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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는 G 학에  214  학생들  상 로 네 강 로 나누어 주 에 2시간씩 16주 동안 학 초

수학  수업하는 과 에  스마트폰  활용한 비주얼  수학  본 개념 해  학업 취도에 미 는 향  

하 다. 또한 스마트폰  SNS를 통한 각  피드  학습  학업에 미 는 향  사하 다. 공학도  

활용에 하여 수업  사 스트  수업 후 사후 스트를 통해 총 30문항  태도 검사를 실시하 다. 간고사  

말고사 결과를 하여 수업  학습  수학개념에 한 해도  차 를 하 다. 연 결과로는 

 지필 에만 했  식과 달리 공학 도 를 사용함 로  시각  해 로 그래프  수학  개념  

연결고리가 형 어 학습  개념  가능  보여주었다. 스마트폰  비롯한 공학도  사용  개념  

해를  쉽도록 지원하 고 학생들   참여를 도할 수 었 , 수학에 한 미 과  태도를 

촉진할 수 다는  과를 얻게 었다.

주 어 : 스마트폰 활용, 학수업, 초수학, 시각  사 통, 공학도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visual mathematics education using smartphones and immediate 

feedback through SNS on students’ understanding of basic mathematical concept and academic achievement at 

the tertiary level. Researchers analyzed the test results of 214 students' mid-term and final examination in 4 

classes consisted of 16 weeks' classes with two hours per week. Also their 30 questionnaire survey results were 

analyzed. The result reveals that classes using smartphones promoted understanding mathematical concepts and 

induced students' motivation and affirmative reaction. This study implies that an appropriate use of technology 

will support dynamic visualization of mathematical modeling and its interpretation, which enables students' 

active participation and deeper 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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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개인 간의 의사소통을 한 도구들의 기능이 강력해

지는 사회에서 교육 장에서도 테크놀로지를 활용

한 다양한 수업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한 공학도구

의 활용은 학습 장에서 신 인 수단을 제공할 수 있

으며 교육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기 감 때문이다.

디지털 기술의 지속 인 발 은 새로운 교수학습모형의

개발로 이어지고 있고 실제로 학습의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는지에 한 조사 연구도계속 으로 수행되

고 있는 상황이다.

손쉽게 들고 다니며 각종 정보를 수신하고 자신의 의

견이나 작업을 생산해서 송신할 수도있는 인터 티 한

스마트폰은 그 기능의 고도화와 기동성 휴 의 편의

성으로 인해서 사회의 곳곳에서 명 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에 교육의 장에서도 그 도입을 추구

하고 있는 바, 최근 첨단의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어

과목 등에서 스마트폰을 수업에 용하는 가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 수학 분야에서 테크놀로지를활용하는 는

많지 않다. 그러나 수학이라는 학문이 학령기 교육에서

학문의 기 를 형성하고 특히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 으로 크다는 을 고려할 때 테

크놀로지를 통한 학습지원이 학습효과로 연결된다면 그

야말로바람직한 교수학습모형이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기 수학에서의 스마트폰 활용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한 이러닝을 활용한 새로운

교수학습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론  경

2.1 수학 과 크놀로지  활용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Mathematics(이하

NCTM)의 수학교육의 표 에 해당하는 기 을 보면,

“테크놀로지는 수학의 교수·학습에 있어서 필수 이다;

그것은 학생들의 학습을 지도하고 향상시키는데 향을

끼칠 것이다.”[1]라고 수학 교수·학습에 있어서 테크놀로

지의 필요성을 명시하 다. Kaput은 학교에서 수학 활

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네 가지 수업형태 한 가지가

“행동의 좌표를 가로지르는 개념 체계가 포함된 개념 체

계간의 이동”이라고 언 하면서 “다른 표 들 간에 그리

고 그 표 안에서 수학 개념의 조작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테크놀로지이다”[2]라고 말하며 그 가치를 강

조하 다. Duncan은 그래핑 계산기의 동 이고 다양한

표 방법을 통하여 학생들이 더욱 다면 인 방법으로 문

제를 해결 할 수있으며수학 개념을증진시킬 수있다

고 하 다[3].

Thomas와 Hong[4]이 제시한 교육 공학지식

(Pedagogical Technology Knowledge: PTK)은 수학 교

육에 테크놀로지 활용을 통합하는 방법으로 그래 와 표

를 통한 다양한 표 방법을 제시하고 시각 사고를 가

능하게 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 개념형성을 할 수 있게

하는 데에 을 두고 있다. 한 수학 개념을형성하

기 하여 문제풀이 과정과 기술뿐만 아니라 충분한 수

학 사고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사고과정의 시각화

와 수학 인 다양한 표 방법들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

지면서 개선된 PTK를통하여좀 더 심화된 수학의 개념

구성을 가능하게 한다[5].

OECD[6]가 제시한 교육의 핵심역량에서 ‘테크놀로지

활용 역량’은 학습자의 개별성과 다양성 지식의 통합

성을 강조하는 융복합 교육에도 부합된다고 할 수 있으

며, 다양한방식으로 의미 있는 지식탐구를하고 학습 성

과에 도달 할 수있도록하는 진제와같은역할을한다

고 하 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강조하고 있는 STEA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교육은 융합 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는데 기존의암기식교육에서 벗어나 탐구, 체험, 실험 등

을 통하여 문제해결, 창의 사고력 등을 요구하며 수학

교육에서의 공학도구의 사용 한 이를 진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고 역설한다[5].

그러나 수학 교육 장에서 오디오, 비디오, 컴퓨터, 인

터넷 등의 다양한 테크놀로지, 그리고 특히 최근 모바일

기기인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수업의 시도는 기 단계라

고 할 수 있다. 수학교육에서 카카오톡과 같은 스마트폰

을 활용한 연구의 사례는거의 무한 실정이다. 최근 여

러 연구자들이 스마트폰을 효율 인 교수학습 도구, 그

리고 교수학습을 한 보조 매체로 인식[7]하고 있는

바, 융합(STEAM)1) 교육 방법을 달성하기 한 하나

1) STEA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and 

Arts를 컫는 용어로  미래형 합 재양   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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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안으로 스마트폰 활용 수학교육에 한 연구가 시

하다.

2.2 지 하 론과 공학도  활용

인지부하는 과제 수행 시에 학습자의 인지체계에 주

어지는 부하를 말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작동기

억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무 많거나 혹

은 무질서한 정보를 한꺼번에 제공하면인지 과부하를

야기하게 된다. 그래서 인지부하이론은 인간의 작동기억

용량의 한계를 효과 이고 효율 으로 극복할 수 있는

교수 설계에 을 두게 된다[8]. 즉 학습자의 인지역량

의 한계를 고려할 때 인지부하를덜어주는 방법론으로서

이러닝의 활용을 꼽을 수 있는 것이다.

수학에서의 어려운 수학 용어들의 제시는 수학의

어려운내용지식(PCK: Pedagogical Contens Knowledge)[9]

에 더하여 학생들로 하여 암기를 강요하게 되어 인지

부하를 가 시키는 결과가 래 되는데, 그것을 테크놀

로지를 활용한 시각 정보를 동시에제시하는 방법으로

보완한다면 정보의 양을 분산시켜 작동기억의용량을 증

시킬 수 있다.

정희진[10]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의 공학설계과

목에 있어 인지구조를 고려한 교수보조자료는 인지부하

를 감소시킴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결과를 보여

바 있다. 멀티미디어 활용 학습에서는 시각 언어 정

보 양식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게 하는데[11]. 언어 자

료(텍스트)와 그림(시각 자료)가 함께 제공될 때 더 높

은 학습효과를 기 할 수 있게 된다[12]. 이것을 멀티미

디어 효과라고 하는데, 서로 다른 정보양식의 통합을 통

해서 심층 인 학습이해가 진될 수 있다[13].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기피하고 싶어 하는 수학 역

도 도구를 통해 인지 부하를 여 수 있다면 그만큼

의 노력을 학습자가 논리 추론이나창의 문제해결법

탐구에 더 주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 인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공학도구를 사용한 시각 자극을 통한 인

지 차와 사고 과정을 거쳐 실생활 문제의 수학 모델

링에 더 을 둘 수 있다. 즉 한 테크놀로지의 활

용이 인지부하를 축소시켜주고 한층 높은 수 의 지

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이다.

특히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그래핑 계산기의 동 이

고 역동 인 시각 자료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쉽게 이

해하고 흥미를 느끼게 함으로써, 교사에 의한 풀이방법

의 일방 제시가 아니라 과정 사고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며동시에수학학습에흥미를갖게 할수 있을것

이다. 교사는 계산을 설명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래 를

그리는데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좀 더 다양한 문제

상황, 실생활과 련된 다면 자료를제시할수 있다. 이

는 스마트폰을 사용한 수업이 단지 답만을 제공하는 것

이 아니라 개념 인 연결고리[14]를 형성할수 있다는 가

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학교육에 있어서 첨단 공학도구의 활용은 6

차 교육과정 개정에서부터 계속 이슈화되었지만 교육

장에서 스마트폰 활용이나 이를 통한 인지부하의 이론

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그래핑 계산기의 활용이 교육과

정에서 지속되고 있는 교사 심의 학습지도와 지필 방식

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 학습

내용간의 연결고리 형성, 학생들의 자기주도 인 탐구학

습 형태의 새로운 면을 부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학교육

역에서의 공학도구 사용의 실제와 그 효과성을 검증함

으로써새로운교수학습모형을제시하는연구가될것이다.

이러한 이론 배경을 제로 본 연구에서 탐색하고

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사 . 사후 태도검사를 통하여, 학기 수학 수업

을 수강하는 학생들에 해 테크놀로지 활용이 학

습효과에 있어서 정 인 향을 미쳤는가?

(2) 테크놀로지를활용한 시각 학습지도와 카카오톡

을 통한 의사소통방법이 학기 수학 수업을 수

강하는학생들의 개념 사고형성에 향을 주었나?

3. 연  

3.1 연 상

본 연구는 G 학에서 학기 수학을수강하는 214명

학생들을 상으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그래핑 계산

기에 한 경험이 없었고, 주로 문과에서 이과계열

로 교차 지원한 학생들이었으며 고등학교에서 미 분을

배우지 않고 온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수학에 한

흥미와 기 는 약한 편이다.



학 초수학 수업에  스마트폰  활용한 시각  사 통  수학 에 미 는 향 연

56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 Oct; 14(10): 53-60

3.2 연 도

스마트폰의 그래핑 계산기 앱 상에서 그래핑 계산기

활용에 한 학생들의 태도 변화를 보기 하여, 태도 검

사지를 학기 기와 말기에 테스트로 실시하 다. 태도

검사는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졌고 사 테스트와 사후테

스트로 실시하 다. Likert-Scale을 이용하여 각 문항에

하여 1(강하게 반 한다), 2(반 한다.), 3(보통이다),

4(동의한다), 5(강하게 동의한다)으로 분류하여 체크하도

록 하 다.

개념 이해를 확인하기 해 간고사와 기말고사 시

험도 실시하 으며, 질 연구방법과 SPSS를 활용한 통

계 분석 방법을 이용하 다.

3.3 연 차

네강좌로 나 어 일주일에 2시간씩 16주동안 수업을

진행하 다. 우선 수업 에 사 테스트를 실시하 다.

수강생들은 한 학기동안 스마트폰에서 그래핑 계산기

앱을 다운 받아 수업 시간 에 담당 교수와 활용할 수

있도록 하 고 SNS인 카카오톡을 통한 즉각 인피드백

을 제공하 다. 학생들이 다운로드 받은 앱은 통신사에

따라 그래핑 계산기의 기능은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기

본 인 수식 계산과 그래 그리기와 표로 나타내는

것은 공통 인 기능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수업 에 활용한 그래핑 계산기를 통한 시각 이해

와 SNS를 통한 즉각 인 피드백을 통한 수업 방법이 어

느 정도 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하여 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실시하 으며, 기존의 수 풀이방법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얼마만큼 답안의 표 방법이 다양해

졌는지를 질 으로 분석하 다. 즉, 그래 표 방법

과 수 방법을 얼마만큼 잘 연계지어 표 했는지를

분석하 다. 한 학기동안 포함된 학습내용은 함수의 개

념, 이차함수, 유리함수, 분수함수, 무리함수, 삼각함수,

극한, 미 분이었다. 스마트폰에서 다운 받은 그래핑 계

산기는 수, 그래 , 표를 이용한 다양한 내 표

(inter-representation)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제시한 문제들마다 수업 시간 에 직 입력시켜보고

확인하도록 하여 다양한 사고를 유도하 다.

교양과목의 여건 상 한 강의에서 최고 인원이 80명이

므로수업 에 개개인의 학습활동을 직 확인 할수 없

는 상황이었다. 학생들의 수업 활동이 제 로 이루어지

는지를 확인하기 한 방법으로 카카오톡을 통하여 학생

들의 그래핑 계산기와 지필로 옮겨 은 지필지를 스냅

샷으로 찍어 연구자에게 보내도록 하 고 이에 한 피

드백을 제공하 다.

학생들에게 그래핑 계산기 사용법에 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고, 문제를 제시하면서 필요에 따라 기본

인 메뉴 사용법과 입력방법, 화면 셋 방법 등을 제시하

다. 개념 인 문제를 제시 할 때에는 학생들로 하여

그래핑 계산기를 활용하면서 공통 등을 발견하게 함으

로써 개념을 스스로 찾도록 유도하고, 추후 요약 정리해

주는 형식으로 진행하 다. 를 들어, 기함수와 우함수

에 한 개념에 하여 먼 정의를 제시하지 않고 그래

입력창에     을 입력시키면서, 학생들

로 하여 주어진 함수의 차수에 따르는 그래 의 변화

속에서 공통 인 성질을 스스로 찾도록 지속 인 질문과

확인 활동을 계속하 다.

간고사와 기말시험과 같은 정규시험에서는 그래핑

계산기와 같은 어떠한 공학도구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

것은 학생들이 시험 에 스마트폰에 있는 그래핑 계산

기를 활용하여 문제해결에 사용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

이 구비되지 않은 학생들도 감안하 고, 학생들 간에 답

을 주고받을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업 후에 사후테스트로 태도검사를 실시하 다.

4. 연 결과

4.1 사 스트 결과

30문항의 태도검사에 있어서 사 테스트의 설문조사

에 응한 학생들은 총 257명의 수강 학생들 에서 214명

이었다. 사 테스트에서 보여 그래핑 계산기에 한

학생들의 생각은 “종이와 연필을 사용하여 문제를 풀 때

수학에 한 이해가 높다(4.1)”라고 답변한 것을 보면, 그

래핑 계산기를제 로써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사용

에 한 부정 인 선입견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래핑 계산기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 필요가 없다(2,1)”, “그래핑 계산

기는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수업 에 사용하는 것은 시

간 낭비이다(2.4)”, “학생들은 그래핑 계산기를 사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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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안 된다(2.6)”, “그래핑 계산기를 사용하면 오히려 시

간소모가 크다(2.7)”라고 응답했다. 이것은 그래핑 계산

기 사용에 한 부분의 학생들이 부정 인 생각을 가

지고 시작하 다는 것을 보여 다.

4.2 사후 스트 결과

사후테스트에서는 148명의 학생들이 설문에 응하

다. 사 사후 테스트 문항은 동일한 내용으로 실시하

으며 <Table 1>에서는 p-value에서 크게 차이가 난 문

항들만 비교분석한 결과를 정리하 다. <Table 1>을 보

면, 그래핑 계산기 사용에 한 학생들의 생각이 부정

인 태도에서 정 으로 바 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핑

계산기를 사용한다면 기본 인 계산능력을 잃게될 것이

라는 생각이 사용 후에는 가 0.07로써 아주 큰

차이는 나지 않았지만 계산능력을 잃게 되지는 않을 것

이라는 생각으로바 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 그

래핑 계산기를 사용한다면, 수학 인 아이디어를 많이

가질수 있고, 좀 더 잘사용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싶

어 했으며, 수학공부에 더 몰두할 수 있다는 에서 사용

후에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정의 측면에 있어서도 그

래핑 계산기를 사용한 수업이 덜 지루하고, 머릿속에 오

래 남고, 새로운 방법으로문제를해결할수 있고, 머리회

을 퇴화시키는 것은 아니며, 한 도구를 사용하여 공

부가 더 재미있다고 답변한 문항들을 보면 사용 후에

정 인 방향으로 크게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3 연 과 미 가능  해 과

수업시간 에 그래핑 계산기를 활용하여 =1에서

연속성과미분 가능성을 찾도록 다음과 같이제시하 다.

문제.   의 =1에서의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시오

스마트폰의 앱에서는 직 함수를 입력하여야만 그래

를 그릴 수 있으므로, 도함수를 수 으로 구해서 입

력시켜야만 그래 를 그릴 수 있다. 학생들로 하여 스

마트폰의 카카오톡을 통하여 풀이과정을 스냅샷으로 연

구자에게 송하도록 하 다. [Fig. 1]에서 보여주고 있

는 것처럼, 학생A의경우앞에서 다루었던 함수 를

그리고 그것이 연속임을 나타내었고, 선의 기울기 변

화를 와 로 나타내어 도함수 f'(x)를 구간

과  ≤   or ≥ 으로 나 어 미분가능

하지 않다는 것을 그래 만으로도 시각 으로 나타내었

다. 학생B의경우, 주어진함수   
     or   

    ≤  ≤ 

와 그에 한 구간별 도함수가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것

을 그래 인 표 과 수 풀이를 같이 나타냄으로써

그래핑 계산기 활용으로 인한 학습에서의 내 표 의

다양성을 보여주었다. 두 학생 모두 도함수와 연속성 그

리고 미분 가능성에 한 연결고리를 스스로 만들고 개

념 이해로 발 시킬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것은 기존의 지필 풀이에만 의존했던 방식과 달리 공학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시각 인 이해 방법으로 그래 와

개념 연결고리를 형성하여 학습자의 개념 인 이가

능성을 보여 것이다.

No. questionnaire
pretest mean

(N=214)

posttest

mean

(N=148)



3 I have lots of ideas about how I can make use of a graphing calculator in mathematics. 2.91 3.45 <0.0005

10 Using graphing calculators may cause students to lose basic computational skills. 3.17 2.98 0.07

11 I want to improve my ability of using a graphing calculator. 3.29 3.48 <0.05

20 The use of a graphing calculator makes me engage in mathematics more. 2.88 3.20 <0.005

24 Such tools as a graphing calculator lesson the boredom of the study. 3.31 3.50 <0.05

25 The problems solved by using graphing calculators remain longer in the memory. 2.70 3.14 <0.0005

26 The use of a graphing calculator promotes more creative solutions in solving problems. 2.70 3.14 <0.0005

27 I can face the problems in newer ways with the use of a graphing calculator. 2.94 3.36 <0.0005

28 The use of a graphing calculator seems to worsen the brain activity. 3.04 2.70 <0.005

30 Studying with tools like a graphing calculator is fun. 3.10 3.40 <0.005

<Table 1> Pre & post test results of attitude in using graphing calcul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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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A student B

[Fig. 1] Example of students' conceptual integration 

using a graphing calculator

4.4 간  말고사 결과

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는 어떠한 공학도구도 허용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간고사 평균 수는 70.55가

나왔고, 기말고사 평균은 76.9로써 학업성취도에 있어서

매우 큰 향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간

고사에 비하여 기말고사의 범 가 학생들에게는더 어려

운 미분의 활용과 분 부분이었음에도불구하고 평균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그래핑 계산기 활용에의하여 구축된

시각 이해가 학생들의 개념 이해의 스키마 형성에

큰 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연속성과 미분가능성에 한 개념이해를 해

수업시간에 다룬 내용과 그에 한 기말고사 결과를 분

석한 것이다.

기말 시험에서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에 한 유사한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Fig. 2]에서와 같이 246

명 에서 192명(78%)의 학생들이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

에 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

반 풀이에서는 그래핑 계산기를 사용하지않는 부분의

학생들은 그래 로 표 하지 않고, 한 그래 로 표

한다고 하더라도 함수   만을 그래 로

표 하고 수 풀이만을 제시한다. 한 다음과 같이

유사한 미분가능성과 연속성에 한 부분의 참고서와

교과서의 문제풀이는 그래 표 에 의한 문제풀이보

다는 단계 인 수 풀이에 을 두고 있다. 하지만

[Fig. 2]에서와 같이 학생들은 수 풀이뿐만 아니라,

함수   와 미분한 그래 와의 개념 연

결고리를 수 인 풀이뿐만 아니라 그래 로도 정확하

게 표 한 것으로 보아 그래핑 계산기를 통한 함수의 연

속성과 미분 가능성에 한 이해를 충분히 정확하게 이

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roblem 3. Investigate the conitnuity and differentiability

of =2 at   

[Fig. 2] the understanding of continuity and 

         differentiability

5. 결론  언

본 연구는 학기 수학을 수업하는 과정에서 스마트

폰을 활용한 비주얼 교육이 수학의 기본 개념 이해와 학

업성취도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려는 목 으로 진행되

었으며, 공학도구의 한 사용이 학습자의 학업성취도

와 만족도를 제고하 다는 정 인 결과를 획득할 수

있었다.

수업 후 강의 평가에서 학생들은 “계산기어 과 로

그램을이용하여쉽게이해할수있었다.”, “학생들의 참

여를 유도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았다.”, “수학

을 알기 쉽게 그래 를 이용해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이

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계산기를 사용해 새롭

게 수학을 배우는 게 좋았다.”라고 답하 다. 이것은 수

업에서의 스마트폰을 비롯한 공학도구의 사용이 개념의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학생들의 자발

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수학에 한흥미유발을 가능

하게 하 다는 것으로 해석할수 있다. 한 앞에서보여

주었던 스마트폰 앱을 통한 그래핑 계산기 활용 후에 달

라진 학생들의 답안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서 종이와 연필에 의한 에 박힌 수업 방식

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그래 를 직 그려보고 탐구하

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심의 수업이 학생들에게

시각 인 흥미유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고과정에 한

다양한 표 력에 향을 미칠수 있다는것을 알수있다.

한 교수자는 학생들의 사고과정을 카카오톡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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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통하여 학생들에게서공통 으로 발생할수 있는

오류를 확인하고 강의시간 에 즉각 인피드백을 제시

함으로써 교수자 심이 아닌 교수와학생간의 의사소통

을 통하여 개념 인 이해를 확고하게 해주었다. 이는 공

학도구가 수학교육의 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정 인 가능성을 제시한 결과이며 수학교육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의미 있

는 시사 을 내포한다. 딱딱한 수학내용을 사뭇 흥미롭

고 창의 으로 근할 수 있는 교수학습의 틀을 제시

하는 것이다. Tuovinen와 Sweller[8]의 인지부하이론을

바탕으로 인간의 작동기억 용량의 한계를극복하기 해

서 그래핑 계산기를 통하여 시각 정보 채 을 다양화

하고그러한시각 정보에의해 개념을 확고히 할수 있

는 통합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SNS를통한 청각 정보는 단한 번에 이루어지

는 것이 아니라 지속 인 피드백에 의한 의사소통이 이

루어진다면 학생들의 작동기억의 용량을 효율 으로 극

화시킬 수 있다. SNS 이용률이 높은 학생들을 상

으로 교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SNS 활용에 한 검토는

매우 시의 한 것이며 지속 인 연구가 요구된다[15,16].

스마트폰 앱을 통한 그래핑 계산기 활용에 있어서 장

을 요악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스스로가 수 그래 와 표를 이용한 다

표 방법으로 직 그래핑 계산기를 활용하여 가

설을 세우고 이를 탐구해 보고 실행착오를 겪으면서 자

신의 수학 개념을 구성함으로써, 문제해결을 한 자

기주도 인 탐구학습이 가능하다.

둘째, 그래핑 계산기의 시각 표 방법에 의한 직

인 학습방법으로 학생들의 동기 유발과개념이해를 가

능하게 한다.

셋째, 결과보다는 과정에 심을 둘 수 있으므로 단계

인 개념 추론이 가능하다.

넷째, 소집단 활동, 개별 학습 등 학생 심의 수업과,

교사와의 상호 인 수업에 있어 의사소통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수 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업 형

태를 만들 수 있다.

다섯째, 실의 생활에서 직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하며, 패턴을 찾고 추론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학에

한 정 인 태도를 갖출 수 있다.

즉스마트폰 앱을 통한그래핑 계산기의 활용은 교

육과정에서 지속되고 있는 교사 심의 학습지도와 지필

방식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

학습 내용간의 연결고리 형성, 학생들의 자기주도 인

탐구학습 형태의 새로운 면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임걸과 이동엽[7]의 연구에서 스마트폰의교육

활용을 해서 학습내용, 학습활동의 형태, 그리고 학

교의 기술 지원이 핵심 사항임을 밝히고 있듯이 수학

커리큘럼의 융통성, 정교한 교수학습모형 탐구, 학교 측

의 다양한 지원 등이 앞으로 수반되어야 할 과제이다.

한 테크놀로지에 한 교사 개인의 태도와 확신이 아주

강하다면, 부정 인 잠재 제약(constraints)과 방해요

인(obstacles)은 크게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을 상기

할 때[17], 수학 수업에서 공학도구 활용의 효과성을 제

고하기 한 교사의 생각과 태도의 변화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로는 같은 연구방법에 의한 수업방법이 수

학 교과 이외의 다른 교과에서의 용 가능성과 차이

에 해 탐색하는 것을 제안하며 아울러 학습자별 특색

(성별, 학업성취도, 학습참여도)에 따라 스마트폰 활용

교육이 어떻게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에 한 연구도 의

미 있을것으로 제안한다. 특히 카카오톡피드백을 1:1 개

별 이 아닌 그룹방에서 수행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

지 측정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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