 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면화된 비란

외적인 상황과 관련된 두 양의 값이 계속 변해도 불변

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내면화된 비의 수준은 Freudenthal(1983)이 강조했던

비의 본질과 일맥상통한다. 그에 따르면 비의 본질은

비의 구조에 대한 안목을 길러 비의 불변성을 인식하

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비와 비율 학습은 학생

들이 내면화된 비의 수준을 성취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Freudenthal(1983)은 또한 상황에 내재하는 두 양의

불변성을 인식할 수 있는 예로 등속 운동을 들었다.

등속 운동 상황에서 시간과 거리는 동시에 변하더라도

속력이라는 불변의 관계가 존재하므로, 학생들은 비의

불변성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정은실(2003)과 정영

옥(2005)이 지적하였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비와 비율

개념 지도는 비의 외형적인 의미만을 기계적으로 학습

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Freudenthal(19823)과

Thomson(1994)이 지적하였듯이 비와 비율 학습은 학

생들이 비의 불변성을 인식함으로써 비의 내면화 수준

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수준 상승을 조력

할 수 있는 학습이 고안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학습한 비율 개념을 과학 교과의 속력 개념을

학습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내면

화된 비 수준으로 이행을 돕고자 한다.

3. 비율과 속력

과학적 관점에서 물체의 속력과 속도는 구별된다.

물체가 운동을 할 때 단위시간에 통과한 경로의 길이

만 생각하고 방향을 생각하지 않을 때 속력(speed)이

라 하고, 속력의 크기와 방향을 함께 생각하는 양을

속도(velocity)라 한다. 속력은 이동한 거리와 걸린 시

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므로 초등

학생들의 속력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속력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므로, 초당 미

터 또는 시간당 킬로미터와 같이 단위 시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를 사용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수학적 관점에서 속력과 속도의 구별보다 속력이라

는 양이 생성되는 방식에 관심이 높다. 속력은 길이와

시간이라는 두 외연량의 나눗셈에 의해 새롭게 생성되

는 내포량이다. 속력은 내포량의 대표적인 예이며, 이

외에도 밀도, 농도 등도 이에 해당된다. 속력을 예로

들면, 두 양인 거리와 시간으로부터 그 몫으로서 새로

운 양인 속력을 얻을 때 속력은 거리가 시간에 ‘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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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학습 주제
수학 학습 요소

개념 절차

1 고무동력 수레 경주하기

2 운동의 의미와 표현 - 두 수의 비교 - 소수 읽기

3
일정한 거리를 이동한 물체의 빠르기는 어

떻게 나타낼까요?
- 비와 비율

- 거리 측정

- 동분모 분수의 크기 비교

4
일정한 시간에 이동한 물체의 빠르기는 어

떻게 비교할까요?
- 비와 비율

- 거리 단위 및 측정(km, m, cm)

- 동분모 분수의 크기 비교

5 물체의 빠르기를 속력으로 나타내어볼까요? - 비율(비의 값)
- 이분모 분수의 크기 비교

- 약분과 통분

6
단위가 다른 물체의 속력은 어떻게 비교할

까요?

- 분수, 소수의 크기 비교

- 분수의 곱셈

7
물체의 빠르기를 그래프로 나타내어 비교해

볼까요?
- 비율(비의 값) - 꺾은선 그래프 그리기 및 해석

[표 1] ‘물체의 속력’ 단원을 학습하는 데 필요한 수학 학습 요소

[Table 1] Mathematics learning component to learn ‘velocity’ in Science

어 헤아려진’ 비율인 것이다(장혜원, 2002). 결국 속력

은 비율의 특수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비율의 관

점에서 속력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비율과 속력은 교수학적, 수학적으로 관련성이 깊다.

이러한 관련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물체

의 속력을 학습하는데 어떤 수학적 개념과 기능이 필

요한지를 분석하였다([표 1] 참고).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분수와 소수’, ‘시간단위변환’, ‘길이단위변환’. ‘비

와 비율’, ‘동치분수’, ‘약분과 통분’, ‘비와 비례식’, ‘정

비례’, ‘1차 함수’, ‘기울기’ 등 다양한 수학 학습 요소가

필요하다.

물체의 속력을 학습하기 위한 수학 요소는 ‘비와

비율’, ‘수와 연산’, ‘측정’ 등 수학의 영역과 관련이 있

다. 따라서 물체의 속력 단원을 실제로 지도할 때 다

양한 수학적 요소 특히 비율 개념과의 관련성을 지속

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K광역시에 소재하는 S초등학교 5학년 2개 학급을

실험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이 학교는 전형적인 공립초

등학교로 사회·경제적 수준은 중・상 수준이며, 학부모
들의 수학 학습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비교적 높은 편

이다. 학생들은 2007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교

과서로 비와 비율 관련 내용을 학습하였으며, 과학도

마찬가지였다. 두 교과의 교육과정에 따르면 수학교과

의 비와 비율 단원의 학습이 과학 교과의 물체의 속력

단원의 학습보다 시기적으로 늦게 지도하게 되어있다.

연구 수행을 위해 비와 비율을 먼저 학습한 후, 물체

의 속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 시기를 조정하였다.

2. 연구의 설계

단일 집단 사전-사후 설계를 적용하였다. 실험 처치

전·후에 사용되는 비율개념이해검사와 수학학습태도검

사는 동형이다. 구체적인 설계모형은 [표 2]와 같다.

집단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실험집단
비율개념이해

수학학습태도
전이학습

비율개념이해

수학학습태도

[표 2] 실험 설계

[Table 2] Experimental design

3. 검사도구

가. 비율개념이해검사

Thomson(1994)에 따르면 비율 개념은 ‘비’ 수준,

‘내면화된 비’ 수준, ‘내재화된 비’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발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중 ‘내재화된 비’는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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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개념 이해 수준 비율개념이해 검사 내용

1수준 사실적비

주어진 비를 바르게 읽기

상황 속에서 기준량과 비교하

는 양 구별하기

2수준 고정된비
고정된 두 양에서 곱셈적 관

계 인식하기

3수준 내면화된비
공변하는 두 양에서 불변의

곱셈적 관계 인식

[표 3] 비율개념이해 평가 내용

[Table 3] Test component on rates concept understanding

관계를 형식화, 기호화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수

준이므로 본 연구 대상인 5학년 학생들에게 적합하지

않아 검사지 구성에서 배제하였다. ‘고정된 비’ 수준은

고정된 두 양 사이의 곱셈적 관계를 인식하는 것을,

‘내면화된 비’ 수준은 변화하는 두 양에서 불변의 곱셈

적 관계를 인식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학생들의 비율개념이해 수준을 보다 세분화하기 위

해 ‘고정된 비’ 수준 이전에 비의 외형적 표현에 대한

이해 수준을 추가하였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과서의

비 개념 지도는 주로 비의 기호를 읽고, 쓰고, 문장으

로 번역하는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

고 이와 같은 수준을 ‘사실적 비’ 수준으로 명명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비율개념이해검사는 ’사실적 비‘

수준, ‘고정된 비’ 수준, ‘내면화된 비’ 수준으로 구분

하고, 각 수준에 부합하는 검사 문항을 개발하였다([표

3] 참고).

나. 수학학습태도검사

수학 학습 태도 검사는 1992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작하여 보급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원래 자신감, 융통성, 의지력, 호기심, 반성, 가치의 6가

지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나. 자신감과 의지력 요인은

실험처치와의 인과성이 미약할 것으로 판단되어 배재

하였다. 최종적으로 4개 영역 총 16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채점방법은 전혀 아니다(1점), 대체로 아니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

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본 검사지에서 점수가 높을수

록 문항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

다. 본 검사지의 문항번호와 내용은 [표 4]와 같다.

하위 요인 문항 수 문항 번호 비고

융통성 4 1～4 긍정문항

호기심 4 5～8 긍정문항

반성 4 9～12 긍정문항

가치 4 13～16 긍정문항

전체 16

[표 4] 수학학습태도검사 내용

[Table 4] Summary on mathematical learning attitude

4. 연구 절차

가. 예비 연구

본 연구에 사용할 검사 도구의 검사 시간, 문항 수

및 난이도 등을 점검하기 위해 예비 검사를 실시하였

다. 예비 검사는 2014년 10월 26일 ～ 10월 27일에 본

연구의 실험집단과 유사한 H 초등학교 5학년 4개 반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모든 검사는 각 교실에서 담

임교사에 의해 일상적인 분위기에서 실시되었다.

나. 교사 훈련

본 연구의 실험 처치는 과학 교과 전담 K교사에 의

해 이루어졌다. 이는 실험자 효과의 위협을 방지함으

로써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였다. K 교사는

경력이 7년차에 접어들었으며, 과학 학습에 매우 관심

이 높은 편이다. K 교사는 과학 수업에서 많은 학생들

이 속력 개념을 이해하는데 어려워한다는 점을 경험적

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본 연구가 학생들이 겪는 어

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본 연구

를 수행하기 위한 교사 훈련은 총 5회에 걸쳐 이루어

졌다. 교사 훈련은 비율 개념과 속력 개념 사이의 관

련성, 수업 모형 개발과 진행 방법, 연구 일정 협의, 각

차시별 교사역할, 학습지 및 준비를 활용 등의 내용으

로 실시하였다. 교사훈련에 소요된 시간은 매회 30-40

분 정도였다.

다. 사전 검사

사전 검사는 비율개념이해검사와 수학학습태도검사

로 이루어졌다. 검사 실시 전에 실험 반의 담임교사에

게 미리 검사 일정과 유의 사항에 대해 안내하였다.

각 검사는 최대한 일상적인 분위기에서 실시될 수 있

도록 하였다. 개념이해검사는 실험 처치가 실시되기

전인 2014 년 9월 16일(화) 오전에 실시되었으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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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치 일 정 내 용

11월 5일 일정한 거리를 이동한 물체의 빠르기 비교

11월 7일 일정한 시간에 이동한 물체의 빠르기 비교

11월 11일 물체의 빠르기를 속력으로 나타내어 비교하기

11월 14일 단위가 다른 물체의 속력 비교

11월 19일 물체의 빠르기를 그래프로 나타내어 비교

[표 5] 실험처치 일정 및 내용

[Table 5] Experiment treatment schedule and contents

시간은 30분이었다. 또한 과학적 태도 검사는 2014년

9월 17일(수) 오전에 실시하였으며 검사 시간은 20분

이었다.

라. 실험 처치 내용 및 일정

실험처치는 실험 집단으로 선정된 5학년 2개 반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각 교실 기본 시간표와 수학 시

간 및 과학 시간을 활용하여 실험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학교과의 ‘비와 비율’에 대한 학습은 학기말(7단원)

에 위치해 있어 시기적으로 과학교과의 ‘물체의 속력’

이후에 학습하게 된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수업 시기

를 조정하였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과학 수업에서

물체의 속력을 학습하는데 있어 기존에 학습한 여러

가지 수학적 요소 특히 비와 비율 개념과 필요한 기능

을 적용하는 전이 수업을 전개해야하므로, 수학 교과

의 ‘비와 비율’ 학습의 시기를 ‘물체의 속력’ 단원을 학

습하기 전으로 조정하였다.

단일 집단 사전-사후 설계의 잠재적 위협 요소 중

한 가지는 ‘역사와 성숙(history and maturation)’이다.

연구 기간이 길수록 이러한 위협 요소가 개입될 여지

가 생기며, 결과적으로 연구의 타당도에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연구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

구 기간을 짧게 할 필요가 있다(Gay, 1996). 본 연구는

역사와 성숙의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검사, 처

치, 사후검사 기간을 1개월로 한정하였다.

실험집단에 처치한 전이학습은 약 1개월의 연구기

간 동안 1주에 2차시 정도 분량으로 총 5차시의 학습

을 실시하였다([표 5] 참고). 실험 처치의 초점은 수학

시간에 학습한 ‘비와 비율’ 개념을 과학적 개념인 속력

을 학습하는데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모둠별 활동과 토의· 토론 시간을 통

해 탐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마. 사후 검사

사후 검사는 처치가 끝난 직후에 실시되었다. 특히

비율개념이해검사와 수학학습태도검사 모두 사전, 사

후 동형이고 연구 기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검사

및 검사 도구(testing and instrument)’의 위협요소가

잠재하고 있다(Gay, 1996). 따라서 연구의 타당성을 확

보하기 위해 사후 검사에서 사전 검사의 영향을 최소

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특히 비율개념이해검사

는 사전, 사후 동형 검사지로서 갖추어야할 조건은 유

지한 채, 문항의 순서, 사전 검사에 사용된 상황, 등장

인물을 바꾸어 제시하였다. 수학학습태도검사 역시 문

항의 순서를 달리하여 제시하였다. 비율개념이해검사

는 2014년 10월 27일(월) 오전에 실시되었으며 검사

시간은 30분이었다. 수학적 태도 검사는 2014년 10월

28일(화) 오전에 실시되었으며 검사시간은 20분이었다.

5. 자료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수학 교과에서 학습한 비율 개념

을 과학 교과의 속력개념을 학습하는데 직접적이고 구

체적으로 적용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학습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실험수업을 전개하여 그것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비율개념이해와 수학학습

태도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시한 후, 두 검사의

사전, 사후 평균 점수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

다. 이를 위해 SPSS 14.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해 t

검증 하였으며 유의수준은 로 설정하였다.

Ⅳ. 전이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1. 전이 학습 프로그램 모형 개발

수학에서 과학으로의 전이 학습을 전개하기 도입,

전개, 정리의 단계에 맞추어 수업 모형을 개발하였다

([표 6] 참고). 각 단계의 특징과 세부사항은 본 연구

에서 개발한 전이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준거이다.

도입 단계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자극하는 과학적 상황을 제시하고, 학생들은 상황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수학적 개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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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학습 활동

교사 학생

과학적

상황
문제 파악 과학적 상황 이해 및 학습 문제 파악

문제해

결방법

탐색

과학적

탐구활동

주어진 상황을 개별, 소집단으로 탐색

개별 활동 결과를 소집단에서 토의

과학적

문제 해결

주어진 상황에 알맞은 과학적 결론 도출

전체 논의를 통해 과학 문제 해결

수학-

과학의

관련성

탐색

수학·과학

의 관련성

탐색

과학적 상황에 포함된 수학적 요소 탐색

적용

및

반성

수학·과학

의 관련성

문제해결

비율 개념으로 과학적 문제 상황 해결

수학-과학 관련성 반성

[표 6] 전이학습프로그램 모형

[Table 6] Transfer learning program model

교수․학습 활동

◎ 학습 동기 유발 및 문제 인식

• 여러 명의 학생들이 50m 달리기를 할 때, 빠르기를 비교하는

방법 찾기

• 만약 한 명씩 50m 달리기를 한다면, 빠르기를 비교하는 방법

찾기

◎ 과학적 상황(공부할 문제) 제시 및 확인

- 미미는 30m를 달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5초, 하하는 6초일 때,

누가 더 빠릅니까?

◎ 문제 해결 방법 찾기

• 모둠별로 50m 달리기 기록지(실 관 47쪽)’를 보고, 누가 더

빠른지 알아보기

• 모둠에서 가장 빠른 사람을 찾고 이유 설명하기

- 일정한 거리를 이동하는데 시간이 짧게 걸린 사람이 가장 빠

르다.

- 육상 100m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결승선을 통과한 사람이 빠

르기가 가장 빠르다.

◎ 비율과의 관련성 탐구

• 미미는 30m를 5초, 하하는 6초에 달릴 때, 누가 더 빠른지 알

아보기.

- 미미가 더 빠르다. 왜냐하면 시간이 짧게 걸렸기 때문이다.

• 두 사람의 빠르기를 비로 나타내고 비율(비의 값) 구하기

• 비율(비의 값)을 통해 빠르기 비교하기

(1) 미미, 이동한 거리: 시간 = 30/5=6

(2) 하하, 이동한 거리 : 시간 = 30/6=6

◎ 각 모둠원의 빠르기를 비율을 사용해 비교해 보기

• 모둠별 활동 결과 발표하기

◎ 일정한 거리를 이동한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할 때 비율이 적

용될 수 있는 예 찾기

• 마라톤, 수영, 등

◎ 알게된 점 발표하기

는 아이디어가 풍부하게 담겨있는 과학적 상황들을 학

생들에게 제시함으로써 흥미를 가질 수 있으며 암묵적

으로 수학 개념의 적용 가능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전개의 첫 번째 단계는 과학적 접근에 의해 문제해

결 방법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학생들은

개별 또는 소집단별로 주어진 상황에 적절한 과학적

결론에 도달하고 전체 논의를 통해 그것을 공유하게

된다. 전개의 두 번째 단계는 수업 모형의 핵심적인

단계로 전 단계에서 도출한 과학적 결과를 수학적 요

소와 관련짓는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학생들은

과학적 상황에 포함된 수학적 요소 탐색하고, 수학적

요소를 사용하여 과학적 문제 상황 해결하게 된다.

정리단계에서는 수학적 요소가 포함된 과학적 상황

을 추가로 제시하고 해결함으로써 과학과 수학의 연결

을 심화하고, 수업을 통해 알게 된 점을 발표하는 활

동으로 이루어진다.

2. 실험 처치

전이 학습 모형에 기초해 ‘5-2. 물체의 속력’ 단원을

지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수업안)을 개발하였다. 전체

10차시 중 속력 개념을 이해하는데 ‘비율’개념이 직접

적으로 적용되는 3/10～7/10, 5차시 분량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가. 1차시

1) 학습 주제: 일정한 거리를 이동한 물체의 빠르기

비교

2) 수학⋅과학의 관련성

학생들은 50m를 달리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한 후

‘일정한 거리를 이동하는데 시간이 짧게 걸릴수록 빠

르기가 빠르다’라고 정성적인 결론을 내린다. 이러한

과학적 탐구 결과를 수량화하는데 필요한 수학적 요소

는 비와 비율이다. 모둠원의 빠르기를 시간을 기준량

으로 하고, 거리를 비교하는 양으로 하여 나타낸 후

비율을 직접 구해 빠르기를 비교하게 된다.

3) 교수 학습 과정

나. 2차시

1) 학습 주제: 일정한 시간에 이동한 물체의 빠르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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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활동

◎ 학습 동기 유발 및 문제 인식
• 지금까지 배운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하는 방법 발표
◎ 과학적 상황(공부할 문제) 제시 및 확인
A회사의 자동차는 2시간에 200km를, B회사의 자동차는 3
시간에 270km 갈 때, 더 빠른 자동차는 어느 것입니까?

◎ 문제 해결 방법 찾기

• 모둠별로 간이 육상 경기 종목 3가지를 정하고, 걸린 시

간을 척정해 봅시다(실 관 49쪽)

• 모둠에서 가장 빠른 종목을 찾고, 이유 설명하기

◎ 비율과의 관련성 탐구

• A회사의 자동차는 2시간에 200km를, B회사의 자동차는

3시간에 270km 갈 수 있다. 더 빠른 자동차는 어느 것입니

까?

- A회사의 자동차가 더 빠르다. 왜냐하면 A회사의 자동차

는 1시간에 100km를, B회사의 자동차는 1시간에 90km를

달렸기 때문이다.

• 시간을 기준량, 거리를 비교하는 양으로 하여 두 자동차

의 빠르기를 비로 나타내고 비율(비의값) 구하기

A회사의 자동차, 이동한 거리:시간=200km:2시간,

속력(비율)=시간  시간
B회사의 자동차, 이동한 거리:시간=270km:3시간,

속력(비율)=시간  시간
• 비율(비의 값)을 통해 빠르기 비교하기

• 단위 사용 방법과 읽기 쓰기 지도

◎ 각 모둠원에서 간이육상종목 중 가장 빠른 종목을 속력

(비율)을 적용해 구하기

• 모둠별 활동 결과 발표하기

◎ 속력과 비율의 관련성 심화

• 수학교과서 108쪽, 109쪽 살펴보며, 속력과 비율 개념

간의 관련성 심화하기

◎ 알게 된 점 발표하기

교수․학습 활동

◎ 학습 동기 유발 및 문제 인식

• 일정한 거리를 이동한 물체의 빠르기를 어떻게 비교했는지 발표

◎ 과학적 상황(공부할 문제) 제시 및 확인

한 시간에 70km를 갈 수 있는 지하철과 한 시간에 60km를 갈 수

있는 버스 중 더 빠른 것은 어느 것입니까?

◎ 문제 해결 방법 찾기

• 모둠별로 10초 동안에 이동한 고무동력수레의 거리를 측정하고

실 관 47쪽)에 기록하고 빠르기 비교하기

• 모둠에서 가장 빠른 고무동력수레를 찾고, 이유 설명하기

- 일정한 시간에 먼 거리를 이동한 물체가 가까운 물체를 이동한

물체보다 빠르다.

- 동화책을 10분에 10장 읽는 사람이 5장 읽는 사람보다 읽는 빠

르기가 더 빠르다

◎ 비율과의 관련성 탐구

• 한 시간에 70km를 갈 수 있는 지하철과 한 시간에 60km를 갈

수 있는 버스의 빠르기 비교하기

- 지하철이 더 빠르다. 왜냐하면 더 먼 거리를 이동했기 때문이다.

• 시간을 기준량, 거리를 비교하는 양으로 하여 두 교통수단의

빠르기를 비로 나타내고 비율(비의 값) 구하기

(1) 지하철, 이동한 거리:시간 = 70/1

(2) 버스, 이동한 거리:시간 = 60/1 

• 비율(비의 값)을 통해 빠르기 비교하기

◎ 각 모둠원에서 비율을 이용해 가장 빠른 고무동력수레 찾기

• 모둠별 활동 결과 발표하기

◎ 일정한 시간에 이동한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할 때 비율이 적용

될 수 있는 예 찾기

• 실험관찰 48쪽에 제시된 생각해볼까요? 문제를 비율 개념을 이

용해 해결하기

◎ 알게된 점 발표하기

2) 수학⋅과학의 관련성

일정한 시간에 이동한 거리로 물체의 빠르기를 비

교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과학적 탐구

를 통해 ‘일정한 시간에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멀수록

빠르기가 빠르다’라고 발견한다. 이러한 정성적인 탐구

결과를 수량화하는데 필요한 수학적 요소는 비와 비율

이다. 모둠원의 빠르기를 시간을 기준량으로 하고, 거

리를 비교하는 양으로 하여 나타낸 후 비율을 직접 구

해 빠르기를 비교하게 된다.

3) 교수 학습 과정

다. 3차시

1) 학습 주제: 물체의 빠르기를 속력으로 나타내어

비교하기

2) 수학⋅과학의 관련성

학생들이 속력의 개념을 학습하는데 목적이 있다.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하기 위한 방법으로 속력 개념을

도입하고 속력의 단위를 예와 함께 제시하여 학생들이

속력 개념을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

속력은 확률, 농도, 밀도 등과 함께 비율이 적용되는

과학적이고 일상적인 사례로써, 속력 또한 비율의 특

정한 유형중의 하나라는 점을 깨닫게 함으로써 속력을

개념화화 할 필요가 있다. 속력은 어떤 물체의 이동거

리와 걸린 시간의 비율을 의미하므로 물체의 이동거리

와 걸린 시간을 비교하기 위해 비로 나타내면 이동 거

리:걸린 시간이 된다. 여기에서 이동거리는 비교하는

양, 이동시간은 기준량이므로, 이동시간에 대한 이동거

리의 크기 ‘이동거리/걸린시간’을 속력(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3) 교수 학습 과정

라. 4차시

1) 학습 주제: 단위가 다른 물체의 속력 비교

2) 수학⋅과학의 관련성

단위가 다른 물체의 속력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다

양한 수학적 기능의 숙달과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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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활동

◎ 학습 동기 유발 및 문제 인식

• 여러 명의 학생들이 50m 달리기를 할 때, 빠르기를 비교하는

방법 찾기

• 만약 한 명씩 50m 달리기를 한다면, 빠르기를 비교하는 방법 찾기

◎ 과학적 상황(공부할 문제) 제시 및 확인

- 미미는 30m를 달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5초, 하하는 6초일 때, 누가

더 빠릅니까?

◎ 문제 해결 방법 찾기

• 모둠별로 50m 달리기 기록지(실 관 47쪽)’를 보고, 누가 더 빠른

지 알아보기

• 모둠에서 가장 빠른 사람을 찾고 이유 설명하기

- 일정한 거리를 이동하는데 시간이 짧게 걸린 사람이 가장 빠르다.

- 육상 100m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결승선을 통과한 사람이 빠르기

가 가장 빠르다.

◎ 비율과의 관련성 탐구

• 미미는 30m를 5초, 하하는 6초에 달릴 때, 누가 더 빠른지 알아보기.

- 미미가 더 빠르다. 왜냐하면 시간이 짧게 걸렸기 때문이다.

• 두 사람의 빠르기를 비로 나타내고 비율(비의 값) 구하기

(1) 미미, 이동한 거리: 시간 = 30/5=6

(2) 하하, 이동한 거리 : 시간 = 30/6=6

• 비율(비의 값)을 통해 빠르기 비교하기

◎ 각 모둠원의 빠르기를 비율을 사용해 비교해 보기

• 모둠별 활동 결과 발표하기

◎ 일정한 거리를 이동한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할 때 비율이 적용될

수 있는 예 찾기

• 마라톤, 수영, 등

◎ 알게된 점 발표하기

적이다. 예를 들어, 10m/s는 몇 km/h로 나타낼 때 필

요한 수학적 요소는 비율 개념과 더불어 시간단위변환,

동치분수의 성질, 길이단위변환이다. 역으로 180km/h

는 몇 m/s로 나타낼 때 필요한 수학적 요소는 비율개

념과 더불어 시간단위변환, 길이단위변환, 최대공약수,

약분이다.

3) 교수 학습 과정

Ⅴ. 결과 분석

수학에서 과학으로의 전이학습의의 효과를 확인하

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이학습이 비율개념이해에 미치는 영향

두 가지 차원의 분석이 이루어졌다. 우선 사전검사

와 사후검사의 전체 평균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

였다. 이를 통해 처치 후 치러진 사후검사 점수가 처

치전 사전검사 점수에 비해 전체 평균이 어떻게 변화

하였지 알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실험 처치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었다. 통계적 검증과 더불어 실험처치 후

학생들의 비율개념이해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하였다.

가. 비율개념이해 사전·사후 평균 차이 분석

수학에서 과학으로의 전이학습프로그램이 비율개념

이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

증 실시하였다.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기술통계는 다

음 [표 7]와 같다.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사전검사 46 15.1522 4.11484 .60670

사후검사 46 18.5870 5.13193 .75666

[표 7] 비율개념이해에 검사에 대한 기술 통계(n=46)

[Table 7] Descriptive statistics on rates concept understanding(n=46)

실험집단이 ‘비율개념이해’에 관한 사전·사후검사에

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하였

다.

평균의 동질성에 대한 t-검정

 자유도 유의확률() 평균차
차이의

표준오차

3.542 90 .001 3.43478 .96986

[표 8] 비율개념이해에 관한 t 검정

[Table 8] t-test on rates concept understanding

t-검정 결과, t 통계값은 3.542, 유의 확률

 로 유의수준 .05에서 ‘비율개념이해’ 사전·사후

검사의 평균 점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따라서 수학에서 과학으로의 전이학습 프로

그램은 학생들의 비율개념이해를 신장시키는데 유의미

한 효과를 이끌어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

적 차이가 실제로 유의미한 차이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Cohen의 효과 크기(effect size)를 알아보았는데, effect

size(d)=0.58이었다. 이는 전이 학습이 학생들이 ‘비율

개념’을 이해하는데 실제적으로도 유의미한 효과가 있

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학에서 과학으로의

전이학습은 학생들이 비율개념을 이해하는데 효과적인

학습 방법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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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율개념이해수준의 변화 분석

실험처치 전과 후의 비율개념 이해 수준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전체 평균 차이 분석 결

과를 통해 비율개념이해의 평균이 실험처치 후 전반적

으로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더해 비율

개념이해 수준의 변화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

요가 있다. 비율개념이해검사에서 0∼9점은 ‘사실적

비’, 10∼19점은 ‘고정된 비’, 20∼26은 ‘내면화된 비’ 수

준으로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에 해당하는 학생 수

를 비교하였다([그림1] 참고).

[그림 1] 비율개념이해수준의 변화

[Fig. 1] Change on level of rate understanding

사전검사에서 사실적 비, 고정된 비, 내면화된 비 수

준에 속한 학생 수는 각각 6, 35, 5명이었으나, 사후검

사에서는 각각 5, 17, 24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실험처치 전 ‘고정된 비’ 수준에 머물러있던 35명의 학

생들 중 절반의 학생들이 ‘내면화된 비’ 수준으로 이동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학생 한명 한명씩 대응시켜 추

적한 결과 ‘고정된 비’ 수준에 속한 35명 중 17명이 ‘내

면화된 비’ 수준으로 이동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실적 비’ 수준에 있던 6명의 학생 중 1명만이

상위 수준인 ‘고정된 비’ 수준으로 이동하였을 뿐 나머

지 학생들은 여전히 ‘사실적 비’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전이학습프로그램은 ‘고정된 비’

수준인 학생들이 ‘내면화된 비’수준으로 이동하는데 효

과가 있는 반면 ‘사실적 비’ 수준의 학생들에게는 비율

개념이해를 신장시키는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2. 전이학습이 수학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수학에서 과학으로의 전이학습이 학생들의 수학 학

습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전·

사후 검사 점수를 측도로 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사전검사 46 66.9130 7.19823 1.06132

사후검사 46 70.5870 5.20502 .76744

[표 9] 수학학습태도에 대한 기술 통계(n=46)

[Table 9] Descriptive statistics on learning attitude(n=46)

실험집단이 실험처치 전과 후 수학적 태도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t 검정을 실시하였

다.

평균의 동질성에 대한 t-검정

 자유도 유의확률() 평균차
차이의

표준오차

2.805 90 .006 3.67391 1.30972

[표 10] 수학학습태도에 관한 t 검정(n=46)

[Table 10] t-test on learning attitude(n=46)

t검정 결과, t 통계값은 2.805, 유의 확률   로

유의수준 .05에서 수학학습태도 있어 두 집단 사이에

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수학에서 과학으로의 전이학습 프로그램은 학생들로

하여금 수학 학습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

는데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적

차이가 실제로 유의미한 차이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Cohen의 효과 크기(effect size)를 알아보았는데, effect

size(d)=0.61이었다. 이는 수학에서 과학으로의 전이학

습이 학생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수학적 태도를 갖도록

하는데 실제적인 효과를 이끌어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학에서 과학으로 전이학습은 학생들이 긍정적인

수학적 태도를 갖도록 하는데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라

고 해석할 수 있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수학 교과에서 학습한 비율 개념

을 과학 교과의 속력개념을 학습하는데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험수업을 전

개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전이학습프로그램이

유일한 원인은 아니겠지만 학생들의 비율개념이해 수

준을 향상시키는데. 또한 긍정적인 수학학습태도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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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

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수학 학습과 전이 연구와 관련

해 다음과 같은 결론과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실험처치 전 46명의 참여자 중 41명은 ‘사실적

비’ 또는 ‘고정된 비’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실험처

치 후 ‘고정된 비’ 수준이었던 상당수가 ‘내면화된 비’

수준으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처치가 학생

들의 비율개념이해를 신장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현재 학교 수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와 비율’ 학습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정

은실(2003)과 정영옥(2005)이 지적하였듯이, 비를 도입

하는 상황이 비의 본질인 승법적인 비교보다는 비의

외형적 표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곱셈적 추론 보다

는 기계적인 알고리듬과 형식화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비와 비율의 교수학습은 학생들이 비의

본질 즉 ‘두 양이 서로 관계하며 변화하는 상황에서

불변의 관계를 인식’할 수 있는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야 할 것이다.

둘째, 7차 교육과정 이래로 학생들의 수학적 태도와

성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것의 긍정적인 변화

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수학이 문제풀이나 공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 교과 특히 과학 개념과 과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라는 점을 직접적으로 경

험케 함으로써 수학학습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따라서 수학 수업은 학생들에게 수학

의 유용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초등학교에서 수학과 과학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주제 중심의 통합 수업 방안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학 교과의 비율

개념과 과학 교과의 속력 개념의 관련성을 토대로 학

습프로그램을 구안하였다. 비율 개념은 속력 외에도

많은 과학적 현상과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추적인 개념

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예를 들어 농도, 지렛대에

서 거리와 무게 사이의 관계, 속력(물체의 빠르기), 태

양의 고도와 그림자의 길이, 행성과 행성 사이의 상대

적인 거리 비교, 여러 행성들 사이의 상대적인 크기(반

지름) 비교 등. 따라서 초등 수학과 과학 사이에 관련

된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통합하여 지도할 필요

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7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서는 ‘비와 비율’ 관련 내용을 5학년 2학기에 다루었지

만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6학년 1학기에

취급하고 있다. 초등 과학에서 속력 개념을 비롯하여

비율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5학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와 비율’의 지도시기를 결정

할 때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습의 전이는 수학 학습의 중요한 목표이며

또한 수학 학습의 질을 평가하는데 핵심이 되는 기준

이다. 하지만 서론에 밝혔듯이 학교 수학이 학생들의

전이를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 회의

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수학교육 연구 커뮤

니티에서 학습의 전이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전이에 대한 연구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따라서 학습의 전이에 연구 역량을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전이 연구와 몇 가지

차별성을 갖는다. 먼저 기존 전이에 대한 연구는 인지

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이론적인 측면에 치우친 반면,

본 연구는 전이학습프로그램을 구안하고 그것의 효과

를 검증하는 실험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실험연구는

전이의 이론적 측면과 실제적 측면 모두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의 과정과 결과가 수학 학습에 직결

될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학습의 전이

연구에서 실험연구방법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연구 결

과가 현장의 전이 교육을 개선하는데 직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의 전이 연구의 논제는 주로 바탕영역에서 학

습한 지식을 목표영역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주로 바탕영역을 어

떻게 학습하면 전이에 성공할 것인지, 그리고 학습의

전이를 위해 학생들은 어떤 인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

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

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전이에 성공하기 위해서

추상적 스키마를 형성을 도울 수 있는 수업을 전개해

야 하며 학생들은 여러 가지 인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

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회귀분석과 요인분석

과 같은 상관관계 중심의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하

지만 이러한 연구의 맹점은 결과를 보고 원인을 추측

하는 사후 해석이라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바

탕영역의 학습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목표영역의 학습

에 초점을 두고 학생들로 하여금 전이를 직접 경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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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바탕영역에서 학

습한 비율개념이해의 수준이 향상되었으며, 수학학습

태도 역시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본 연구는 전이 연

구에 있어서 방법론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미천하나마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어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 연구를 위

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국의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지 않고 K시 5학년 학생

들을 모집단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우

리나라 전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으로 일반화하기 어

렵다. 후속 연구는 전국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본 연구

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를 적

용하였다. 이 설계는 통제집단이 없는 설계 방법으로

성숙, 역사, 검사와 검사 도구 등 여러 가지 위협요소

들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본 연구에서는 연

구기간 최소화, 동형인 검사 도구를 이질화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위협요소를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협요소를 완전한

통제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연구의 타당성과 결과 해

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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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test effect of transfer learning program rather than students’ transfer 
ability. For these purpose, firstly this study design transfer learning program to apply from ‘rate 
concept’ in learning math class to ‘velocity concept’ in science class. Subsequently,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is program affect on ‘the rate concept understanding’ and ‘the mathematics 
learning attitude’. Followings are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First, transfer learning program 
affect on improving students’ rate concept understanding. Moreover, 17  among 35 students’ 
who stay in ‘ratio level’ move to ‘internalized ratio level’. Second, besides transfer learning 
program is not only cause to change students’ learning attitude, this program impact on 
changing their learning attitude positively. The study has an important implications in that it 
designed new learning program that students experience transfer and test its effe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