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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 평가를 통합한 컴퓨팅 사고력 기반의 수업이

초등학생의 메타인지와 수학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심 효 신 (서울봉현초등학교 교사)

박 만 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제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하여 일상생활까지 소프트웨어

환경이 확장되는 흐름 속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소프

트웨어 교육을 의무 교육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과정중심

평가를 명시함으로써 학습과 평가가 통합된 수업의 패러

다임 변환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수학 학습과 평가

를 통합한 컴퓨팅 사고력 기반의 수업을 초등학교 4학년

소수의 덧셈과 뺄셈을 중심으로 설계하였다. 서울시내 초

등학교의 4학년 두 학급을 선정하여 양적 연구로 메타인

지와 수학학업성취도의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고, 학생들

의 활동지와 소감문을 분석하는 질적 연구를 병행하는 혼

합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수학 학습과 평가를 통합

한 컴퓨팅 사고력 기반의 수업은 초등학생들의 메타인지

와 수학학업성취도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을 확인하였다.

I. 서론

최근 4차 산업 혁명과 함께 5G, 사물 인터넷(IoT)

등 컴퓨팅 환경이 확장되면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강조

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교육

의 목표는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 이하 CT) 함양이다(교육부, 2015). 컴퓨팅

사고력은 결국 문제해결과정(Barr & Stephenson,

2011; Garcĩa-Peńalvo et al., 2016; Wing, 2006)이기에

교과 수업과 함께 통합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되어 왔다(유가영, 2017; Barr & Stephenson,

2011; Weintrop et al., 2016; Yadav, H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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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honson, 2016). 컴퓨터 과학은 본질적으로 수학적

사고에 기초한다는 점(Wing, 2006)을 고려하여, 본 연

구는 컴퓨팅 사고력과 통합한 수학 수업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했다.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평가의 변화는 ‘과

정중심평가’라고 할 수 있다.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정

의에 대하여 이경화 외(2016)는 학자들마다 합의된 개

념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다만

과정중심평가가 지속적으로 수학과에서 강조되어 온

필요성을 살펴볼 때, 평가가 학생들의 수학 학습을 돕

는 선순환적 관계를 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분

명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정중심평가의 방향을

유지하고 핵심적인 의미를 드러낼 수 있도록 ‘수학 학

습과 평가가 통합된 수업’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목적은 수학 학습과 평가를 통

합한 컴퓨팅 사고력 기반의 수업을 하기 위하여 초등

학교 4학년의 소수의 덧셈과 뺄셈 단원을 중심으로 개

발하였다. 수학 학습과 평가를 통합한 컴퓨팅 사고력

기반의 수업을 통하여 메타인지와 수학학업성취도에

주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컴퓨팅 사고력은 알고리즘적

사고와 재귀적 사고가 학생들의 사고를 반성하도록 한

다는 점에서 메타인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개

발한 자료에 의한 수업이 실제적으로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었는지 확인하고 수학학업성취도를 알아보았

다.

II. 이론적 배경

1. 컴퓨팅 사고력 기반의 수학 수업

Wing(2006)은 컴퓨터 과학은 본질적으로 수학적 사

고에 기초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으로부터 수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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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와 컴퓨팅 사고력의 공통요소를 추출함으로써 컴

퓨팅 사고력 기반의 수학 수업을 설계하는 기반을 마

련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컴퓨팅 사고력과

수학 교과를 융합하여 다룬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장경윤(2017)은 컴퓨팅 사고력과 수학교육의 공통 요

소로 알고리즘, 추상화, 분해, 패턴 인식을 추출하였다.

남충모와 김종우(2011)는 컴퓨팅 사고력과 수학적 사

고의 공통 요소로, 알고리즘적 사고, 논리적 사고, 비판

적 사고, 재귀적 사고를 추출하였다. 유가영(2017)은

컴퓨팅 사고력과 수학적 사고의 공통 요소로 알고리즘

과 절차, 추상화, 문제 분해를 추출하였다. 이들이 제

시한 컴퓨팅 사고력은 수학적 사고력과 밀접하게 관련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학적 사고와 컴퓨팅 사고력의 공

통 요소를 추출하여 컴퓨팅 사고력 기반의 수학 수업

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컴퓨팅 사고력과 수학적 사고

의 5가지 공통점으로 알고리즘적 사고, 문제 분해, 패

턴 인식, 추상화, 재귀적 사고를 추출하였다. 각 요소

의 의미에서 알고리즘적 사고는 순서와 절차를 생성하

거나 실행하는 것, 문제 분해는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

하여 분해하는 것, 패턴 인식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양상을 인식하는 것, 추상화는 공통적인 속성을 추출

하는 것, 재귀적 사고는 하나의 방안이 실패하였을 경

우에 재시도의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반

복적으로 사고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5가지 요소들은

컴퓨팅 사고력과 수학적 사고의 공통 요소가 되는데,

특히, 알고리즘적 사고와 재귀적 사고는 학습과 평가

가 통합된 수업을 설계할 때에도 중요성을 가졌다. 알

고리즘적 사고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다양한 알고리

즘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찾고 이를 정교

화하는 사고 과정이며 알고리즘적 사고는 메타인지 과

정을 수반한다(박민규, 2011). 재귀적 사고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되돌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

문에 학습과 평가가 통합된 수업을 설계할 때에 알고

리즘적 사고와 함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2. 학습과 평가를 통합한 수업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선 과정 중심 평가를

명시하고 있다. 평가 방향의 ‘평가 방법’ (가)항은 “수

학과의 평가는 학습 결과 평가뿐만 아니라 과정 중심

평가도 실시하여 종합적인 수학 학습 평가가 될 수 있

게 한다”(p.41)라고 하면서 과정 중심 평가를 개념적인

용어로 명확하게 기술하였다.

그러나 과정 중심 평가의 용어를 통상적으로 사용

하기는 했으나, 그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된 것은 아니

다(이경화 외, 2016). 다만 그것은 지금까지 교육계에

서 강조되어오던 평가의 흐름 속에서 해석될 수 있다.

이경화 외(2016)는 과정 중심 평가의 의미를 모색하기

위해 지금까지 강조되어 왔던 형성평가, 수행평가, 참

평가, 대안평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러

한 평가들은 평가가 학습자의 학습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며, 학습과 평가가 통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과정 중심 평

가는 학습과 평가의 통합 측면을 더욱 강조한 것으로,

평가뿐만 아니라 학습을 지도하는 수업의 패러다임도

함께 변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경화 외(2016)는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의미인

학습 자체와 평가의 통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특성

4가지를 탐색하였다. 첫째, 수업에서 진행되는 평가는

학생들의 통합적인 지식과 능력을 수행에 기초한 비형

식적인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 정해진 시간과 방법

보다도 학생들의 수행 중에 이루어지는 관찰 등과 같

이 비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둘째, 평가가 학습으로서 기능할 때, 학생들은 자기

자신과 다른 학생들의 수행을 평가한다. 이는 2015 개

정 교육과정에서 과정 중심 평가의 방법 중 자기 평가

와 동료 평가가 해당된다.

셋째, 학습으로서의 평가는 평가를 통해 얻어진 정

보들을 바탕으로 학습자에게 즉각적이고 실제적인 피

드백을 최대한 제공하여 학생의 학습을 도와야 하고,

평가로부터 학습이 일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피드백은 과정 중심 평가의 핵심적인 개념이다.

특히, 이러한 피드백은 교사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것

이 아니라 동료로부터 받을 수 있다.

넷째, 수업과 평가의 연계를 중시한다. 과정 중심

평가에서는 성취 기준의 도달이 되었는지에 관한 결과

의 문제보다 과정의 문제를 중시한다. 학생들의 학습

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통해 수업에 적용하여 수업을

조절하는 것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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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타인지

‘인지에 관한 인지’로서 메타인지를 보는 입장에서는

메타인지를 지식(메타인지적 지식)과 통제(메타인지적

자기 조정 능력)의 두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정은

정, 2008). 백석윤(1995)은 메타인지적 자기 조정이

Polya(1967)의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했다. 수학교육은 이러한

메타인지의 2가지 분류 중에서 후자를 더 강조하고 있

다(정은정, 2008). 수학교육에서 80년대에 문제해결과

함께 메타인지가 주목을 받게 된 원인은, 문제해결에

실패한 학습자가 지식과 기능의 부족이 아니라 그러한

지식과 기능을 조절하는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실패

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관점이라면

수학교육의 입장에서는 메타인지적 자기조정이 메타인

지와 거의 동일시될 수 있다고 보았다.

선행연구로부터 메타인지적 자기조정의 하위 요소

(박주연, 2005; 백석윤, 2016)의 핵심적인 4가지를 추출

하여 본 연구의 메타인지 하위요소를 계획, 점검, 조절,

자기평가로 규정하였다. 각 요소의 의미에서 계획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거나 학습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

달하기 위한 전반적인 접근 방식을 결정하는 것, 점검

은 학습자 자신의 인지과정에 대한 계속적인 통제 과

정으로 학습 과정 및 자신이 선택한 문제해결 절차에

대한 일련의 재확인 및 검토 과정, 조절은 학습 진행

상에 문제가 발생할 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략들 또

는 인지 과정을 수정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기평가는

자기 스스로 문제가 어떤 곳에서 발생했는지를 발견하

고 현재 자신의 수준을 판단하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점검, 조절, 자기평가에 대해 살펴보면, 점검은

마치 축구 선수가 자신이 했던 경기를 살펴보는 것처

럼 어떤 대상의 문제해결 과정에 대해서 숙고하는 행

위이다. 여기에 행위 주체인 내가 ‘잘하고 있다’ 또는

‘못하고 있다’라는 측정과 판단이 들어가면 자기평가에

해당한다. 한편, 자기평가의 결과로부터 수정, 삭제, 첨

가 등을 통해 점검된 상태를 더 나은 상태로 바꾸려고

할 때 조절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한 학생이 자신

의 답을 수정했다면 표면상 자기조절이 일어난 것이지

만, 자신의 답이 틀렸다는 판단의 자기평가가 선행되

었음을 암시한다. 즉, 자기평가는 자기조절의 동기가

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는 서울 B초등학교의 4학년 두 학급을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실험반과 비교반 모두 각각 24

명이었다. 두 학급은 사전에 3학년 때 배운 소수에 관

한 진단평가 및 메타인지 검사지를 통해서 서로 동질

집단임이 검증되었다. 실험반에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료에 의한 수업을 실시하고, 비교반에서는 교과서의

활동 순서에 따른 전통적인 설명식 수업을 실시하였다.

2. 연구설계

본 연구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병행하는 혼합

연구로 실시되었다. 양적 연구에선 IBM SPSS

Statistics 20을 통해 실험반과 비교반의 평균 점수를

비교하는 독립 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유의수준

p<0.05). 두 반 간 사전 평균 비교로 동일 집단임을 검

증하고, 사후 평균 비교를 통하여 수업의 메타인지와

수학학업성취도에 대한 효과를 검증했다. 질적 연구에

서는 실험 집단에게 수업 중 사용한 활동지와 실험이

모두 종료된 후 사용한 사후 수업 소감문을 통하여 수

업이 실험반 학생들의 메타인지와 수학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장면들을 분석하였다.

3. 자료수집

가. 양적 자료

1) 메타인지 검사 도구

기존에 있었던 메타인지 검사지를 초등학교 4학년

의 수준과 수학 교과에 맞게 수정·보완하기 위하여 메

타인지 하위 요소를 메타인지 분석틀로 설정하였으며,

서보은(2017)이 초등학교 5학년 수준에 맞게 재수정한

메타인지 검사 도구를 바탕으로 검사지 문항을 작성하

였다. 이 검사지의 문항은, 초등수학 전문가 1명과 수

학교육박사 1명의 자문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했다. 총

16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또, 실험반

과 비교반이 아닌 4학년 다른 두 학급을 대상으로 신

뢰도 검사 결과, Cronbach’s α=.87로 양호하게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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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존의 메타인지 검사지를 본 연구에서 개발한 메

타인지 분석틀을 바탕으로 수정․보완된 [표 1]의 검

사 문항은 사전과 사후에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요소 하위요소별 문항

계획 새로운 수학 문제를 받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무슨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아본다.

나는 수학 문제를 해결할 때 스스로 목표를
세운다.

수학 문제를 해결할 때 무엇부터 해결할지 순
서를 정한 후 시작한다.

수학 문제 해결 시작 전, 해야 할 일이 무엇
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본다.

점검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점검한다.

수학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 스스로에
게 질문한다.

수학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는지 계속해서 점
검한다.

내가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옳은지 살
펴본다.

조절 수학 학습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수학 문제 중에서 틀린 문제는 반드시 고치려
고 한다.

수학 문제를 풀 때 잘 모르면 교과서를 찾거
나 선생님께 질문한다.

수학 문제를 풀 때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
면, 왜 그런지 이유를 찾아본다.

자기
평가

수학 문제를 푸는 동안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생각해본다.

수학 문제를 해결하기 전의 계획대로 되어 가
고 있는지 반성한다.

수학 문제의 원하는 해결책이 나왔는지 스스
로 생각해본다.

나는 정직하게 내 자신의 수학 문제 풀이 과
정을 평가한다.

[표 1] 메타인지 하위요소별 문항

[Table 1] Items per metacognition subelement

2) 수학학업성취도 검사 도구

수학 학습과 평가를 통합한 컴퓨팅 사고력 기반의

수업이 초등학생의 수학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 도구로써 3-4학년군 소수에 관한

성취기준에 맞는 검사지를 준비하였다. 사전 수학학업

성취도 검사지는 수학 교과서에서 3학년 2학기에 해당

하는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사후 수학학업성취도 검

사지는 수학 교과서에서 4학년 2학기에 해당하는 소수

둘째자리, 셋째자리 소수의 덧셈과 뺄셈과 관련된 20

문항으로 초등수학 교과서와 수준별 평가 자료를 바탕

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각각의 문항에 대한 타당성을

초등수학교육과 교수 1명과 초등수학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석사 과정의 현직 교사 3명에게 검증을 받았다.

나. 질적 자료

1) 활동지

본 연구에서의 질적 자료들 중 활동지는 수업의 직

접적인 학습 도구이다. 활동지는 학생들의 수행이 글

로 기록되기 때문에 학습과 평가가 융합된 수업에서

평가 주관자와 평가 대상자 즉 교사와 학생 간, 학생

과 학생 간의 매개체이기도 하다. 활동지를 통해 학생

들은 짝과 서로 평가를 하고 도움말이라는 피드백을

주고받는다.

학생들이 활동지에 기록한 내용을 분석하여 메타인

지와 수학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장

면들을 확인하였다.

2) 사후 수업 소감문

사후 수업 소감문은 학습과 평가를 통합한 컴퓨팅

사고력 기반의 수학 수업이 어떠한 효과를 학생들에게

미쳤는지 그들의 반응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Ⅳ. 수학 학습과 평가를 통합한 컴퓨팅

사고력 기반의 수업

1. 수업 대표 활동

가. 알고리즘 명령놀이

알고리즘 명령놀이는 컴퓨터에 명령을 내리는 ‘명령

자’와 명령자의 명령에 응답하는 ‘컴퓨터’ 역할이 있는

일종의 역할놀이이다. 이는 컴퓨터라는 실물 기기 없

이도 컴퓨팅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

되는 언플러그드 코딩 교육 방식이다. 컴퓨터를 다루

는 사람이 컴퓨터에 명령을 입력하면 그것을 받아들이

고 컴퓨터가 명령에 대한 결과를 출력을 하듯이, 이

역할놀이에서 짝 중의 한 명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

해서 단계적으로 명령을 하고, 다른 한명은 명령에 따

라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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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자의 역할은 3가지로 정리된다. 컴퓨터에게 명

령 내리기, 컴퓨터의 수행이 맞는지 틀리는지 감시하

기, 그리고 컴퓨터의 수행이 틀렸을 때 도움말을 제공

하기이다. 놀이에서 명령자가 내리는 명령의 형식은

단계마다 계산의 결과를 요구하는 질문 또는 구체적인

행동의 지시이다.

알고리즘 명령놀이를 할 때 학생들은 알고리즘 체

크리스트를 가지고 활동한다. [그림 1]과 같이 알고리

즘 체크리스트는 ‘수학 문제’, 문제해결을 위해 전체적

인 알고리즘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단계별 명령어

칸’, 컴퓨터의 단계별 명령 수행이 맞는지 틀린지 명령

자가 직접 체크하는 ‘컴퓨터 문제해결 정오표’, 컴퓨터

의 문제해결이 틀렸다면 명령자가 컴퓨터에게 추가적

으로 제공한 ‘도움말을 기록하는 칸’으로 구성되어 있

다.

수학
문제

컴퓨터 문제해결
정오표

도움말을
기록하는 칸

알고

리즘

단계
별
명령
어 칸

[그림 1] 알고리즘 체크리스트

[Fig. 1] Algorithm check-list

알고리즘 명령놀이를 [그림 1]과 함께 자세히 살펴

보면, 명령자가 1번째 명령을 내리면 컴퓨터는 1번째

명령을 푼다. 명령자는 컴퓨터가 제대로 풀었는지 감

시를 하고 틀렸는지, 맞았는지 평가한다. 만약 틀렸다

면, ‘도움말’을 컴퓨터에게 제공한다. 이 때, 도움말은

해당 명령의 직접적인 답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유도하

도록 하는 말이어야 한다. 만약 컴퓨터가 문제를 제대

로 해결했다면, 2번째 명령을 내리면서 1번째 명령부

터의 과정을 반복하여 실행한다. 마지막 명령에서 컴

퓨터가 맞히면 알고리즘을 통한 문제해결은 종료된다.

나. 알고리즘 토론

알고리즘 토론은 학생들이 문제해결을 위한 알고리

즘이 타당한지 분석하거나 비판하는 활동이다. 이 활

동은 학생들이 좋은 알고리즘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구상하였다.

알고리즘 토론은 알고리즘 명령놀이와 달리 명령자

와 컴퓨터 역할이 없고 짝 활동이 아닌 교사-반 전체

수업 형태로 진행한다. 알고리즘 토론에서 교사는 먼

저 학생들에게 문제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

고리즘을 보여준다. 그 알고리즘은 명령어 제공 방식

에 따라, 교사가 직접 오류를 발견하도록 유도한 미완

성의 알고리즘일 수도 있고 학생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직접 만들어 본 알고리즘일 수도 있다. 이후, 학생들에

게 좋은 알고리즘의 기준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로 알

려주었다. 먼저 수학 문제를 해결하기에 알맞은지, 효

율적인지, 다른 사람이 풀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지였다. 이는 Campbell, Rowen과 Suarez(1998)의

선행 연구에서 훌륭한 알고리즘에 대하여 3가지 기준

으로 효율적인지, 수학적으로 타당한지, 일반화가 가능

한지를 제시한 것을 바탕으로 하였다. 학생들은 이러

한 기준을 가지고 알고리즘을 판단할 수 있었다.

수학
문제

알고

리즘

단계
별
명령
어
칸

[그림 2] 알고리즘 노트

[Fig. 2] Algorithm note

한편, 학생이 직접 알고리즘을 만든 것을 대상으로

토론을 할 때에는 학생들에게 알고리즘 노트를 활용하

게 하였다. 알고리즘 노트는 알고리즘 토론의 학습도

구로, [그림 2]와 같이 ‘수학 문제’와 알고리즘을 구성

하는 ‘단계별 명령어 칸’으로 나누어져 있다. 교사는

명령어 칸이 비워져있는 채로 학생들에게 알고리즘 노

트를 배부하고, 학생들은 비워져 있는 칸에 문제를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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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명령어들을 구성하여 알고리즘을 기록한다.

2. 수업 형태 설정

본 수업은 수업 형태를 2인 1조의 짝으로 이루어지

는 소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사전 소수 학업성취도 검

사에서 비슷한 점수의 남학생, 여학생이 짝을 이룰 수

있도록 소집단을 구성하였다.

3. 수업 대표 활동을 확장·조합하여 차시별로 수

업한 코딩 활동

4학년 수학 교과서(교육부, 2015)의 차시별 학습목

표는 [표 2]와 같다. 알고리즘 명령놀이는 소수의 덧셈

과 뺄셈 연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1차시∼4차

시에서는 ‘알고리즘 명령놀이–바로 말로 풀기’로, 필산

이 요구되는 5차시∼8차시에서는 ‘알고리즘 명령놀이

–종이에 써서 풀기’로 나누었다. 따라서 수업 대표 활

동은 알고리즘 토론과 함께 총 세 가지로 구성되었다.

차시 학습 목표

1 소수 두 자리 수를 읽고 쓸 수 있다.

2 소수 세 자리 수를 읽고 쓸 수 있다.

3 소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4 소수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다.

5 소수 한 자리 수의 덧셈을 할 수 있다.

6 소수 한 자리 수의 뺄셈을 할 수 있다.

7 소수 두 자리 수의 덧셈을 할 수 있다.

8 소수 두 자리 수의 뺄셈을 할 수 있다.

[표 2] 차시에 따른 학습 목표

[Table 2] Learning Objectives by Class

수업 대표 활동으로부터 단원 전체의 수업 설계까

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이 세 가지 활동이 컴퓨

팅 사고력과 수학적 사고의 공통 요소 및 학습과 평가

가 통합된 수업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타당

성을 초등수학교육과 석사학위과정 수료 중인 현직 교

사 3명으로부터 검증받았다. 컴퓨팅 사고력과 수학적

사고의 공통 요소인 알고리즘적 사고, 문제 분해, 추상

화, 패턴인식, 재귀적 사고를 기준으로 하여 컴퓨팅 사

고력 기반의 수학 수업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이경화 외(2016)가 제시한 과정중심평가의 특성

4가지를 바탕으로 학습과 평가가 통합된 수업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특히, 재귀적 사고는 ‘하나의 방안

이 실패하였을 경우 재시도의 과정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반복해야 한다’는 의미로 알고리즘적

사고와 함께 컴퓨팅 사고력 기반의 수학 수업뿐만 아

니라 학습과 평가가 통합된 수업을 구현할 때 핵심이

되는 사고라고 보았다.

이후, 수업 대표 활동을 바탕으로 명령어 제공 방식

및 짝과의 과제 동일성 여부에 따라 확장·조합 코딩하

여 여러 형태의 활동을 만들었다. 이 때, 명령어 제공

방식, 수업 대표 활동, 짝과의 과제 동일성 여부에 관

한 코딩 목록은 [표 3]이며, 이를 바탕으로 [표 4]의 약

속에 따라 확장·조합하여 코딩된 활동들을 단원의 차

시별 전개에 따라 [표 5]와 같이 구성하였다.

명령어 제공
방식

수업 대표 활동

짝과의
과제
동일성
여부

t(교사, 서면)
A(알고리즘 명령놀이
- 바로 말로 풀기)

A(짝과
같은 과제)

s(학생, 서면)
B(알고리즘 명령놀이
- 종이에 써서 풀기)

A′(짝과
다른 과제)

v(학생,
구두)

C(알고리즘 토론)

D(설명식 수업)

[표 3] 명령어 제공 방식·수업 대표 활동·각각의 코딩에

대한 짝과의 과제 동일성 여부

[Table 3] commands providing method · representative

activities · tasks with pairs about Identification of each

coding

본 연구의 실험에 해당하는 수업 대표 활동은 총 3

가지로 ‘알고리즘 명령놀이 - 컴퓨터가 바로 말로 풀

기’, ‘알고리즘 명령놀이 - 컴퓨터가 종이에 써서 풀기’,

‘알고리즘 토론’이다.

‘알고리즘 명령놀이 - 컴퓨터가 바로 말로 풀기’를

A, ‘알고리즘 명령놀이 - 컴퓨터가 종이에 써서 풀기’

를 B, 알고리즘 토론을 C로 코딩했다. 실험 집단에 적

용한 수업 대표 활동 3가지 A, B, C와 더불어 수업 중

간에 개념 설명을 하거나 용어를 설명하는 설명식 수

업이 필요한 경우 D를 하나 더 추가하여 확장했다.

여기서 설명식 수업(D)은 비교 집단에서도 똑같이

진행되는 방식으로, 교과서의 수학적 약속들을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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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처음 소개해야 할 때와 같이 교사가 학생에게 개

념을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여 지도하는 것이다. 또한

개념 소개뿐만 아니라 수학 문제 풀이를 할 때, 학생

에게 전형적이고 형식적인 문제 풀이 방법을 그대로

설명하여 안내하는 것을 포함한다.

컴퓨터에게 내리는 명령어들을 만드는 주체가 교사

인지 학생인지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다. 교사

가 명령어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점은,

학생들이 생소한 소재를 접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은 학생 스스로 사고해서

명령어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학적 사고력을

덜 요구하며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

들 수 있다.

반면, 학생이 명령어를 만들어서 직접 친구들에게

명령자로서 명령을 내리는 것은 명령어를 처음 조직할

때부터 어떤 것이 먼저 와야 가장 논리적으로 타당할

지 등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수학적 사고를 경

험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컴퓨팅 사고력과 수학의 융

합 수업 경험이 적은 학생의 입장에서 바로 학생들에

게 직접 적게 하면 수학 수업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흥미를 쉽게 잃을 수 있다.

교사가 서면으로 명령어를 제공할 경우, 소문자

t(teacher)를 사용하여 코딩했다. 컴퓨터에게 서면으로

명령어들을 제공한다는 것은 활동지에 글로 적혀 있는

알고리즘을 컴퓨터가 들을 수 있도록 명령자가 읽어주

거나 컴퓨터가 직접 읽을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다.

명령어를 만드는 주체가 학생이고 활동지에 서면으로

적어서 컴퓨터에게 보여주거나 읽어줄 때는 소문자

s(student)를 사용하여 코딩했다. 한편, 명령어를 만드

는 주체가 학생이고 문제를 보고 명령어를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대로 바로 컴퓨터에게 구두로 전달하는 경우

소문자 v(verbal)를 사용하여 코딩했다.

명령어들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 때

명령자가 과제의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다루는 과

제가 짝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 활동 유형 코딩 옆에

“′” 기호를 붙임으로써 다른 과제 유형에 대해 명령

한다는 것을 구별했다. 예를 들어, tA는 짝끼리 서로

번갈아 가면서 같은 과제를 해결한다면, tA′는 서로

다른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방식 의미

확장

- 수업 대표 활동 3가지 외 대표 활동

추가(D)

- 수업 대표 활동끼리 함께 코딩(예:

CB, sCA)

조합
- 수업 대표 활동이 아닌 다른 요인과

함께 코딩(예: tA, tA′)

[표 4] 확장·조합 코딩에 관한 분류

[Table 4] Classification of extension and combination

coding

코딩 활동 내용

tA
교사가 서면으로 제시한 알고리즘을 가지고(t)

알고리즘 명령놀이-컴퓨터가 바로 말로 풀기(A)

sA
학생이 서면으로 제시한 알고리즘을 가지고(s)

알고리즘 명령놀이-컴퓨터가 바로 말로 풀기(A)

vA
학생이 구두로 제시한 알고리즘을 가지고(v)

알고리즘 명령놀이-컴퓨터가 바로 말로 풀기(A)

tB

교사가 서면으로 제시한 알고리즘을 가지고(t)

알고리즘 명령놀이-컴퓨터가 종이에 써서

풀기(B)

sB

학생이 서면으로 제시한 알고리즘을 가지고(s)

알고리즘 명령놀이-컴퓨터가 종이에 써서

풀기(B)

tCsA

교사가 의도하여 제작한 미완성된 알고리즘에

대하여(t)

반 전체가 토론을 거친 후(C),

학생이 서면으로 제시한 알고리즘을 가지고(s)

알고리즘 명령놀이-컴퓨터가 바로 말로 풀기(A)

sC
학생이 서면으로 제시한 알고리즘에 대하여(s)

반 전체가 토론하기(C)

sCA

학생이 서면으로 제시한 알고리즘에 대하여(s)

반 전체가 알고리즘 토론을 거친 후(C),

알고리즘 명령놀이-컴퓨터가 바로 말로 풀기(A)

sCB

학생이 서면으로 제시한 알고리즘에 대하여(s)

반 전체가 알고리즘 토론을 거친 후(C),

알고리즘 명령놀이-컴퓨터가 종이에 써서

풀기(B)

[표 5] 확장·조합 코딩과 활동 내용

[Table 5] Extended and combined coding and activities

한 단원 내에서 모든 차시가 수학과 컴퓨팅 사고력

의 융합 수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차시에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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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차시별 수업 활동 코딩

기

초

학

습

자연어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
일상생활을 자연어 알고리즘으로 표현

하기

수학을 자연어 알고리즘으로 표현하기

1

활
동
1




이 0.01임을 알기 D

진분수를 소수로 나타내기 tA

활
동
2

대분수를 소수로 나타내기 tA

소수 두 자리 수를 읽고 쓰기

소수 두 자리 수까지의 자릿값 알기
D

활
동
3

수직선에서 소수 표현하기 tA

2

활
동
1




이 0.001임을 알기 D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기 tA

활
동
2

소수 세 자리 수 읽고 쓰기

소수 세 자리 수까지의 자릿값 알기
D

수직선으로 소수 세 자리 수 나타내기 tA

활
동
3

소수 세 자리 수에서 0.1, 0.01, 0.001만

큼 크거나 작게 해보기
sA

3
활
동
1

소수를 수직선에 나타내고 비교하기 D

[표 6] 각 차시의 수업 전개에 따라 적용한 차시별 수업

활동 코딩 결과

[Table 6] Coding results of activities by class applied

according to class development of each class

는 활동들에 대하여 코딩 작업을 하였다. 차시에 진행

되는 활동들은 각각 수업 대표 활동(A, B, C)을 기반

으로 명령어를 제공하는 방식 및 짝과의 과제가 동일

한지 여부에 따라 [표 4]와 같은 약속으로 확장·조합하

여 코딩되었다. 확장하여 코딩하는 것은 수업 대표 활

동 3가지 외에 수업 대표 활동으로 다른 것이 추가되

거나 수업 대표 활동끼리 서로 함께 코딩되는 경우로

정했다. 또한, 조합하여 코딩하는 것은 수업 대표 활동

이 수업 대표 활동이 아닌 다른 요인과 함께 코딩되는

경우로 보았다. 전술했듯이 본 연구에서 수업 대표 활

동을 바탕으로 명령어 제공 방식과 짝과의 과제 동일

성 여부에 따라 확장·조합 코딩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대표적으로, t로 조합된 알고리즘 명령놀

이(tA, tB)에서는 알고리즘 체크리스트의 명령 칸에 교

사가 만든 알고리즘이 적힌 채로 알고리즘 활동지가

학생들에게 배부되고, 명령자는 교사가 제작한 알고리

즘을 그대로 컴퓨터에게 읽어주거나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보여주어야 한다.

t로 조합된 알고리즘 토론(tC)의 경우, 교사는 반 전

체 학생들이 화면을 통해 교사가 직접 작성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는 미완성 알고리즘을 보여준다. 반 전체

의 학생들은 교사가 의도한 미완성 알고리즘을 보고서

명령어들을 분석하거나 비판한다.

s로 조합된 알고리즘 토론의 경우(sC), 반 전체 학

생들에게 알고리즘 노트 중에서 명령 칸이 비어 있는

것을 나누어준다. 반 전체 학생들은 모두 명령자 입장

이 되어서 자신이 명령자라면 어떤 식으로 알고리즘을

조직할지 명령 칸에 직접 쓴다. 이후 교사는 학생이

자신이 만든 알고리즘을 발표할 때 컴퓨터로 타이핑하

여 반 전체가 그 학생의 명령어들을 읽을 수 있도록

해당 문서를 화면에 띄운다. 다른 학생들은 친구가 직

접 만든 알고리즘의 타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거

나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알고리즘 명령놀이에 짝과의 과제 동일성 여부에

따라 조합하여 코딩한다면 A-A′, B-B′2쌍씩 나타

난다. 그러나 알고리즘 토론에서는 하나의 알고리즘에

대하여 반 전체가 토론하는 것이기에 짝과의 과제 동

일성 여부를 구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C는

C′라는 대응되는 것이 없다. 이렇듯 짝과의 과제 동

일성 여부에 따라 조합 코딩한다면 2가지(A, B)×2경우

(′가 없는 경우, ′가 있는 경우)+ 1가지(C) = 5가지

(A-A′, B-B′, C)로 나타난다.

수업 대표 활동으로부터 확장·조합 코딩한 이후에는

단원에서 핵심적으로 배워야 할 학습 내용을 차시별로

선별한 후, 초등학교 4학년 교사 6명으로부터 타당성

을 검증받았다. 이러한 핵심 학습 내용을 각 차시의

수업 전개에 따라 배열하고 구조화하였으며, [표 6]과

같이 각 내용에 따른 차시별 수업 활동에 맞도록 [표

5]의 확장·조합 코딩된 활동들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

하여 한 단원 내에서 모든 차시가 학습과 평가가 통합

된 컴퓨팅 사고력 기반의 수학 수업으로서 통일성 있

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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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동
2

모눈종이에 소수를 표현하여 맨 끝 자

리의 0을 생략할 수 있음을 알기
tA

자릿값이 같거나 다른 소수의 크기 비

교하기
tA

활
동
3

소수의 크기 비교하는 법 알기
sCA

sA′

4

활
동
1

1, 0.1, 0.001의 관계 알기
D

tA

활
동
2

자연수에 


을 거듭 곱할 때 소수점

의 위치 변화 알기

sA′

소수 세 자리 수에 10을 거듭 곱할 때

소수점의 위치 변화 알기
sA′

활
동
3

자연수에 


을 거듭 곱할 때 소수점

의 위치 변화 알기 적용

sA′

소수 세 자리 수에 10을 거듭 곱할 때

소수점의 위치 변화 알기 적용
sA′

5

활
동
1

소수 한 자리 수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통하여 소수 한 자리 수끼리의

받아 올림이 없는 덧셈하기

tB

소수 한 자리 수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통하여 소수 한 자리 수끼리의

받아 올림이 있는 덧셈하기

tB

활
동
2

단위소수의 개수의 합을 통하여 소수

한 자리 수끼리의 덧셈하기
tB

소수 한 자리 수끼리의 덧셈하는 법

형식화하기
sC

활
동
3

소수 한 자리 수끼리의 덧셈 세로셈으

로 하는 법 형식화하기
sC

소수 한자리 수끼리의 덧셈문제 풀기 sB′

6

활
동
1

소수 한 자리 수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통하여 소수 한 자리 수끼리의

받아 내림이 없는 뺄셈하기

tB

소수 한 자리 수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통하여 소수 한 자리 수끼리의

받아 내림이 있는 뺄셈하기

tB

활
동
2

수직선을 이용하여 소수 한 자리 수의

뺄셈하기
tB

단위소수의 개수의 차를 통하여 소수 tB

한 자리 수끼리의 뺄셈하기

소수 한 자리 수끼리의 뺄셈하는 법

형식화하기
sC

활
동
3

소수 한 자리 수끼리의 뺄셈 세로셈으

로 하는 법 형식화하기
sC

소수 한자리 수끼리의 뺄셈문제 풀기 sB′

7

활
동
1

수직선으로 소수 두 자리 수 표현하고

소수 두 자리 수의 덧셈하기
tB

소수 두 자리 수의 덧셈하는 법 형식

화하기
sC

활
동
2

소수 두 자리 수를 모눈종이로 표현하

고 소수 두 자리 수의 덧셈하기
tB

소수 두 자리 수의 덧셈 세로셈으로

하는 법 형식화하기
sC

활
동
3

소수 두 자리 수의 덧셈 문제 풀기 sCB′

8

활
동
1

수직선으로 소수 두 자리 수 표현하고

소수 두 자리 수의 뺄셈하기
tB

소수 두 자리 수의 뺄셈하는 법 형식

화하기
sC

활
동
2

소수 두 자리 수를 모눈종이로 표현하

고 소수 두 자리 수의 뺄셈하기
tB

소수 두 자리 수의 뺄셈 세로셈으로

하는 법 형식화하기
sC

활
동
3

소수 두 자리 수의 뺄셈 문제 풀기 sCB′

[표 6] 중에서 1차시를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활동이

3개로 나누어져 있고 교사가 서면으로 제시한 알고리

즘에 대하여 알고리즘 명령놀이(tA)가 주된 활동이다.

알고리즘 명령놀이를 할 때에는 실험 집단에게 [그림

3]의 알고리즘 활동지를 배부하였는데 이는 학습과 평

가가 통합된 수업의 매개체가 되어 실험 집단의 해결

과제이자 동료 평가를 위한 평가도구로써 기능을 했다.

알고리즘 명령놀이의 경우 알고리즘 활동지에는 알

고리즘 체크리스트가 구성되어 있다. [그림 3]의 첫 번

째 활동을 살펴보면, 명령자 역할 학생은 활동지에 적

힌 첫 번째 명령어를 컴퓨터 역할 학생에게 말한다.

컴퓨터 역할 학생은 정답을 구두로 대답한다. 만약 컴

퓨터 역할 학생이 알맞게 답했을 경우, 명령자 역할

학생은 알고리즘 체크리스트의 컴퓨터 문제해결 정오

표 칸에 O를 한다. 만약 틀리게 답했을 경우, 명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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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차시 알고리즘 활동지

[Fig. 3] Algorithm activity sheet of the first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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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학생은 정답을 유도할 수 있는 피드백을 제공하

고 피드백 내용을 도움말 칸에 적는다. 도움말은 컴퓨

터 역할의 학생이 정답을 맞힐 때까지 제공해야 하며,

컴퓨터 역할 학생이 정답을 맞혀야만 명령자 학생이

다음 명령어로 넘어가서 명령을 진행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여 명령자 역할과 컴퓨터 역할의 학생들

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을 완성해야 한다.

특히, 알고리즘적 사고와 재귀적 사고라는 컴퓨팅

사고력과 수학적 사고의 공통요소들은 학습과 평가가

통합된 수업을 가능하게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알고리즘적 사고는 학생들이 명령어를 하나씩 점검해

나가면서 전체 문제 해결이 올바른지 판단할 수 있도

록 했으며, 재귀적 사고는 오답일 경우 다시 원래 명

령어로 돌아가서 맞힐 때까지 컴퓨터 역할 학생에게

도움말을 제공하여 재시도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했다.

이경화 외(2016)가 제시한 학습과 평가가 통합된 수

업의 특성과 대응시켜보면, 먼저 학습 과정 중에 명령

자 학생이 컴퓨터 학생을 평가함으로써 비형식적인 방

법의 평가와 학생 주체의 평가가 가능하였다. 또한, 재

귀적 사고로 인한 도움말은 컴퓨터 학생에게 실제적이

고 즉각적인 피드백으로써 기능할 수 있었다. 즉, 컴퓨

팅 사고력과 수학적 사고의 공통요소 중 특히, 알고리

즘적 사고와 재귀적 사고는 학습과 평가가 통합된 수

업을 설계하는 주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었다.

Ⅳ. 연구 결과

1. 수학 학습과 평가를 통합한 컴퓨팅 사고력 기

반의 수업이 초등학생들의 메타인지에 주는 영향

가. 메타인지에 대한 실험반과 비교반의 검사 결과

메타인지 사전 검사는 실험 처치를 하기 전, 실험반

과 비교반의 집단 전체의 수학적 태도에 있어서 동질

집단인지를 확인하고자 실시하였다. 사전 메타인지 검

사에서 실험반과 비교반은 통계적으로 유의 수준 5%

에서 메타인지의 모든 하위 요소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동질 집단임을 확인하였다(t=-0.379,

p>.05). 사전 메타인지 검사 결과는 [표 7]과 같다.

영역 집단 구분 평균 t p

계획
실험반 3.4167

0.766 0.447
비교반 3.2083

점검
실험반 3.0000

-1.260 0.214
비교반 3.3021

조절
실험반 3.2188

-0.967 0.339
비교반 3.3958

자기
평가

실험반 3.1458
-0.085 0.933

비교반 3.1667

전체
실험반 3.1953

-0.379 0.706
비교반 3.2682

[표 7] 메타인지에 대한 사전 검사 결과

[Table 7] Pre-test results for metacognition

*p<0.05

사후 메타인지 검사에서 실험반과 비교반은 메타인

지의 모든 하위 요소와 전체 평균에 대하여 통계적으

로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t=3.664, p<.05) 사후 메타인지 검사 결과는 [표 8]과

같다.

영역 집단 구분 평균 t p

계획
실험반 3.8438 2.072

* 0.044
비교반 3.2708

점검
실험반 3.8854 0.625

*** 0.000
비교반 3.0625

조절
실험반 3.9271 0.591

* 0.014
비교반 3.3125

자기
평가

실험반 3.8438 4.715
*** 0.000

비교반 2.8438

전체
실험반 3.8750 3.664

** 0.001
비교반 3.1223

[표 8] 메타인지에 대한 사후 검사 결과

[Table 8] Post-test results for metacognition

＊p<0.05, **p<0.01, ***p<0.001

사후 메타인지 검사의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하위 요인에서 실험반과 비교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과 평가를

통합한 컴퓨팅 사고력 기반 수학 수업이 학생들의 계

획, 점검, 조절, 자기평가라는 메타인지의 모든 하위 요

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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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메타인지에 대한 실험 집단의 활동지 분석

1) 계획

계획은 ‘추상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계획’ 또는 ‘표준

알고리즘과 비형식적인 알고리즘’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다. 추상적인 계획은 추상적인 용어로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추상적인 용어란 [그림 4]와 같이 구체

적인 숫자 대신에 그 수의 특징을 추상화하여 보다 포

괄적인 언어를 사용한 것이다. 이와 대응되는 것은 [그

림 5]처럼 구체적인 숫자를 그대로 사용하여 알고리즘

을 만드는 경우로 보았다.

[그림 4] 계획 1 - 추상적인 계획

[Fig. 4] Plan 1 – abstract planning

[그림 5] 계획 2 - 구체적인 계획

[Fig. 5] Plan 2 – specific planning

다음으로, 표준 알고리즘은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가

장 표준화된 알고리즘을 일컫는다. 널리 알려진 형식

적 풀이 방법으로 알고리즘을 작성했을 경우, 표준 알

고리즘을 작성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반면, 표준 알고

리즘이 아닌 것은 모두 비형식적 알고리즘이라고 보았

다.

한 학생은 한 차시 안에서도 다른 형태의 알고리즘

계획을 세웠다. [그림 6]은 소수 한 자리수의 덧셈에

대하여 표준 알고리즘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바로 다

음 활동의 [그림 7]에서는 비형식적 알고리즘 계획을

세워서 해결하고 있다. 각각의 소수에 소수점을 없앤

다음에 자연수처럼 계산하고 마지막에 소수 형태로 바

꾸는 것이었다.

[그림 6] 계획 3 - 표준 알고리즘 계획

[Fig. 6] Plan 3 – standard algorithm planning

[그림 7] 계획 4 - 비형식적 알고리즘 계획

[Fig. 7] Plan 4 – informal algorithm planning

2) 점검

점검은 점검을 하는 대상에 따라 자기 모니터링과

타인 모니터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자기 모니터링

은 자기 자신의 수행을 점검하는 것, 타인 모니터링은

타인의 수행을 점검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자기 모

니터링과 타인 모니터링은 다른 메타인지의 하위 요소

들과 달리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과정이 아니어서 가시

적인 다른 요소들로부터 유추함으로써 확인해야 했다.

자기 모니터링에선 그 근거로 종이 여백에 학생들

의 필산의 과정이 드러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림

8]의 학생은 필산을 하면서 알고리즘 계획을 세울 수

도 있었고, 알고리즘을 모두 만든 다음에 알고리즘대

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필산을 하기도 했

다.

한편, 타인 모니터링에선 상대방의 답에 근거하여

‘도움말(피드백)’을 준 경우, 다시 말해 타조절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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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대방의 답에 근거한 경우 타인 모니터링이 확실

하게 드러났다.

[그림 8] 점검 1 - 자기 모니터링

[Fig. 8] Monitoring 1 – self-monitoring

[그림 9]에서는 컴퓨터 역할의 학생이 문제를 제대

로 풀고 있는지 명령자가 감시를 하고 있었다. 0.570이

라고 굳이 쓸 필요가 없음을 판단하고 명령자 학생이

0을 생략하라고 도움말을 주고 있는 장면이었다. 이는

명령자가 주의 깊게 컴퓨터의 수행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림 9] 점검 2 - 타인 모니터링

[Fig. 9] Monitoring 2 – other-monitoring

3) 조절

조절은 조절을 하는 주체에 따라 자기조절과 타조

절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자기조절은 자신의 수행을

직접 자기 자신이 수정하는 것을 의미했다. 타조절은

타인의 도움으로부터 자신의 수행을 수정하게 되는 것

을 의미했다.

[그림 10]의 학생은 받아올림이 있는 두 자리 수의

덧셈에서 기존에 없었던 ‘받아올린 수’를 첨가하여 자

기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0] 조절 1 – 자기조절

[Fig. 10] Control 1 – self-controlling

[그림 11]에서 명령자 학생은 ‘분수가 아니라 소수’,

‘10×3=답’이라는 도움말을 주고 있다. 컴퓨터 학생은

이러한 명령자 학생의 도움말을 통해 수행에 성공하여

다음 단계를 거쳐 해당 문제의 알고리즘을 해결하였다.

특히, ‘10×3=답’이라는 명령자 학생의 도움말은 컴퓨터

학생이 수학 개념 중에서 무엇을 제대로 모르는지 짐

작하고 추측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1] 조절 2 – 타조절

[Fig. 11] Control 2 – other-controlling

4) 자기평가

자기평가는 자신의 수행에 관한 스스로의 평가를

의미한다. 특히, 여기에서는 ‘직접적인 자기평가’와 ‘동



심 효 신․박 만 구252

료평가로부터 환류되는 자기평가’로 구별하고자 했다.

직접적인 자기평가는 자신의 수행에 관하여 직접적으

로 평가하는 것으로, 동료평가로부터 환류되는 자기평

가는 동료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 평가를 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12]는 알고리즘을 조직하는 과정 중간에 자신

의 알고리즘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장면으로 자신이

원래 만들었던 명령어를 연필로 지운 흔적이 보였다.

이런 흔적들은 알고리즘을 만드는 전 과정에서 계속해

서 자기평가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나타냈다.

[그림 12] 자기평가 1 - 직접적인 자기평가

[Fig. 12] Self-evaluation 1 – direct self-evaluating

[그림 13] 자기평가 2 - 동료평가로부터 환류되는

자기평가

[Fig. 13] Self-evaluation 2 – self-evaluating from

peer-evaluating

동료평가로부터 환류되는 자기평가의 사례는 두 활

동지 장면을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었다. 먼저 [그림

13]은 알고리즘 토론 활동에서 토론의 대상이 된 알고

리즘 노트이다. 이로 인해 소수점을 임의로 빼서 자연

수처럼 더하는 비형식적인 전략이 오류가 생길 수 있

음을 학생들이 발견하게 했다. 이러한 과정은 반 전체

적으로 이 알고리즘 노트에 대하여 동료 평가가 이루

어졌다. 추후 학생들의 알고리즘 노트를 수합한 결과

[그림 14]에서와 같이 동료 평가로부터 영향을 받아

수업 후 자기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 나타났다.

각각의 3번 명령어를 보면 ‘82+20을 한다’라는 발음

이 부자연스러운 문장과 함께, 숫자 0이 2 옆에 뒤늦

게 끼워진 것처럼 나타났다. 이것은 [그림 13]의 동료

평가 결과가 자신의 수행 과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하

게 하는 자기평가로 환류되었음을 의미하며, 더 나아

가 자기조절까지 이끌었던 것이다.

[그림 14] 자기평가 3 - 동료평가로부터 환류 되는

자기평가

[Fig. 14] Self-evaluation 3 – self-evaluating from

peer-evaluating

2. 수학 학습과 평가를 통합한 컴퓨팅 사고력 기

반의 수업이 초등학생들의 수학학업성취도에 주는

영향

가. 수학학업성취도에 대한 실험반과 비교반의 검사

결과

수학학업성취도 사전 검사는 실험 처치를 하기 전,

실험반과 비교반의 집단 전체의 학업성취도에 있어서

동질 집단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사전 수학학업성취도 검사에서 실험반과 비교반은

평균이 각각 91.42, 94.25로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5%에

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동질 집단임이 확인하였다

(t=-1.507, p=0.172). 사전 수학학업성취도 검사 결과는

[표 9]와 같다.

집단 구분 평균 표준 편차 t p

실험 집단 91.42 6.965
-1.507 0.172

비교 집단 94.25 6.024

[표 9] 수학학업성취도에 대한 사전 검사 결과

[Table 9] pre-test results of mathematics achievem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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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수학학업성취도 검사에서 실험반이 더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였으며 실험반과 비교반은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t=2.796,

p<.05) 사후 수학학업성취도 검사 결과는 [표 10]과 같

다.

집단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

실험 집단 93.38 5.148
2.796** 0.008

비교 집단 88.42 6.996

[표 10] 수학학업성취도에 대한 사후 검사 결과

[Table 10] post-test results of mathematics achievement

*p<0.05 **p<0.01 ***p<0.001

나. 수학학업성취도에 대한 실험 집단의 활동지 분

석

수학학업성취도에 대한 실험 집단의 활동지 및 사

후 수업 소감문을 분석한 결과 ‘알고리즘이 프로토콜

로써 기능’, ‘알고리즘이 스캐폴딩(Scaffolding)으로써

기능’, ‘소집단 협업 활동으로 인한 긍정적인 메타정의

의 기능’,‘효과적인 피드백 제공 전략으로써 기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다.

1) 알고리즘이 프로토콜로써 기능

학생의 사고과정을 들여다보는 방법 중의 하나로

프로토콜 분석법이 있다. 프로토콜 분석법은 문제해결

자의 인지 활동을 기록한 것이며, 노트, 언어보고, 스케

치 등의 방법들이 있다(안세헌, 1998). 활동지를 분석

한 결과, 학생들이 직접 기술한 알고리즘은 그 자체로

그들의 사고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프로토콜로

서 작용하였다.

[그림 15] 알고리즘이 프로토콜로써 기능 - 사고 과정

에서 오류 발견

[Fig. 15] Algorithm functions as a protocol – fault

finding in thought process

여기서 프로토콜은 두 가지 역할을 한 것으로 크게

나누어 보았는데, 첫째는 학생들의 사고 과정으로 기

록되므로, [그림 15]와 같이 학생들의 오류를 발견하게

해준다는 점이고, 둘째는 그들이 직관적으로 푸는 비

형식적 문제 풀이의 한계를 드러나게 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의 사고과정과 문제 풀이의 한계

를 보여주는 알고리즘의 기능들은 추후 문제풀이 오류

가능성을 낮춰 학업성취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었

다.

2) 알고리즘이 스캐폴딩(Scaffolding)으로써 기능

Vygotsky의 이론에 따르면 학습자는 사회적인 상호

작용의 스캐폴딩(Scaffolding)을 통해 자기중심적 언어

를 거치면서 자신의 내적 언어를 구사하여 스스로 세

계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조희숙 외, 1994, 재인용).

이와 마찬가지로, [그림 16]의 학생은 소수의 덧셈과

뺄셈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교사와 또래

학생이 제공한 알고리즘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차시

가 진행된 결과, 7차시에 해당하는 수업에서 자기 스

스로의 힘으로 수학 문제 풀이에 관한 알고리즘을 구

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알고리즘이 학생에게 외적

언어(문제해결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적 언어(스

스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발달하게 하는

스캐폴딩(Scaffolding)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6] 알고리즘이 스캐폴딩으로써 기능

[Fig. 16] Algorithm functions as scaffolding

3) 소집단 협업 활동으로 인한 긍정적인 메타정의의

기능

Damon과 Phelps(1989)에 따르면 동료(peer) 학습은

동료 교수, 협력 학습, 협업으로 구별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알고리즘 명령놀이 활동은 2인 1조의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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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가진 학생들이 공유된 활동을 바탕으로 지속적

인 의사소통을 하고, 공동의 목표, 이해의 공동 구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협업(Granott, 1993)으로 분류하였다.

사후 수업 소감문 분석 결과, 학생들은 특히, 알고리

즘 명령놀이라는 소집단 협업 활동으로 인하여 흥미,

즐거움을 느꼈다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인지

와 정의를 연결하는 것이 메타정의라고 볼 때(도주원,

2018), 학생들은 학습과 평가가 통합된 컴퓨팅 사고력

기반 수학 수업이 내재하고 있는 소집단 협업으로서의

요소가 메타정의로 작용하여 인지적인 활동에서 긍정

적인 정의적 반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였다. 학생들

은 서로를 평가자, 평가 대상자로 인식하기보다 학습

과 평가가 통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해결

해나가는 협업자, 조력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러한 인식은 문제 풀이에 대한 정의적 측면에서 긍

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었다. 이는 동료평가가 정의적

측면에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

와 맥락을 같이 하였다(Born, 2003; Topping et al.,

2000).

1. 알고리즘 명령놀이를 할 때 기존 수업 방식과 다

르게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표 11] 소집단 협업 활동으로 인한 긍정적인 메타정의

의 기능

[Table 11] Function as a positive meta-affection by a

small group collaboration activities

[표 11]에서 ‘친구들과 함께 격려해주면서 문제 풀

기’, ‘문제를 주고받기’, ‘서로 문제를 만들고 맞히기’,

‘서로 Q&A처럼 질문해가면서 말하기’가 인지적인 활

동이라면, 이러한 인지적 활동으로부터 연결되어 ‘재미

있었다’, ‘좋았다’와 같은 긍정적인 정의적 반응이 나오

도록 기능한 것은 메타정의이다. 이러한 소집단 협업

에서의 긍정적인 메타정의는 학생들의 ‘재미있다’와 같

은 정의적 반응으로부터 인지적 활동의 결과인 수학학

업성취도에도 긍정적으로 연결한 것으로 보였다.

4) 효과적인 피드백 제공 전략으로써 기능

본 수업의 도움말(피드백)은 학생들에게 평가에 대

한 결과를 환류하면서 수학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다. 명령자는 컴퓨터 학생에게

명령을 하고, 그의 수행을 감시하고 도움말을 주게 된

다. 이때, 명령자가 컴퓨터 역할의 학생이 순서와 논리

적 절차에 따라 문제해결에 성공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알고리즘적 사고와 관련되어 있었다. 그리고 알고리즘

중 어떤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할 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다시 그 단계로 돌아가는 것은 재귀적 사고와

관련되어 있었다.

이렇게 컴퓨팅 사고력과 수학적 사고의 공통 요소

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본 수업은 피드백 제공에

있어서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었다. 특히, 알고리즘

적 사고와 재귀적 사고를 바탕으로 실시되기에 평가자

와 평가 대상자 간의 도움말(피드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었다. 각 단계의 명령어에 대하여 성공을

해야만 다음 명령어로 넘어갈 수 있어서 명령자가 컴

퓨터에게 제공하는 도움말(피드백)은 컴퓨터의 문제해

결을 위해 필수적이었으며, 명령자 학생들은 도움말(피

드백)을 컴퓨터 학생에게 더 잘 제공하려고 하였다. 결

국, 피드백은 평가 자체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학생들

이 알고리즘 명령놀이를 통하여 문제를 함께 협업하여

해결하기 위한 조건이 되었다.

즉, 컴퓨팅 사고력 기반의 학습과 평가가 통합된 수

학 수업은 효과적인 피드백 제공의 전략으로써 기능하

여 평가와 학습의 선순환적인 관계에 효과적으로 작용

하였으며, 학생들의 수학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게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과정중심평가의 본질적인 의미가 학생들

의 학습을 돕고자 하는 평가라는 측면에서 살펴봄과

동시에 컴퓨팅 사고력과 수학 수업을 함께 융합하여

‘수학 학습과 평가가 통합된 컴퓨팅 사고력 기반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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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초등학생의 메타인지와 수학학업성취도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수학 학습과 평가를 통합한 컴퓨팅 사고력 기

반의 수학 수업은 초등학생들의 메타인지에 향상을 가

져왔다. 실험반과 비교반의 독립표본 t검증 결과, 메타

인지의 하위 요소인 계획, 점검, 조절, 자기 평가 모두

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실험반에

게 투입한 활동지에서 본 연구의 수업이 그들의 메타

인지 향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장면들을 메타

인지의 하위 요소별로 정리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계획 요소에서는 학생들의 알고리즘 계획을

추상적인 계획 또는 구체적인 계획, 또는 표준 알고리

즘 계획 또는 비형식적 알고리즘 계획으로 나누어 살

펴볼 수 있었다. 추상적인 계획 또는 구체적인 계획은

알고리즘을 기술할 때 용어가 추상화된 상태였는지,

문제에서 제시된 수들을 그대로 이용했는지에 따라 분

류하였다. 표준 알고리즘 계획 또는 비형식적 알고리

즘 계획은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장 표준화된

알고리즘인지 아닌지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처럼 학생

들은 문제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해결 계획을 세웠

고, 이는 학생들의 계획 요소가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점검 요인에서는 점검의 대상에 따라 자기 모니터

링과 타인 모니터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자기 자

신의 수행을 점검하는 것은 자기 모니터링으로 분류하

였다. 자기 모니터링은 학생들이 알고리즘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제대로 알고리즘을 만들고 있는

지 검토할 때 일어났다. 학생들은 자기 모니터링을 거

쳐 자기조절을 하거나, 필산을 통하여 자기 모니터링

을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필산을 자기 조절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자기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근거

로 보았다. 정답없이 문제해결과정에 대한 알고리즘만

만들면 해결되는 과제에서도 학생들은 필산을 통해 정

답을 구하면서까지 자신의 알고리즘이 정당한지 확인

하였다. 즉, 알고리즘대로 수행하면 필산을 통해 답이

제대로 도출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타인의 수행 과정을 점검하는 것은 타인 모니터링

으로 분류하였다. 명령자 역할의 학생들은 컴퓨터 역

할 학생의 수행을 유심히 지켜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도움말(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자기 모니터링과 마찬가

지로, 조절이 드러난 장면에서 점검이 선행되었을 것

이라고 유추하였다. 즉, 학생들은 타인 모니터링을 거

쳐 다른 친구의 타조절을 도와주었다. 특히, 본 연구에

서는 타인 모니터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근거를 명령

자가 제공한 도움말(피드백)이 컴퓨터 역할의 학생의

답에서부터 이끌어져 나왔을 때로 보았다. 이렇게 컴

퓨터 역할의 답에서부터 근거한 도움말(피드백)은 컴

퓨터의 타조절이 명령자의 타인 모니터링으로부터 이

끌어져 나왔음을 보여주었다.

조절의 경우, 조절을 하는 주체에 따라 ‘자기 조절’

과 ‘타조절’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자기 조절은 자신의

수행을 직접 자기 자신이 수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

생들은 자신이 조직한 명령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틀

린 것이 발견되면, 수정을 시도하는 자기 조절이 나타

났다. 예를 들어, 자신의 알고리즘의 각 단계별 명령어

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변화, 삭제, 추가하였다. 타조

절은 타인의 도움으로부터 자신의 수행을 수정하게 되

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들은 알고리즘 명령놀이에서

명령자 역할일 때 컴퓨터 역할의 학생의 수행이 잘못

된 것이 발견되면 ‘도움말’이라는 피드백을 제공하면서

타조절이 일어났다. 타조절 중에는 타인 모니터링 과

정을 거친 결과가 직접 드러난 것도 있었고, 상대방이

모른다고 추측되는 수학적 개념을 알려주려고 시도하

는 경우도 있었다.

자기평가의 경우, ‘직접적인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로

부터 환류된 자기평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직접적

인 자기 평가’는 자신이 만든 알고리즘에 대해서 스스

로의 기준을 가지고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자신이 만든 알고리즘에 대하여 평

가를 한 후, 스스로 못했다고 판단을 하면 알고리즘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려고 했다. 삭제하거나 수정하려는

행위는 자기 조절이지만, 삭제하거나 수정하려고 하는

동기에는 ‘못했다’고 판단하는 자기평가가 있었다고 보

았다. ‘동료평가로부터 환류된 자기 평가’는 동료 평가

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수행을 평가하는 것이다.

알고리즘 명령놀이와 알고리즘 토론은 표면상 동료 평

가로 분류한다. 알고리즘 명령 놀이에선 명령자가 평

가자, 컴퓨터가 평가 대상자로 구분되며, 알고리즘 토

론에선 특정 학생의 알고리즘이 평가 대상, 나머지 반

학생들이 평가자로 구분된다. 그런데 이때, 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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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평가를 하면서도 다시 자신의 수행에 반영하여 자

기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알고리즘

토론에서 자신의 알고리즘이 토론 대상 알고리즘이 아

니더라도, 동료의 알고리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자

신의 것을 수정하려는 시도를 볼 수 있었다. 이는 동

료평가의 결과가 자기평가로 환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수학 학습과 평가를 통합한 컴퓨팅 사고력 기

반의 수학 수업은 초등학생들의 수학학업성취도에 향

상을 가져왔다. 실험반과 비교반의 독립표본 t검증 결

과, 수학학업성취도에 대하여 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

미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또한, 수업 중 투입한 활동지

와 사후 수업 소감문에서 본 연구의 수업이 수학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고리즘이 프로토콜로써

기능’, ‘알고리즘 활동이 스캐폴딩으로써 기능’, ‘소집단

협업 활동으로 인한 긍정적인 메타정의의 기능’, ‘효과

적인 피드백 제공 전략으로써 기능’이 있었다.

먼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수업에서 알고리즘은 프

로토콜로써 기능하였다. 프로토콜이란 문제를 해결하

는 사람의 사고과정을 기록한 것을 의미하는데, 알고

리즘은 특히, 논리적인 순서와 절차로 이루어져 있어

서 기록으로 남기기에 효과적이었다. 프로토콜은 학생

들의 사고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게 하고, 직관적 문

제 풀이의 한계를 인식하게 하는 수단이 되었다. 우선

학생들은 자신이 만든 알고리즘대로 문제해결에 성공

하지 못했을 때 사고과정이 순서대로 드러나는 알고리

즘을 통하여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또래 친구와 교사

들도 오류가 나타난 부분을 찾을 수 있었다. 뿐만 아

니라,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하는 비형식적

알고리즘 중에서 직관적인 문제 풀이의 경우, 그 풀이

의 한계를 보여줄 수 있었다. 직관적 풀이를 바탕으로

기록된 알고리즘은 어떠한 논리적 비약이 숨어있을 수

있다. 이 때, 직관적 풀이를 알고리즘으로 기술하다보

면, 논리적 비약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풀이의 한

계나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알고리즘은 학생들에게 스캐폴딩(Scaffolding)

으로써 기능하였다. Vygotsky는 학습자의 근접발달영

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에서 교사나 유능

한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스캐폴딩(Scaffolding)으로 작

용하여 잠재적 발달 영역으로 도달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즉, 환경에 제약을 받는 외적 언어가 자기 스

스로 독립하는 내적언어로 변환되려면 스캐폴딩이 필

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8차시에 해당하는 수업들

은 수업 대표 활동 3가지를 바탕으로 확장·조합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교사와 또래가 제공한 알고리즘이

패턴처럼 반복되었다. 한 학생은 수학 문제해결에 어

려움을 보였었는데, 알고리즘을 단원 전체에 걸쳐 모

방, 실천한 결과 자신만의 언어로 수학 문제 풀이 과

정의 알고리즘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외적

언어였던 수학 문제해결이 알고리즘이라는 스캐폴딩의

작용으로 인해 내적 언어로 전환되어, 자기 스스로 수

학 문제해결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었다. 이는

알고리즘이 알고리즘 명령놀이와 알고리즘 토론이라는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학생들에게 스캐폴딩으로 기

능하였고, 그로 인하여 학생들의 수학학업성취도를 높

일 수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알고리즘 명령놀이는 소집단 협업 활동으로

인하여 긍정적인 메타정의의 기능을 유도한 것으로 보

였다. 도주원(2018)에 따르면 메타정의란 "정의적 요소

를 반드시 포함하는 상호 관련된 인지적, 정의적 요소

들의 연쇄"(p.8)이다. 학생들은 사후 수업 소감문에서

친구와의 소통하는 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서 즐거움을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친구들과 소통하는

활동이 인지적인 차원이라면, 즐거움과 같은 반응은

정의적인 차원이다. 인지적 차원과 정의적 차원을 긍

정적으로 매개하는 것이기에 긍정적인 메타 정의가 드

러났다. 이러한 긍정적인 메타 정의는 학습자의 인지

또는 메타인지와 다시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학

습자의 수학학업성취도를 높이도록 유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수업 대표 활동인

알고리즘 명령놀이는 효과적인 피드백 제공 전략으로

써 기능하였다. 특히, 알고리즘 명령놀이에 기반이 되

는 알고리즘적 사고와 재귀적 사고가 명령자와 컴퓨터

학생의 피드백 의존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구조를 설계

하였다. 반드시 컴퓨터 학생이 답을 맞혀야만 다음 명

령을 내려야 한다는 것과 다를 경우 다시 해당 명령으

로 돌아가서 정답을 맞힐 때까지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것은 알고리즘적 사고와 재귀적 사고가 전제되어있던

것이었다. 이러한 전제는 명령자 역할과 컴퓨터 역할

이 각각 평가를 하고 평가를 받더라도, 전체적인 알고

리즘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목표를 공유하게 했다.

따라서 피드백은 알고리즘 명령 놀이에서 평가 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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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위하는 것 이상으로 협업을 위한 조건이 되었다.

본 연구는 과정중심평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학습과 평가가 통합된 수업의 패러다임에 합류하

면서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구체적

인 수학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쟁점인 컴퓨팅 사고력이 결국 문

제해결과정이기에 교과수업과 통합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컴퓨터 과학이 수학적 사고

에 기초한다는 주장으로부터 본 연구는 컴퓨팅 사고력

기반의 수학 수업을 설계하였다. 또한 컴퓨팅 사고력

과 수학적 사고의 공통요소 중, 특히 알고리즘적 사고

와 재귀적 사고는 동료평가와 자기평가의 형태로 학습

과 평가를 통합한 수업을 설계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다. 수학 교과는 컴퓨팅 사고력과 함께 융합되면

서 학생들에게 문제해결과정을 강조할 수 있었다. 또

한 학생들은 스스로 또는 동료와 함께 문제해결의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설계된 수업은 초등학생들의 메타인지와

수학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수학 학습과 평가가 통합된 컴퓨팅 사고력 기

반의 수업 방식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료 평가 및

자기 평가, 체크리스트를 통한 관찰평가를 역할놀이와

토론으로 구현하여 각각 알고리즘 명령놀이와 알고리

즘 토론이라는 수업 대표 유형들을 설정하였다. 학습

과 평가가 통합된 방법에는 이러한 동료 평가 및 자기

평가, 관찰평가 외에도 다양한 평가 방법이 있다. 그러

한 평가 방법들이 컴퓨팅 사고력 기반의 수학 수업으

로써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

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학 학습과 평가가 통합된 컴퓨팅 사고력 기

반의 수업이 메타인지와 수학학업성취도 외에 어떤 효

과를 가져 올 수 있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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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2015 revised mathematics curriculum specified software education as a mandatory curriculum 
amid a trend in which the software environment was extended to daily life due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also calls for a paradigm shift in lessons that incorporate learning and evaluation by 
specifying a process-oriented assessment. This study focused on addition and subtraction classes based 
on computational thinking skills that integrate mathematics learning and evaluation. Two fourth grade 
classes of elementary schools in Seoul were selected to conduct a pre- and post- test of metacognition 
and mathematics achievement through quantitative research. Also, a mixed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students' activities and opinions in parallel. The results of the study confirmed that the 
computational thinking-based classes, which incorporate mathematics learning and evalu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metacogni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 improvement of their 
achievement scores. In addition to those identified in this study, further studies on other factors a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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