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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 기본도형과 작도 단원을 중심으로 공학적 도구를 활용한 수학 수업이 학생들의 수학
학업 성취도와 수학 학습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경남 소재 H중학교 1학년 학생 
80명을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공학적 도구(Algeomath)를 활용한 수업과 전통적인 교구를 사용한 판서 수업을 총 6주
간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학생들의 수학 학업 성취도와 수학적 성향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공변량분석(ANCOVA)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공학적 도구를 활용한 수업이 학생들의 수학 학업 성취도와 수학 학습 태도에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밝혀졌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중등학교 수학 수업에서 다양한 공학적 도구 활용의 필요성과 수업의 전망 
및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공학적 도구, 알지오매스, 기하, 수학 학업 성취도, 수학 학습 태도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effects of mathematics classes using engineering tools 
on students' mathematics academic achievement and mathematics learning attitude, focusing on the 
basic figure and drawing sections of the first grade of middle school. Eighty students of first-grade at 
H Middle School in South Gyeongsang province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aking a total of six 
weeks of classes using engineering tools(Algeomath) and traditional tools, and covariate 
analysis(ANCOVA) was used to analyze students' mathematics academic achievements and changes in 
mathematical learning attitude. The analysis found that classes using engineering tools were effective 
in students' mathematics academic achievements and attitude of learning math.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necessity of utilizing various engineering tools in the future secondary school math 
class and the prospect and implications of the classe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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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앞으로 학생들이 살아갈 사회는 4차 산업혁명으로 지
식의 활용 능력과 다양한 역량이 강조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창
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개
정의 방향으로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
춘 균형 잡힌 인재 양성을 강조하고 있다[1].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는 기존의 획일적인 전통적 교육방법에서 벗어
나 학생을 앞으로의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로 키울 수 있
는 교육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교육방법 중 하나가 
공학적 도구를 활용한 수업이라 할 수 있다.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은 세계적인 수학과 교육과정의 동향과 
교육과정 총론이 추구하는 방향성을 반영하여 공학적 도
구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2]. 즉,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방향성을 고려하여 학생들을 교육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수학이라는 학문은 엄밀한 형식체계를 가진다. 학교 
수학 역시 이러한 측면을 가지므로 형식체계가 그대로 
전달되거나 성급하게 형식화한다면 학생은 수학을 어렵
게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면 이러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데, 공학적 도구는 추상적인 수학 내
용을 직관적으로 접근하게 하고 변화하는 내용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수학적 내용을 구체화하여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활동 중심의 수학 학습
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수업을 운영하는 데도 공학
적 도구는 많은 도움을 제공한다. 그러나 실제로 학교 현
장에서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는 교사의 비율이 높지 않
은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교사들이 어떠한 공학적 
도구가 있고 그러한 공학적 도구에 대한 지식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공학적 도구를 알더라도 
도구를 적용할 단계와 그 단계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
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셋째, 학교의 시설이 열악하
여 공학적 도구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하지만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많은 
부분에서 공학적 도구 사용을 권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2]. 중학교 1학년 기하 영역에서는 점, 선, 면, 각과 관
련된 수학용어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하
도록 하고 있는데, 공학적 도구를 사용하여 합동과 닮음
의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해당 학습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즉, 공학적 도구를 사용하여 도형을 그리
면서 도형의 성질을 추론하고 토론할 수 있는 것이다[2]. 
또한, 정보 처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수·학습 유의점
에서도 수학 내용의 이해나 문제 해결력 향상을 위해 공

학적 도구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

정에서는 기하 단원 지도에 공학적 도구의 사용을 권장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교수·학습 단계 및 내
용에 적합한 공학적 도구 사용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
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 기하 단원에서 공학적 도구 중 하나인 알
지오매스(Algeomath)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해
당 수업이 학생들의 수학 학업 성취도와 수학 학습 태도
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중학교 수학 수업에서 다양한 공학적 도구 활용의 필요
성 및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과 공학적 도구
공학적 도구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은 장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컴퓨터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수학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
로써 학생들의 탐구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 그리고 자신
이 탐구한 내용을 반성하게 함으로써 배우는 내용을 제
대로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창의성 신장에도 기여한다[3]. 
미국의 NCTM(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Mathematics)은 새로운 기술공학은 수학의 활용 및 응
용범위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제
를 탐구하고 해결하는 도구로 계산기와 컴퓨터를 적절하
게 사용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4]. 또한, 학교 수학을 
위한 원리와 규준에서도 수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데 공
학적 도구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공학적 도구는 학생들의 
수학 학습 능력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가르쳐야 할 수학 
내용에도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5]. 

이와 같은 장점들과 세계적인 수학교육 흐름에 맞추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수학 수업에서 공학적 도구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15 개정 수학과 교육
과정에서는 수학 교과 역량을 길러주는 것을 강조하는데 
공학적 도구 활용과 관련된 역량은 정보처리역량이다. 정
보처리역량이란 여러 가지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
하여 분석, 활용하고 적절한 도구를 선택하여 정보와 자
료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정보 
처리 능력의 하위 요소에는 공학적 도구 및 교구 활용이 
있다. 이때 공학적 도구 및 교구 활용은 수학적 개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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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탐구하고 문제를 다룰 때 적합한 공학적 도구 및 
교구를 선택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말한다[2]. 즉, 공학적 
도구를 활용한 지도를 통하여 학생들이 수학적 개념과 
전략을 탐구하고 문제를 다룰 때 적합한 공학적 도구를 
선택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길러주어 정보처리역량을 함
양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공학적 도구와 관련
하여 정보 처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수･학습 유의점
으로 계산이 중요한 학습요소가 아닌 교수･학습 상황에
서 복잡한 계산 수행과 수학 내용의 이해 그리고 문제 해
결력 향상 등을 위해 컴퓨터나 교육용 소프트웨어 등의 
공학적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2]. 구체적으로 중학교 1학년 수학 ‘기본도형과 작
도’ 단원에서 공학적 도구와 관련된 교수학습 방법과 유
의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점, 선, 면 그리고 
각과 관련된 수학 용어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직관적으
로 이해하게 한다. 전통적인 수업에서는 점, 선, 면의 직
관적 이해에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점의 크기에 대한 
내용, 선분과 직선의 직관적인 차이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주어진 삼각형과 합동인 삼각형을 작도하는 
활동을 한 후 자신의 방법을 설명할 수 있게 한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컴퍼스와 자를 제시하는 작도 활동
의 지도는 쉽지 않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사용할 컴퍼스
가 물리적으로 학생들의 작도 활동에 방해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좋은 컴퍼스를 이용하여도 수업이 진행될
수록 컴퍼스의 상태를 유지하기가 힘들다. 이 외에도 학
생들이 컴퍼스를 조작하면서 기술적인 오류가 생겨 작도
에 대한 학습을 어려워한다. 따라서 공학적 도구를 선택
하여 작도 활동을 하게하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셋째, 공학적 도구를 사용하여 합동과 닮음의 의미
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공학적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합동이나 닮음의 구체적인 확인이 번거로워 
그냥 넘어가기 쉽지만 공학적 도구를 사용하면 곧바로 
구체적인 변의 길이나 각도의 크기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학생들이 확신을 갖고 수업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넷째, 공학적 도구를 사용하여 도형을 그리는 활동을 통
해 도형의 성질을 추론하고 토론할 수 있게 된다.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면 되돌리기 기능을 쉽게 할 수 있어 도형
을 그려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손으
로 직접 하는 경우 한번 그리면 되돌리기 어려워 다양한 
시도가 제한된다. 즉, 학생들이 자유롭게 도형의 성질을 
추론하고 토론하는 데 공학적 도구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에 따라 공학적 도
구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한다면 추상적인 수학 내용을 
시각화하여 학습자가 직관적으로 수학적 내용을 구체화
할 수 있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활동 중심의 
수학교육 학습 원리를 구현하기에도 적절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학적 도구 중 알지오매스를 이용
하였다. 알지오매스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교육부와 17
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는 수학 
실험탐구용 소프트웨어로 대수(Algebra)와 기하
(Geometry)를 중심으로 모든 수학(Mathematics)을 다
루는 소프트웨어라는 의미다. 그리고 알지오매스는 별도
의 설치 없이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에서 이용 가능한 
웹 기반 서비스이다. 기본적인 기능을 살펴보면 도형 그
리기, 작도, 좌표 공간 설정, 측정 도구, 도형 편집, 대수
와 도형 연동 그리고 도형 꾸미기 등이 있다[6]. 본 연구
에서는 중학교 1학년 기본도형과 작도 단원을 지도하기 
위해 도형 그리기 기능, 작도 기능 그리고 측정 도구 기
능을 주로 이용하였다.

2.2 중학교 1학년 수학 기본도형과 작도단원
초기의 수학은 고대 바빌로니아와 이집트 지역에서 시

작되었는데,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농업이나 토
목, 건축과 같은 일에 실용 과학으로 수학이 필요했기 때
문이다. 이처럼 수학은 사람들의 생활환경에서 발달해 왔
다[7]. 하지만 지금 학생들이 마주하는 생활환경은 땅에
서 스마트폰, 태블릿PC, 컴퓨터 등의 공학적 환경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기하학은 공학적 환경에서 다
뤄져야 한다. 

유클리드(Euclid)가 집대성한 원론은 현재 교육과정
의 기하영역에 바탕이 되고 있다[7]. 즉, 중학교 수학1 교
과서에 원론의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보면 기하
영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8]. 유클리드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점은 부분을 갖지 않는다, 
선은 폭이 없다, 선의 끝은 점이며 직선은 그 위에 있는 
점에 대하여 고르게 옆으로 뻗은 선이고 면은 길이와 폭
만을 가진다. 면의 끝은 선이며 평행선은 같은 평면에 있
고 양쪽으로 한 없이 연장하여도 양 방향에서 만나지 않
는 두 직선이다’[7]. 이러한 내용은 중학교 수학1 교과서
[8]의 기본도형과 작도 단원에서 직접적으로 다뤄지지는 
않지만 학생들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교사는 이러한 내
용을 가르칠 때 학생들이 점, 선, 면과 관련된 수학 용어
의 뜻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고 다양한 도형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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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추론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7]. 이 때,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내용을 설명하면 학생들이 보다 직관적
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어서 유클리드의 공준과 중학교 1학년 수학 기본도
형과 작도 단원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의의 점과 다른 한 점을 연결하는 직선은 유일하
다’ 라는 공준을 교과서에서는 ‘한 점 A를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으나 서로 다른 두 점 A, B를 지나는 직선은 오
직 하나뿐이다’라고 제시하고 이를 직선 AB라 정의한다. 
‘임의의 선분은 양 끝으로 한 없이 연장할 수 있다’라는 
공준과 관련된 내용으로 교과서에서는 직선 AB 위의 한 
점 A에서 시작하여 점 B의 방향으로 한없이 연장한 선을 
반직선 AB라고 설명한다. 이외에도 ‘임의의 점을 중심으
로 하고 임의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가지는 원을 그릴 수 
있다’, ‘모든 직각의 크기는 같다’ 등도 교과서에 반영되
어 있는데[8], 이러한 내용 역시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작도는 역사적으로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 기하에서 시
작되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땅의 면적을 측정하여 결정
하거나 건축물의 설계 등과 같이 실생활적인 목적을 가
지고 도형을 작도하였다[9]. 즉, 실생활의 필요에서 시작
한 작도는 그리스 시대에 이르러서야 종이 위에서 도형
의 성질을 논리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발전하였는데, 
실용적 목적이 아닌 도형에 대한 논리적인 지식의 습득
이 주된 목적인 그리스인들에게 정확한 도형의 작도는 
중요한 사고의 수단이었다[10]. 작도 문제는 그 자체로 
기하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11]. 수
학 교육과정에서 작도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12, 13]. 첫째, 작도 활동은 방법상의 기술적 측면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도형의 성질을 사용한다. 이는 
작도 수행 전후의 해석과 증명 단계와 관련된 것이다. 둘
째, 작도 활동을 통해 기하의 새로운 개념이나 정리를 유
도해 낼 수 있다. 셋째, 작도는 활동주의 교육 이론을 전
개하는 도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작도는 교과서
에서 ‘컴퍼스’와 ‘눈금이 없는 자’만을 사용하여 도형을 그
리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두 도구의 역할은 원을 그리
거나 주어진 선분의 길이를 옮기는데 사용하는 것과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을 그리거나 선분을 연장하는데 사용
된다[8]. 중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작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어진 선분과 길이가 같은 선분의 작
도, 둘째, 주어진 각과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 셋째,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삼각형 작도, 넷째, 두 변의 길이
가 주어지고 그 끼인각의 크기가 주어질 때 삼각형 작도, 

다섯째, 한 변의 길이와 그 양 끝 각의 크기가 주어질 때 
삼각형 작도, 여섯째, 주어진 삼각형과 합동인 삼각형의 
작도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 수학 기본도형과 작도 단원에

서 공학적 도구를 활용한 수업이 학생들의 수학 학업 성
취도와 수학 학습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탐구하는 데 목
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남 소재 H중학교 1학년 남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총 6주간 수업을 진행하였다.

3.2 연구 설계
수업을 진행하기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학교 1학년 

수학 기본도형과 작도 단원에 대한 수학 학업 성취도 및 
수학 학습 태도에 대한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사전
검사 점수를 공변량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의 수업 후 수학 
학업 성취도 및 수학 학습 태도에 대해 공분산분석을 실
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 설계 모형은 Table 1과 같다. 

Group Pretest Experimental 
treatment Posttest

Experiment group O1 X1 O2

Control group O3 X2 O4

O1, O3 : 사전 검사(수학 학업 성취도, 수학 학습 태도)
X1 : 공학적 도구를 활용한 수학 수업
X2 : 전통적인 교수법으로 교구를 사용한 판서 수업
O2, O4 : 사후 검사(수학 학업 성취도, 수학 학습 태도)

Table 1. Design of experiment

3.3 검사 도구
3.3.1 사전 사후 수학 학업 성취도 검사
검사 도구는 중학교 수학1 교과서[14]를 참고하여 15

개의 문항을 선정하였으며, 학생들의 풀이 과정을 보기 
위하여 모두 서술형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검사지의 타당
성을 확보하고자 현장교사 및 전문가와 의논하여 수업 시
간에 사용한 교과서와 저자가 다른 교과서에서 문항을 추
출하였다. 문항의 구성을 살펴보면 점, 선, 면의 성질 단원
에서 3문제, 각의 뜻과 성질 단원에서 1문제, 위치 관계 단
원에서 1문제, 평행선의 성질 단원에서 2문제, 간단한 도
형의 작도 단원에서 3문제, 삼각형의 작도 단원에서 3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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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Class contents by class(5. Basic figure and drawing)

Group A Group B

1 Study description and preliminary examination

2-3 5.1 Properties of points, lines, and faces

4-5 5.2 Meaning and nature of angle

6-7 5.3 Positional relationship

8 5.4 The nature of parallel lines

9-10 5.5 Construction of simple shapes

11-12 5.6 Construction of triangle

13-14 5.7 Joint condition of triangle

15 Algeomath Practice review

16 Chapter finish

17 Post inspection

Table 3. Class contents by class

Fig. 1. Algeomath and Traditional mathematical tools

제, 삼각형의 합동 조건 단원에서 2문제로 총 15문제이다.

3.3.2 사전 사후 수학 학습 태도 검사
학생들의 수학 학습 태도는 세 가지로 세분화하여 검

사를 실시하였으며 한국교육개발원[15]에서 개발한 수학 
학습 태도 검사지를 변형하여 활용하였다. 설문지의 응답 
방법은 리커트 5점 척도(Likert scale)를 사용하여 각 문
항에서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
니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수학 학습 태도 설문
지의 구성요소 및 문항 수는 Table 2와 같다.

Math learning attitude Item Number Number of questions

Self Concept in Math 1 - 10 10 questions

Math learning habits 11 - 25 15 questions

Attitude to math 26 - 40 15 questions

Sum 40 questions

Table 2. Number of questions per component of 
learning attitude

3.4 연구절차
연구 대상자 80명 중 40명을 집단A(공학적 도구를 활

용한 수학 수업), 40명을 집단B(전통적인 교수법으로 교
구를 사용한 판서 수업)로 나누어 각각 수학 학업 성취도
와 수학 학습 태도에 대한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15차시에 걸쳐서 집단A는 공학적 도구인 알지오매스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집단B는 전통적인 교수법으
로 교구를 사용한 판서 수업을 진행하였다. 집단A의 경
우 알지오매스를 사용하여 개념설명을 하거나 작도법을 
보여준 후 학생들이 컴퍼스와 자를 이용하여 학습지에 
직접 작도해보는 활동을 하였다. 집단B의 경우는 교사용 
컴퍼스와 자를 사용하여 개념설명을 하거나 작도법을 보
여준 후 학생들은 집단A와 마찬가지로 컴퍼스와 자를 이
용하여 학습지에 직접 작도해보는 활동을 하였다. Fig. 1
은 공학적도구인 알지오매스와 전통적인 교구인 컴퍼스
와 자의 이미지이다.

수업을 마친 후 집단A는 컴퓨터실에서 알지오매스를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 5분은 학생들이 기능을 
익힐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이후 15분은 기존에 수업한 
내용에 대해 교사가 시범을 보여주었다. 주요 내용은 첫
째, 주어진 선분과 길이가 같은 선분의 작도, 둘째, 주어
진 각과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 셋째, 세 변의 길이가 주
어질 때 삼각형 작도, 넷째, 두 변의 길이가 주어지고 그 
끼인각의 크기가 주어진 경우 삼각형 작도, 다섯째, 한 변

의 길이와 그 양 끝 각의 크기가 주어질 때 삼각형 작도, 
여섯째, 주어진 삼각형과 합동인 삼각형의 작도이다. 이
후 25분 동안은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직접 수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기능을 빨리 익힌 학생은 모든 활동에 15
분정도의 시간이 걸렸으며, 그렇지 않은 학생의 경우 특
히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잘하
는 학생이 못하는 학생을 도와주도록 하였고 수업이 끝
날 때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학적 도구 활용 환경에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할 수 있었다. Table 3은 차시별 수
업내용이다.

공학적 도구를 활용한 수학 수업과 전통적인 교수법을 
활용한 수학 수업에서 다룬 주요 내용은 Fig.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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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 class using engineering tools Math class using traditional teaching methods

Drawing line 
segments of the 

same length

Each drawing of 
the same size

Given the length 
of three sides, 
construct the 

triangle

Given the length 
of two sides and 
the included angle 

of length, 
construct the 

triangle

Given the length 
of one side and 
both end angles, 

construct the 
triangle

Fig. 2. Key topics covered in math classes using engineering tools and traditional teach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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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4.1 수학 학업 성취도 분석 결과
학생들의 수학 학업 성취도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는 집단 B(전통적
인 교수법으로 교구를 사용한 판서 수업)의 평균 점수
(M=6.81, SD=3.44)가 집단 A(공학적 도구를 활용한 수
학 수업)의 평균 점수(M=6.59, SD=3.01)보다 높은 반면, 
수업을 받은 후 수학 학업 성취도 점수를 살펴보면 집단 
A의 평균 점수(M=10.31, SD=4.09)가 집단 B의 평균 점
수(M=9.41, SD=4.13)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Levene 검증 결과 학생들의 수학 학업 성취도에 대한 분
산의 동질성은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p=.903).

Group Data M SD SE

Pretest
Group A 40 6.59 3.01 .48

Group B 40 6.81 3.44 .54

Posttest
Group A 40 10.31 4.09 .65

Group B 40 9.41 4.13 .65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academic achievement

수학 학업 성취도에 대한 공분산분석의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두 집단의 수정 평균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5.84, p=.018), 공학적 도구를 활용한 수
업에서 학생들의 수학 학업 성취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source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p

Corrected Model 987.709a 2 493.855 109.975 .000

Intercept 96.367 1 96.367 21.460 .000

Covariate 971.509 1 971.509 216.342 .000

Group 26.213 1 26.213 5.837 .018

Error 345.778 77 4.491

Total 9115.000 80

Corrected total 1333.487 79
a R squared = .741 (corrected R squared = .734)

Table 5. Covariance analysis result of academic achievement

4.2 수학 학습 태도 분석 결과
학생들의 수학 학습 태도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집단 A(공학적 도구를 활용한 수학 수
업)는 평균 점수가 3.25(SD=.72)로 나타났고, 집단 B(전

통적인 교수법으로 교구를 사용한 판서 수업)는 평균 점
수가 3.41(SD=.67)로 나타났다. 수업을 받은 후 두 집단
의 수학 학습 태도 점수를 살펴보면, 집단 A의 평균 점수
는 3.31(SD=.65), 집단 B의 평균 점수는 3.26(SD=.61)
으로 집단 A의 수학 학습 태도 평균 점수가 집단 B의 평
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Levene 검증 
결과 학생들의 수학 학습 태도에 대한 분산의 동질성은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p=.701). 

Group Data M SD SE

Pretest
Group A 40 3.25 .72 .11

Group B 40 3.41 .67 .11

Posttest
Group A 40 3.31 .65 .10

Group B 40 3.26 .61 .10

Table 6. Descriptive statistics of mathematics learning attitude

수학 학습 태도에 대한 공분산분석의 결과는 Table 7
과 같다. 두 집단의 수정 평균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6.51, p=.013), 공학적 도구를 활용한 수
업에서 학생들의 수학 학습 태도가 더욱 긍정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 

source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p

Corrected Model 23.912a 2 11.956 130.434 .000

Intercept 1.335 1 1.335 14.567 .000

Covariate 23.866 1 23.866 260.360 .000

Group .597 1 .597 6.510 .013

Error 7.058 77 .092

Total 892.627 80

Corrected total 30.970 79

a R squared = .772 (corrected R squared = .766)

Table 7. Covariance analysis result of mathematics 
learning attitude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공학적 도구를 활용한 수학 수업이 학
생들의 수학 학업 성취도와 수학 학습 태도에 미치는 효
과에 대하여 탐색하였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 연구 
결과와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학적 도구를 활용한 수학 수업이 학생들의 수
학 학업 성취도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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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공학적 도구를 통해 정확한 
수치를 바로 확인하고 작도 활동을 오차 없이 수행할 수 
있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특히, 기하에서 다루는 점, 선, 면, 각 등의 개념을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예를 들어 점과 
직선에서 줌아웃(zoom out) 기능을 활용하면 화면을 아
무리 줌(zoom) 하여도 점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사
실을 확인할 수 있고, 아웃(out)을 계속했을 때는 직선이 
한없이 뻗어 나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작
도를 설명함에 있어서도 유용하였는데, 전통적인 교구인 
컴퍼스와 자를 이용한 수업에서는 기술적인 오차가 계속 
발생하여 학생들에게 명확한 개념을 지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반면 공학적 도구인 알지오매스를 이용한 경우 
원하는 바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고, 선분의 길이나 각의 
크기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효과적이었다. 문제 풀이 과
정에서도 명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정확한 수치를 확
인할 수 있어 유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공학적 도구 활
용이 수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생들의 수학 학
습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는 NCTM의 주장과 같은 맥락
으로 이해할 수 있다[5].

둘째, 공학적 도구를 활용한 수학 수업이 학생들의 수
학 학습 태도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교수법을 사용한 집단의 수학 학습 태도 평균 
점수는 수업 후 낮아진 반면 공학적 도구를 활용한 집단
의 수학 학습 태도 평균 점수는 수업 후에 더욱 높아졌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학적 도구를 활용한 집단의 경우 
새롭게 접하는 공학적 도구를 신기하게 느끼고 수업 중
에도 공학적 도구를 이용한 설명에 많은 흥미를 느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에 전통적 교수법을 활용한 
집단의 학생들은 작도를 어려워하고 향후 수업 시간에 
작도를 다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태도가 나타났다. 이는 
학습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려운 수학 내용
을 가르칠 때 공학적 도구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학생
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수학 학습 태도를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수학 수업을 진행할 
때 학생들이 지루해하거나 수업 내용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학 수업에서 공학적 도구
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한 우정호[3]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수학 수업에서 공학적 도구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수학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나아가 수학 학습 태도 또한 긍정적으로 변화시
킬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중등교육 수학 수업에서 다양한 공학적 도구가 보
다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중학교 1학
년 기하 영역 뿐만 아니라 좌표평면과 그래프, 자료의 정
리와 해석 단원에서도 공학적 도구 활용 방안에 대한 후
속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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