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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학 수업 연구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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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서론

수학 수업이 문제라고들 한다. 획일적이고

일방적이고 문제 풀이 중심의 너무나 메마른

수업이라고들 한다. 흥미롭고 재미난 수학 수

업, 아이들의 살아 있는 수학 수업을 말하지만

수없이 많은 난관들에 가로막혀 현실은 녹록치

않다. 결국 수학 수업은 늘 극복해야만 할 문

제투성이요, 따라서 수업 개선은 수학교사와

수학교육 연구자들의 막중한 임무일 수밖에 없

다. 그래서 우리는 수학 수업을 연구의 대상으

로 삼게 되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수학 수업

에 다가가게 된다. 그런데 막상 수학 수업을

연구한다고 하면 도대체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의아해 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그만

큼 수학 수업이라는 단어가 갖는 중의성과 정

의의 난해함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들조차

도 수학 수업이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응당 그 속에서 발현되는 모든 현상으로부터

수학교육의 제반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함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 사실은 지

난 십여 년 간의 국내 연구물만 살펴보아도 쉽

게 간파할 수 있다. 연구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학술 DB나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학술 검

색에서 ‘수학 수업’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는

순간 우리는 수많은 페이지의 연구물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다. 또한 수학교육 연구자들은 직

간접적으로 자신의 연구물에 ‘수학 수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상당수 논문들에는 제

목 또는 주요어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학 수업은

수학교육 연구의 중핵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

다.

본 연구자는 교육학자들, 타 교과교육 연구

자들의 수업 연구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과 관

련 문헌을 분석했던 경험, 그리고 그들이 추구

하는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수업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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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자는 이 글을 통해 기간 우리나라 수학 수업 연구의 현황을 검토하고, 향

후 수업 연구의 방향과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의 진행을 위해 시기와 연구

의 대상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채택, 2000년 이후에 공표된 수학 수업 자체를 이해

의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을 분석하였다. 연구물들을 수집한 다음, 연구주제, 연구

방법과 분석틀, 연구의 목적 및 초점, 수업 연구에 대한 관점, 주제어를 범주로 하

여 연구물들을 분류하였다. 이어서 각 연구가 갖는 경향성을 분석하고, 배경으로 삼

고 있는 이론적 틀을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수학 수업 분석의 틀이 갖춰야 할

요소들을 모색, 제안하고 수학 수업 연구의 주요 과제를 탐색하는 두 측면에서 수

학 수업 연구의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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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시도를 옆에서 눈여겨봤던 경험을 거울

삼아 수학 수업 연구의 현재를 진단, 분석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교육학 일반에서는

수업 평가, 수업 장학, 수업 분석, 수업 컨설팅,

수업 비평, 교육인류학 등(서근원, 2008) 다양한

관점에서 수업에서의 교사의 가르침과 학생의

학습을 해석하고 있으며, 이미 국어, 사회, 과

학, 영어 등 여러 교과에서 이런 다양한 흐름

을 자신의 영역으로 흡수하여 자신들만의 고유

한 수업 연구를 진행하여 성과물을 내고 실제

현직 교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수업에 적용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하여 연구자는 수학 수업

분석을 체계적2)으로 기술하고 있는 안내서조차

제대로 없는 수학교육 연구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수학 수업 연구의 현재를 체계적으

로 정리할 시점이 되었다는 판단을 하였다. 따

라서 연구자는 이 글을 통해 기간 이루어진 우

리나라 수학 수업 연구의 현황을 검토하고, 편

재된 흐름에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향후 수업

연구의 방향과 방법을 모색하여, 수업 연구가

수학교육 연구의 중핵 연구로 자리 잡는 기틀

을 마련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해서는 수학 수업

연구물의 검토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연

구자는 범위 선정을 위해 시기와 연구의 대상

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채택하였다. 두 기준에

맞추어 2000년 이후에 공표된 연구물로 시기를

제한하였으며, 수학 수업 자체를 이해하려는

연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학 수업 자체를

이해하려는 연구들을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굳

이 연관을 맺고자 한다면 수학 학습이라는 현

상이 발생하는 교실과 무관한 연구물을 찾는다

는 것이 오히려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특정한

교수법을 실험하고 그 결과를 산출하는 연구

또한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두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물들을 수집한 다음, 연

구주제, 연구 방법과 분석틀, 연구의 목적 및

초점, 수업 연구에 대한 관점, 주제어를 범주로

하여 연구물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어서 각 연

구가 갖는 경향성을 분석하고, 배경으로 삼고

있는 이론적 틀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두 가지 측면에서 수학 수업 연구의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 측면은 수학 수업 분석의

틀을 모색해 보는 것이며, 두 번째 측면은 수

학 수업 연구의 주요 과제를 탐색해 보는 것이

다.

Ⅱ. 수학 수업 연구의 현재

1. 연구의 경향성 분석

본 연구자는 대상 연구물들이 갖고 있는 연

구의 경향성 분석을 위해 교사-학생-수학적 과

제로 연결되는 교수학적 삼각형과 이를 감싸고

있는 교실 환경을 밑그림으로 하여 각 연구들

이 어떤 축에 중심을 두고 수업에 접근하고 있

는지 살펴본 결과 크게 다섯 가지 축 ― 교사

의 수업 실천의 경험과 인식, 학생의 경험에

대한 해석, 수업 중 과제에 대한 분석, 수업 담

화에 대한 분석, 수업 문화에 대한 분석 ―을

추출할 수 있었다. 1절에서는 다섯 가지 축을

중심으로 수학 수업 연구의 경향성을 살필 것

이다.

가. 교사의 수업 실천의 경험과 인식

수업을 책임져야 할 교사에게 있어서 수업

실천은 삶의 과정인 동시에 중차대한 고유의

2) 여기서 체계적이라는 말은 연구 문제를 수립하는 것부터 구체적인 수업 관찰과 분석 방법과 이후 해석과

글쓰기까지 철저하게 안내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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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다. 교사의 수업 실천은 곧 올바른 교사

상의 정립과도 직결되며, 이를 통해서만 교사

는 삶의 의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전문가로

성장해 갈 수 있다. 또한 교실은 끊임없는 실

천을 위한 실험실(오욱환, 2005)이 된다. 실험실

에서의 이런 부단한 실험의 경험과 인식에 대

한 해석은 수학 수업 연구의 주요한 주제가 된

다.

박경미(2007b)는 수업 실천의 과정에서 교사

와 학생의 경험의 차이와 해석의 차이를 연구

문제로 설정하고, 두 주체 사이의 괴리와 그

유형별 의미를 부여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박경미는 중학교 2학년 한 학급을 대

상으로, 10차시의 수업을 녹화한 후, 교사와 학

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장면이 담긴 비디오를

함께 보면서 회고적 면담3)을 진행하여 수업의

구체적인 상황과 국면에 대한 각 주체의 생각

을 담아냈다. 이렇게 분석된 결과, 두 주체 사

이의 괴리는 서로의 입장과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괴리, 극단적 교수학적 현상과 관련된

괴리, 특정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발생하는 비

전형적인 괴리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 연구의 경우, 물론 연구의 주된 목적은 주

체간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에 있지만 이를 위

해서는 교사 스스로가 자신의 수업 실천의 경

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지 파악

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이 과정의 산물은 자체로 수업 연구

의 주제가 될 수 있다. 가령 이 연구에서 면담

을 통해 파악된 해당 교사가 수업 중 초점을

두었던 핵심 내용, 수업 중 실수에 대한 생각,

연역적 설명의 효과, 자신이 사용한 질문의 유

형, 문제 유형에 대한 학생 반응에 대한 생각,

자신이 설정한 수업의 수준 등이 그 요소가 될

것이다.

김상미(2005)의 연구도 자신이 실행한 수학

수업의 적절한 은유를 탐색함으로써 수학 수업

의 의미를 찾고자 하였고, 이는 곧 교사로서의

자신의 실천에 대한 경험과 인식이 반영된 실

체로서의 수업의 은유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김상미는 자신이 수행한 초등 교사로서의

수업 실천을 세 시기로 나누고, 각 시기별 해

당 은유를 탐색하여 ‘모험’, ‘숨바꼭질’, ‘불꽃놀

이’라는 은유를 얻어낸다. 또한 각 은유가 갖는

속성은 수학 수업의 요소라 할 수 있는 앎, 가

르쳐야 할 수학, 수학 수업 내용, 수학 수업 방

법, 학생, 교사, 수학교실과 대비를 이룬다. 김

상미는 이와 같이 수학 수업의 은유를 분석하

는 것이 수학 수업 연구의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김상미는 최근의 연구

에서(김상미, 2008) 자서전 연구를 통해 수업

실천의 과정에 반영되는 교사 개인의 실천적

지식, 교사에 관한 전문 지식, 전문성 신장의

가능성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런 연구 결과 또

한 온전히 교사의 수업 실천의 경험과 인식이

라는 주제로 귀결될 수 있다.

이금선과 강옥기(2008)는 수업 반성의 효율

적 실현을 위한 분석의 준거를 고찰하고 제안

하면서, 유력한 이론적 배경의 하나로 Artzt와

Armour-Thomas의 연구를 채택하고 있다. 실제

Artzt, Armour-Thomas, Curcio(2008)는 수업 분석

을 위한 두 가지 주요 틀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틀은 수업 실천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목

적으로 ‘수업을 부분별로 쪼개기’, ‘수업의 차

원과 그 차원에 대한 표식’이라는 두 가지 방

법으로 구성되며, 두 번째 틀은 교사의 인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첫 번째 틀에서 ‘수업의 단

계’는 도입, 전개, 정리와 같은 전형적인 수업

3) 이와 같은 방식의 회고적 면담(retrospective)은 흔히 내부자 관점으로 알려진 Learner's Perspective Study에서

주로 참여자들의 설명의 상보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수업 후 비디오를 매개로 시행하는 면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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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절차를 말하며, ‘수업의 차원’은 과제, 학습

환경, 담화의 3대 요소로 구성된다. 또한 수업

의 차원에 대한 표식은 3대 주요 요소들이 갖

게 되는 특징을 말한다. 가령 과제 요소는 표

현의 방식, 동기화, 적절한 순서와 난이도라는

표식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해 과제는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표현하기 위한 적절한 형식에

담겨야 아이들로 하여금 아이디어를 잘 연결하

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아이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며, 아이들이 스스로 탐색하고

추측할 수 있도록 자극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

다. 또한 과제는 적절한 난이도를 가져야 하며

충분히 고려된 순서로 배치되어야 한다. 두 번

째 틀인 교사 인지는 목표, 지식, 신념이라는 3

대 주요 요소로 이루어진다. 목표는 ‘아이들의

교실 경험으로 귀결되는 지적, 사회적, 정서적

과정에 대한 기대’이며, 지식은 ‘아이들, 내용,

교수법에 대해 획득한 내적으로 축적된 정보들

의 통합된 체제’, 신념은 ‘교과, 학생, 학습, 교

수의 본성에 대한 개별화된 통합 가설 체제’로

정의된다. 그리고 교사의 인지 과정은 수업 계

획, 수업 중 관찰과 조절, 평가와 개선의 다섯

요소를 지닌 연속된 과정이다. 이들이 제시한

두 가지 틀을 통해 수업을 분석하게 되면 수업

실천에 대한 교사의 경험과 인식을 해석할 수

있게 되며, 실제로 Artzt 등은 책에서 다양한

분석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김진호, 이소민(2008)은 전통적인 수업을 하

던 교사가 학습자 중심 수업을 실천하면서 겪

게 되는 자신의 아동관, 교과서관, 교사관 등에

서의 변화를 내러티브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

의 연구에 의하면 해당 교사는 학습자 중심 수

업을 진행하면서 ‘어린이들은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지적 인격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대

부분의 교사들이 성전이라고 인식하는 교과서

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

며, 결과적으로 학습자 중심 수업에 대한 스스

로의 인식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이 연

구에서는 학습자 중심 수업을 위해 요구되는

행동양식으로 수업 중 아이들의 작동 중이거나

구성 중 혹은 구성된 인지 구조를 파악하는

것, 열린 발문하기, 스스로 교육과정을 재구성

하여 수업 자료를 준비하기 등을 제시하며 실

천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나. 학생의 경험에 대한 해석

서근원(2008)은 기존의 수업 연구를 토대로

‘교육인류학의 수업대화’라는 수업 이해 방법론

(삼우모형)을 도출하였다. 서근원은 이 연구에

서 기존의 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수업 장

학, 수업 비평, 수업 컨설팅, 실행 연구)들이 안

고 있는 두 가지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한다.

첫 번째 한계는 수업의 과정을 교사를 중심으

로 파악함으로 인해 수업에서의 아이들의 경험

을 소홀히 한다는 점, 두 번째 한계는 교사가

수업을 바라보는 안목을 형성하는 데 적절히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런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해서는 수업을 바라보는 관점과 방법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야 하며, 관점과 방법은

수업에서의 학생의 경험, 그 중에서도 학습의

경험을 파악하는 데 적합해야 한다고 쓰고 있

다. 하여 서근원은 ‘교육인류학의 수업대화 모

형’을 제시하는데, 이는 교육인류학의 관점과

연구방법에 의거하여 수업의 장면에서 학생이

경험하는 것을 정교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과 절차이며, 본 모형에서는 수업자와 관찰자

사이, 관찰자와 수업 사이, 그리고 수업자와 수

업 사이의 대화를 강조한다.

물론 수학 수업에 대한 연구에서도 비록 위

의 모형과 같이 철저한 분석 절차를 따르지는

않더라도 수업에서의 학생의 경험을 유의미하

게 해석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전술한 바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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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박경미(2007b)는 교사의 경험과 대비하여 수

업에서의 학생의 경험을 회고적 면담을 통해

파악하고, 양자의 차이에 대한 교육적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학생의 관심사

는 교사가 수업의 핵심이라고 생각한 내용과

상이하게 드러난다. 가령 해당 수업의 교사는

“연립방정식을 푸는 다양한 방법이 하나의 해

를 도출한다는 점을 강조한데 반해, 학생들은

연립방정식의 형태에 따라 방법을 선택하는 실

용적인 측면에 주목”(박경미, 2007b, p.272)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수업에서의 학생의

경험 구성에 있어 교사의 실수는 그들의 이해

의 혼란을 초래하는 상당히 민감한 측면이라는

사실도 제시되어 있다. 이외에도 연구의 결론

으로 제시되고 있는 ‘형식적 고착’, ‘토파즈 효

과’와 같은 교수학적 변환의 과정에서 수반되

는 극단적인 교수학적 현상들 또한 학생의 수

업 중 경험에 대한 유의미한 해석이 된다.

한편, 방정숙(2004a)의 연구는 학생 중심의

교실 문화 형성 과정을 6개의 교실 사례를 통

해 분석하여, 각 교실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

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구현된 수학 교실 문

화의 차이점으로 인해 교실별로 담화의 질과

학습 기회의 정도가 다르며, 이에 따라 “학생들

이 수학적으로 사고하고 의사소통하며 연계하

고 논의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측면에서 차이”

(방정숙, 2004a, p.299)가 발생한다고 지적함으

로써 수업에서의 학생의 경험이 수학교실문화

형성 과정에 의존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다. 수업 중 과제에 대한 분석

방정숙(2004b)은 수학적 과제를 중심으로 초

등학교 수업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

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관련 문헌과 실제 수업

사례를 분석하였다. 방정숙은 수업 분석에 관

한 여러 논문을 검토한 결과, 공통적으로 활용

되는 것이 수학적 과제이며, “수학적 과제는 무

엇보다 상대적으로 명확하며, 교사의 입장에서

도 상대적으로 쉬우면서도 효율적으로 수업 분

석에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

에”(방정숙, 2004a, p.422) 분석의 초점으로 선

택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방정숙이 제

시한 수학적 과제란 학생들의 수학 계발을 위

한 지적 배경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는 프로젝트, 질문, 문제, 구성, 적

용 연습”이다. 우선 이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를

토대로 수학적 과제의 유형을 암기형 과제, 연

계 없는 절차형 과제, 연계 있는 절차형 과제,

수학 행하기 과제로 분류하고 각각의 특성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이런 유형 분류의 기준은

과제의 인지적 수준4)이다. 이어서 방정숙은 사

례 분석을 통해 수학적 과제의 다양한 변화 양

상, 다시 말해 과제가 다양한 수업 요소와 상

호작용하면서 어떻게 변형되고 적용되는지 분

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가령 인지적 수준이

높은 과제가 설정된 후 어떤 요인으로 인해 일

관되게 유지될 수도 있는 반면, 쇠퇴하는 경우

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

정숙은 높은 인지적 수준의 과제가 수업 동안

유지되는 유형과 그 관련 요인들, 높은 인지적

수준의 과제가 수업 동안 쇠퇴하는 유형과 그

관련 요인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오영열(2006)은 수학 수업 개선에 초점을 맞

춘 관행공동체5)의 형성과 참여를 통한 교사들

4) 여기서 인지적 수준이란 “학생들이 주어진 과제에 참여하고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요구

되는 사고의 종류와 수준”(방정숙, 2004a, p.422)

5) community of practices의 번역 표현으로 판단되며, 학자들에 따라 표현이 다른 것이 현실이며, 실제로

Wenger(1998)의 번역서 제목은 ‘실천 공동체’로 나와 있기도 하다. 이는 'practice'라는 단어의 적절한 해석

표현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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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를 탐색하면서, 교실 수업 분석을 위한

규준틀의 하나로 학습 과제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학습 과제는 네 가지 유형이며, 틀에 박

힌 계산 과정을 단순히 기억해서 그 과정을 적

용하기만 해도 해결할 수 있는 과제, 수학적

의미나 개념과의 연관성 없이 문제해결의 절차

를 강조하는 과제, 문제해결 절차가 수학적 개

념 및 원리에 대한 탐색과 연결될 수 있는 과

제, 수학적 개념 및 원리를 활용한 다양한 비

알고리즘적 실생활 수준의 과제로 분류되며,

순서대로 수준을 담고 있다. 오영열의 연구에

의하면 수업 개선에 초점을 맞춘 공동체에 참

여한 교사들의 수업을 관찰하고 분석한 결과

학습 과제의 유형은 수준 2의 범위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라. 수업 담화에 대한 분석

수학적 의사소통은 수학 학습의 주요 목표이

기도 하며, 수학과 수학교육의 핵심 부분이기

도 하다(류희찬 외 역, 2007). 「학교 수학을 위

한 원리와 규준」에는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다

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의사소통을 통하여 아이디어는 반성, 정밀, 토

론, 수정의 대상이 된다.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아이디어의 의미 및 영구성을 만들고, 아이디어

를 공표할 수 있다. 학생들이 수학에 대해서 사

고하고 추론하며, 다른 사람들과 말이나 글로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의사소통할 때, 분명하고

설득력 있게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다른 사람

들의 설명을 들음으로써, 학생들은 이해할 기회

를 얻을 수 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수학적

아이디어를 탐구하는 대화를 통하여 참여자들

은 자신의 생각을 다듬고 연결하게 된다. 특히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을 때 자신의 해결 방법

을 정당화하는 토론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을 설득해 나

가면서 보다 나은 수학적 이해를 획득할 것이

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수학적 아이

디어를 표현하는 언어를 개발하게 되고, 그런

언어로 보다 정밀하게 말할 필요성을 감지하게

된다. 수학 시간에 말하고 쓰고 읽고 들을 기

회, 격려, 지지가 있는 학생들은 이중적인 이점

을 거둔다. 즉, 학생들은 수학을 배우는 것을

의사소통하고 수학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배운다. (류희찬 외 역, 2007, p.73)

이렇듯 수업 중에 말하고 쓰고 보고 듣는 것

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 의사소통의 영역이며,

수업 중 의사소통과 관련된 분석을 담화 분석

이라고 할 수 있다면, 수업 중 담화 분석은 여

러 연구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수업 연구의 주

요 주제가 된다. 예를 들어 최승현과 황혜정

(2007)이 제시한 수업 전문성 일반 기준의 영역

중 수업 실행의 영역의 기준 요소로서의 ‘명료

한 의사소통 및 적절한 언어 사용’, ‘효과적인

질문 사용’, ‘이해 점검 모니터링 및 피드백에

관한 분석’ 등이 담화 분석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Artzt, Armour-Thomas, Curcio(2008) 또한 담

화를 수업의 3대 주요 요소 중 하나로 꼽는다.

이들은 담화와 관련된 세 가지 측면을 제시한

다. 우선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교

사는 담화를 조율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해

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는 원활한 탐구,

협동, 상호 교섭을 위한 언어적, 비언어적 전략

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Artzt

등은 학생과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학습자 공동체의 구축을 말한다. 이를 위해 학

생들은 서로 듣고, 답하고, 질문할 수 있어야

하며, 아이디어에 대해 논쟁하고 설명하고 정

당화할 수 있어야 하며, 동료들의 아이디어에

환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학생들 사이의 상호교섭의 본질은 학생

들이 이전의 지식과 새로운 정보를 연결하고,

수학적 아이디어들 사이의 새로운 연결을 구축

하고, 현존하는 지식 구조에 새로운 이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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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마

지막으로 질문하기는 질문의 수준, 형태, 응답

시간과 관련된다. 역시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교사의 역할은 말하기와 기술하기에서 듣기,

질문하기, 탐색하기로 전이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수업 중 담화와 관

련된 연구의 주된 내용은 교사의 질문과 발문

에 관한 것이다. 이는 수업의 의사소통구조에

서 주된 발화자가 교사이며, 이 발화에 의한

발화수반행위와 발화영향행위가 수업에서의 주

된 활동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참

고할만한 연구는 이지현(2007)과 이금선, 강옥

기(2008)의 연구이다. 이지현은 기존의 수학 수

업 분석 사례들을 연구하면서, Driscoll(1999)의

연구를 인용하여 교사가 수업 중 학습자에게

제시하는 질문의 종류, 질문의 범위를 제시하

였다. Driscoll은 실제로 수학의 대수 단원 수업

에서 교사의 질문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다

섯 가지 유형―학습자의 활동을 착수시키기 위

한 질문,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질문, 문제

를 정확히 인식하고 적응하도록 하며 명확한

답을 내도록 유도하는 질문, 반성적으로 사고

하게 하는 질문, 대수적 사고를 일반화하도록

하는 질문―으로 구분하였다. Driscoll이 이렇게

질문에 대해 연구한 이유는 교사의 발문이 학

습자의 사고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지침일

뿐만 아니라 사고를 일으키는 단초가 되기 때

문이다. 한편, 이금선과 강옥기(2008)는 수학 수

업을 위한 반성적 분석 준거를 제시하면서, 수

업 중 반성 단계에서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를

확장하는 창의적인 발문을 사용하고 있는가?’,

‘학생들의 상효작용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라는 질문을 포함시키고 있다.

나귀수(2008)는 예비교사들의 수업에 대한

관점을 조사한 연구에서 NCTM(Martin, 2007)이

제시한 수학 교사가 수학 수업을 의미 있게 수

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7개의 규준을 제시하

는데, 그 중 하나가 ‘담화’임을 밝히고 있다. 또

여기에서 담화란 학생들의 사고를 이끌어내고

학생들에게 도전감을 주는 질문과 과제를 제시

하기,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신중하게 경청하고

학생들이 토의 중에 생성하는 아이디어들 중에

서 더 깊이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을 결정하기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마. 수업 문화에 대한 분석

국내에서 수학 수업 문화 자체에 대한 분석

은 그리 많이 소개되지 않았으며 현재는 방정

숙의 연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방정숙

(2004a)은 학생 중심의 교실 문화를 형성해가는

과정과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3명

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1년간 6개의 수학 교실

문화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구현된 학

생 중심 수학 교실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연구 결과로 제시하고 있다. 공통점으로 제시

된 세 가지는 사회적 규범 측면에서의 유사성,

교사의 핵심적인 역할, 사회수학적 규범과 수

학적 관행 측면에의 유사성(수학적 차이, 문제

만들기를 통한 문제 해결, 수학적으로 쉬운 것

등)이다. 한편 차이점으로 제시된 세 가지는 무

엇이 수학적으로 중요한가 또는 강력한가와 관

련된 사회수학적 규범의 차이, 수학적 연결성

측면에서의 차이, 수학적 다양성 측면에서의

차이이다. 방정숙은 이런 수학 교실 문화의 차

이로 인해 각 교실에서 형성된 수학적 담화의

질과 학생들의 수학 학습 기회의 정도가 달라

진다고 말한다.

2. 이론적 틀 고찰

이제 본 연구자는 연구의 경향성 분석에 이

어, 위에서 소개한 국내 수학 수업 연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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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간을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외국의 이론적

틀 및 방법과 연구 성과들을 소개하고, 어떻게

국내 연구에 반영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차

례대로 Learners' Perspective Study(이하 LPS),

Hiebert 등의 수업의 주요 측면과 특징,

Emergent Perspectives, 자전적 연구 순으로 살펴

볼 것이다.

가. LPS

LPS의 시작은 TIMSS 비디오 연구라고 할

수 있다. Stigler와 Hiebert(1999)는 제 3차 국제

수학 과학 연구에 참여한 41개 나라 중에서 독

일, 일본, 미국의 8학년 수학 수업을 촬영한 비

디오를 심층 분석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

며 참여국들의 격차의 원인을 수업 내에서 규

명하려고 하였다. 이를 계기로 하여, 8학년(중2)

수학 수업 실천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가 태동

하게 되었으며, 지속적으로 [Mathematics Class-

room in Twelve Countries](2006), [Making

Connections](2006)와 같은 연구 결과들이 생산

되고 있다.

LPS에서 말하는 내부자 관점은 두 가지 의

미를 갖는다. 하나는 각 문화와 각 학교 체제

에 대한 내부자인데 이는 연구자의 입장에 관

한 것이며, 또 하나는 교사와 학생들을 의미하

는데, 이는 연구의 자료 혹은 참여자에 관한

것이다. LPS는 세 가지 두드러진 특성을 갖는

다. 첫째, LPS는 연속된 몇 개의 수업 기록에

관한 것이다. 둘째, 교사의 수업 실천과 학생의

행동과 산출의 관련성에 관심을 둔다. 셋째, 수

업 후 비디오를 매개로 한 면담을 시행한다.

특히 이 회고적 면담은 수업 참여자들 각각의

입장에서 교실 활동과 각 상황의 의미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다음으로 LPS의 연구 절차와 연구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모태가 되었던 TIMSS 비디오

연구가 각 나라별로 10명의 교사의 수업을 1차

시씩 녹화한 비디오를 분석한 반면, LPS에서는

한 교사의 10개의 연속된 수업을 통해 수학 교

실의 실천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한다. 대상 수

업은 지역의 교육 공동체에서 유능한 것으로

검증된 교사의 수업이다. LPS는 교실 자체에

대한 연구이며, 교실에서의 학습을 연구하며,

교사와 학습자 모두의 실천을 기록함으로써 각

자의 실천으로부터 갖게 되는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이다.

LPS에서 제시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① 각 나라의 교실에서, 학생들의 실천의 일

관된 실체가 존재하며, 또 이런 실천이

어느 정도로 문화에 의존적인가?

② 문화적으로 한정되고 나라별 특징으로 확

인된 교사의 실천과 연결되는 주요 조건

과 행동(특히 학습자 행동)은 무엇인가?

③ 한 개별 교사가 한 수업의 연속된 장면에

서 어느 정도로 다양한 교수학적 접근(수

업 대본)을 채용하는가?

④ 지역 교육 공동체로부터 우수 수업으로

확인된 교실에서 발생하는 학습자와 교

사의 실천으로부터 발견되는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⑤ 교사와 학습자의 실천이 어느 정도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가?

⑥ 교사와 학습자의 실천에 대한 기록이 어

느 정도 학생들에 의해 구성된 사회적,

수학적 의미와 결합되는가?

⑦ 목표 실천과 상응하는 것으로 나타난 교

사와 학습자의 실천에 대한 확인이 교사

교육과 학교 조직에 던져주는 함의는 무

엇인가?

위와 같은 연구 문제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8학년 수학 교실의 실천과 그것의 수학적, 사

회적 의미를 규명하고, 최적화된 학습에 이르



- 129 -

도록 하는 수업 실천을 탐색하는 것이 LPS의

연구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LPS는

유의미한 수학 수업 관찰 및 분석에 관한 방법

론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 박

경미(2007b)의 연구에 한정되어 있다.

나. Hiebert 등의 수업의 주요 측면과 특징

Hiebert 등(김수환 외 역, 2004)은 수학 수업

의 주요 측면을 과제의 특성, 교사의 역할, 수

업의 사회문화, 학습을 지원하는 수학적 도구,

공평성과 접근 가능성의 다섯 가지 차원으로

설명하는데, 이것은 그 자체로 수업을 분석하

는 하나의 틀이 된다.

우선 과제의 특성 차원에서 보자면 과제는

수학적으로 문제다운 것, 다시 말해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무언가를 발견하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과제는 연결

성6)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과제는

수학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학생들

이 중요한 수학적 아이디어를 찾고, 가치 있는

내용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차원인

교사의 역할에서는 목적에 맞는 과제 선택하

기, 핵심적인 정보를 학생들과 공유하기, 바람

직한 수업 문화를 확립하기 등이 고려 사항이

다. 세 번째 차원인 수업의 사회 문화는 학생

들의 아이디어와 해결 방법을 존중하기, 학생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고 다른 학생들과 공유

하도록 하기, 실수를 학습의 토대로 생각하기,

수학적 맥락에서 정확성을 판단하기 등을 고려

요소로 한다. 네 번째 차원인 학습을 지원하는

수학적 도구는 각각의 학생이 수학적 도구의

의미를 구성하도록 하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즉 목적에 맞게 도구를 사용하기, 기록, 의

사소통, 사고를 위하여 도구를 사용하기 등이

고려의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공평성과 접근

가능성 차원은 모든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과제를 선택하기, 모든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

하기,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기

등을 참고하는 것이다.

실제 이 분석틀은 여러 연구(이경화, 2002;

방정숙, 2004b; 나귀수, 2008; 최수일, 2009)의

이론적 배경으로 채택되었으며, 전국수학교사

모임의 ‘수학교실관찰팀’에서는 이 분석틀을 토

대로 정기적으로 수업 분석 및 비평 활동을 수

차례 수행하여 자체 회지인 『수학과 교육』을

통해 전국의 교사들과 그 내용을 공유하고 있

으며, 각종 수학교사 직무연수에서 이를 소재

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다. Emergent Perspectives

Emergent Perspectives는 설계 연구(Design

Research)(Cobb, 2003)로부터 나오는 개념이며,

국내에서는 주로 방정숙(2004a)의 연구를 통해

소개되고 있다. 설계 연구의 두 가지 핵심적인

측면은 교수 이론과 해석적 틀(interpretive

framework)이다. 이 중에서 교수 이론은 학습

환경(과제를 포함한 교수 활동, 도구, 교실의

담화, 교실 활동의 구조로 연결된 하나의 체제)

에 대한 설계의 측면이다. 즉, 교수 설계는 학

생들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유의미한 수학적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그것의 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교실 활동 체제를 설계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해석적 틀은 사회적 맥락에서의 수학

학습에 대한 분석의 측면이다. Cobb은 이와 같

은 분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들이 필

요하다고 말한다.

① 분석의 결과는 교수 설계 개선을 위해 환

류를 제공해야 한다.

6) 여기서 연결성은 과제가 학생들이 이미 갖고 있는 지식, 기능과 관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학교수학을 위한 원리와 규준(류희찬 외, 2007)을 보면 연결성은 과정 규준의 한 요소이며, 학생들이 수학

적 아이디어들 간의 연결성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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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설계 실험에 소요된 시간 이상으로 장기

간 교실 공동체의 공동의 수학 학습을

기록해야 한다.

③ 개별 학생들이 공동의 교실 과정에 참여

한 것만큼 그들의 수학적 추론을 발달시

키는 것에 대해서도 기록해야 한다.

특히 세 번째 기준은 교실의 활동과 깊은 관

련이 있다. Cobb 등이 설계한 대부분의 설계

실험에서, 학생들은 전체 토론에 앞서 개별 활

동 혹은 소집단 활동을 전개한다. 이때 발생하

는 학생들 개개인간의 추론에서의 질적 차이는

전체 토론에서 논의될 만한 수학적으로 유의미

한 주제가 될 수 있다. 학생 개개인의 추론에

대해 이와 같은 실용적인 초점을 두기 위해서

는 학생들이 공동의 교실 실천에 참여하는 다

양한 방식을 고려할 수 있는 분석적 접근이 필

요하다. 이런 다양성은 교사가 교실 공동체의

공동의 수학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으로

삼을 수 있는 주요 원천이 된다는 것이 Cobb의

주장이다.

부연하면, 설계 이론에 있어서 추측은 과제

와 도구의 측면에만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교

실 담화의 본성과 교실활동의 구조 또한 고려

해야 한다. 그리고 설계에 있어서 좀 더 폭넓

은 관점을 통합하기 위해 교실 활동 체제라는

개념이 도입된다. Cobb은 과제와 도구로부터

학생들의 학습의 사회적 상황을 구성하는 활동

체제로의 관심의 이동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

교수 실험 보다는 설계 실험이라고 부르는 것

이 더 적절하다고 말한다.

이제 수학 학습에 대한 해석적 틀을 좀 더

자세하기 살펴보기로 한다. 해석적 틀(Cobb,

Stephan, McClain, Gravemeijer, 2001; Grave-

meijer, Bowers, Stephan, 2003; Stephan & Cobb,

2003; Yackel & Cobb, 1996; Cobb & Yackel,

1996)은 교실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

태들에 대한 분석의 기초가 되는 동시에, 학생

들의 개별 혹은 공동의 학습에 대한 지속적이고

회고적 분석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Stephan과

Cobb(2003)은 학생들이 교수 활동을 경험함에

따라 발현되는 실질적 학습을 이해하기 위한 필

수적인 틀이라고 말한다. 또 이 틀에 의해 안내

된 분석을 통해 설계자들은 최초의 교수 장면이

어떤 면에서 학습을 지원했고, 어떤 면에서 학

습을 제한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교

수 장면들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이 교실에서 혹은 실험에 대한 분석을

고안할 때 학생들의 학습을 이해하기 위해 이

용하는 이론이 바로 Emergent Perspectives라 불

리는 사회적 구성주의의 하나의 버전이다. 이

는 학습을 인지적 재조직화의 유기체적, 자기

조절적 연속으로 간주하는 구성주의이론과 학

습을 사회적 성과로 여기는 상호작용이론으로

부터 도출되었다. Emergent Perspectives는 학습

에 대한 개인과 사회에 대한 이분법을 넘어서

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즉 학습이란 어느 하나

가 다른 것에 우선권을 내주는 것이 아닌 개인

적인 동시에 사회적인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학생들은 사회적, 수학적 맥락

에 참여하는 동시에 기여함으로써 그들의 학습

을 재조직하는 존재다. Cobb과 Yackel은 이를

토대로 교실 공동체와 참여자들의 학습을 상술

하기에 유용한 해석적 틀을 구성하게 된다.

해석적 틀은 교실의 사회적 맥락과 함께 개

별 학생들의 수학적 발달을 통합하는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시도로부터 나왔다. 틀의 왼쪽

은 교실의 공동의 과정에 대한 상호작용주의의

견해로부터 나오며, 오른쪽은 공동의 과정의

발달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활동에 관한 구성주

의 견해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양자의 관계는

재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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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점 개인적(심리적) 관점

교실의 사회적

규범

학교에서의 자신의 역

할, 타자의 역할, 
수학적 활동의 일반적 본

성에 대한 신념

사회수학적 규범 수학적 신념과 가치

교실의 수학 실천 수학적 개념

<표 II-1> 수학 교실에 대한 해석적 틀

사회적 관점은 세 가지 측면―사회적 규범,

사회수학적 규범, 교실의 수학 실천―으로 구

성된다. 첫 번째 측면인 사회적 규범은 교사와

학생 상호간에 수립된 교실의 참여구조의 서술

과 관련이 되며, 교실 활동에서의 규칙성을 반

영하는 개념이다. 사회적 규범의 적절한 예는,

“해답에 대한 설명과 정당화, 타자의 설명을 이

해하려는 노력, 동의 또는 반대의 표현, 해석상

의 충돌 발생 시 대안적인 질문하기”(Cobb,

Stephan, McClain, Gravemeijer, 2001, p.123) 등이

있다. 이렇게 수립된 사회적 규범은 수업이 계

속 되고, 새로운 상황들이 출현함에 따라 지속

적으로 재교섭된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규범

과 재귀적으로 상호 관련되는 개인적 측면은

자신과 타자의 역할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신념이다.

해석적 틀의 두 번째 측면은 수업의 과정에

서 상호 구성된 사회수학적 규범의 서술에 관

한 것이다. 사회적 규범은 수학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어떤 교과 영역에도 적용된다. 예

를 들어, 타 교과에서도 학생들의 추론과 정당

화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수학에만 한정되

는 학생들의 행동의 규범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게 되고, 이것이 두 번째 특징인 사회수학적

규범이다. 사회수학적 규범은 “무엇을 수학적으

로 다른 해로 여길 것인가, 수학적으로 엄밀한

해로 여길 것인가, 수학적으로 효율적인 해로

여길 것인가, 수학적으로 수용할 만한 설명으로

여길 것인가 등을 포함”(Cobb, Stephan, Mc-

Clain, Gravemeijer, 2001, 124p)한다. 한편 사회

수학적 규범과 상호 관련된 개인적 측면은 어

떤 유형의 설명이 수용할 만하고, 효율적이고,

정교하고, 다른 설명인지에 대한 학생들의 신념

과 관련된다. 이런 신념들은 학생들이 어떤 해

답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교섭함에 있어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사

회수학적 규범과 재귀적인 관련을 맺게 된다.

해석적 틀의 세 번째 측면인 ‘교실의 수학

실천’은 교실 공동체의 공동의 수학적 발달과

더불어 개별 학생들의 학습 모두에 관한 서술

과 연관된다. 교실의 수학 실천은 교사와 학생

들이 특정한 수학적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동안

확립된 추론, 논증, 상징(기호)의 공유된 방식

등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개별 학생들의 수학

적 해석과 행동이 교실의 수학 실천과 상호 관

련되는 측면이다. 학생들의 수학적 발달은 그

들이 수학 실천의 구성에 기여함에 따라 발생

한다는 점에서 수학 실천과 그들의 수학적 해

석은 재귀적 연관을 맺는다.

지금까지 논의된 해석적 틀에 기초하여, 실

제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는 일반적인 방법, 좀

더 구체적으로는 공유된 교실의 수학 실천의

발현을 기술할 기준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 이

야기해야 한다. 이들이 택하는 방법은 설계 연

구의 요구에 적합한 Glaser와 Strauss의 지속적

비교 방법(constant comparison method)(Strauss &

Corbin, 1998)을 따른다. 그리고 수학 실천의 진

화를 분석하기 위해 Toulmin(2003)의 논증 모형

을 사용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Emergent Perspectives는 교

실 문화 형성 과정이나 담화 또는 논증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며, 나아가 외국에서는

장기간의 교수 실험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학

생들의 수학 학습 정체성에 관한 연구들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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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연구자들에 의한 수학 교실 문화 형성 과정

에 관한 연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김동원

(2008)의 경우는 일반 교실은 아니지만 교수 실

험 성격으로 2년간 운영된 기하탐구교실에 참

여한 학생들의 학습 정체성 형성 과정을

Emergent Perspectives를 토대로 기술하고 있다.

라. 자전적 연구

수학 수업에 관한 자전적 연구는 많지는 않

지만 교사의 수업 실천 과정을 그대로 담았다

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이다. 해외에서는

Heaton(1994), Lampert(1986), Simon(1995)의 연

구물 정도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국내에

서는 김상미(2008)의 연구가 유일한 실정이다.

자전적 연구 중 국내에 소개할만한 대표적인

연구는 Lampert(2001)의 일 년간의 자신의 수업

실천에 관한 기술(記述)이다. 교실을 이해하는

과정을 그곳에 존재하는 교수학적 삼각형과 그

삼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 환경들의 작용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때, Lampert

는 이 뜻에 충실하게 실천의 기록을 담았다.

이 모든 기록은 이십 년 정도, 초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친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기

록된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① 교실의 문화를 형성해가는 과정

② 수업 준비 과정에 있어서의 실천

③ 학생들이 개별 활동을 하는 동안의 교사

의 실천

④ 전체 토론의 장에서의 교사의 실천

⑤ 수업과 수업을 연결지어주기 위한 실천

⑥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실천

⑦ 학생들이 학교의 한 구성원이 되도록 하

기 위한 실천

⑧ 평가와 관련된 실천

Lampert는 책의 마지막 장에서 위의 모든 실

천의 과정을 종합하여 교수학적 삼각형에 근간

을 둔 수업 실천에 관한 정교한 모형을 제시하

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며, 자체가 하나의 수업

분석의 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서 소개할 수 있는 두 연구는 김상미

(2008)가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 Heaton

(1994)과 Simon(1995)의 기록이다. Heaton은 자

신의 4학년 수학 수업을 연구하여, 좋은 수업

을 위해 노력하는 자신의 변화 과정을 기술함

으로써, 그 속에서 “교사 자신의 의미, 교사의

역할, 교사가 수학을 가르치는 방식”(김상미,

2008, p.437)을 담았다. Simon은 교사 교육 프로

그램을 운영하는 중 자신의 교수 실천을 연구

하였다. 교수 실험을 설계하고, 예비 교사를 가

르치고자 하는 자신과 교수의 과정을 분석하면

서 교수 설계와 구성에 관한 하나의 모형을 제

시하고 있다. 김상미의 해석에 따르자면, 소개

된 자전적 연구의 공통점은 “교사의 실천 내부

에 교수 활동에 대한 중요한 지식이 있다고 가

정하고 그 질문을 연구의 전면에 내새운다는

것”(p.437)이다.

Ⅲ. 수학 수업 연구의 방향성

지금까지 살펴 본 국내 수학 수업 연구의 경

향과 그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하여 이제 본

연구자는 장차 이루어져야 할 수업 연구의 방

향성을 모색할 것이다. 모색은 크게 두 측면으

로 나뉜다. 하나는 수학 수업을 분석할 수 있

는 틀에 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수학 수업

연구의 향후 과제를 기록하는 것이다.

1. 수업 분석틀 모색

본 연구자는 우선 수업 분석틀의 모색을 위

해 국내에 소개된 주요 수업 연구 방법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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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들을 간략히 소개한 다음, 실천 가능한 수

학 수업 분석틀의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살펴

볼 것이다. 천호성(2008), 서근원(2008), 이혁규

(1996)의 연구를 살펴본 다음, 이혁규의 모형과

교육개발원 모형을 융합하여 수학 수업 분석에

의 적용을 시도한 이경화(2002)의 방법을 검토

할 것이다.

먼저 천호성(2008)은 단위 학교 차원에서 교

사들이 함께 구현해 볼 수 있는 ‘참여형 수업

연구를 통한 협동적 문제 해결 모형’을 제시하

고 그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안내한다. 첫 번

째 단계인 사전 준비 과정에서는 ① 문제의식

의 명확화, ② 단원 구상, 수업 지도안, 좌석표

의 작성, ③ 추출 학생의 선정, ④ 수업 후 협

의회에 대한 사회자 결정을 포함한 관찰자의

역할 분담, ⑤ 수업 준비(교재, 학습 환경 등),

⑥ 사전 협의의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두

번째 단계인 공개 수업 실행의 과정에서는 ①

속기록의 작성, ② 추출학생에 대한 관찰, ③

전체 관찰, ④ 영상 기록, 음성 기록, 사진 기

록의 작성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세 번째

단계인 수업 후 협의회에서는 ① 속기록의 비

표, ② 포스트잇의 준비, ③ 협동으로 종합 기

록 만들기, ④ 종합 기록을 기반으로 분석 실

시까지의 활동이 이어진다. 특히 종합기록을

토대로 분석을 실시할 때는 수업 마디 나누기,

추출 학생의 관찰 및 보고를 통해 토론 의제

설정하기, 수업 자의 수업 의도 및 문제의식에

관해 협동적으로 해결책 모색해 보기 등을 수

행하게 된다. 이와 같이 세 단계를 거친 후 마

지막 소결론 단계에 이르게 된다.

한편, 앞에서 소개한 바 있는 서근원(2008)이

제안한 ‘교육인류학의 수업대화’도 여기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서근원의 주장에 따

르면 수업 분석을 위한 연구 방법이 되기 위해

서는 교육인류학의 연구 방법이 정립되어야 하

며, 연구 방법은 존재론, 인식론, 방법론, 방법,

기법, 관점을 그 요소로 해야 한다. 존재론은

연구 대상의 성격에 관한 것인데, 교육인류학

의 존재론에서 채택한 연구 대상은 주변의 상

황과 관련되어 있는 총체이자 지속적으로 형성

되어가는 존재이다. 인식론은 연구자가 연구

대상을 안다는 것의 의미하는데, 역시 교육인

류학에서는 문화상대주의적인 관점에서 현상을

바라보며, 안다는 것은 곧 해석하는 것을 의미

한다. 방법론은 연구 대상을 알아간다는 것인

데, 여기서 알아간다는 것은 타자와의 지속적

인 대화를 통환 순환적 반성의 과정이다. 방법

은 자료로부터 새로운 사실이나 의미를 알아내

는 것이며, 상상, 비교, 추론, 분석, 해석 등이

요소가 될 수 있다. 기법은 현상으로부터 자료

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인데, 관찰, 면담, 참

여관찰, 문서수집, 분류, 기술 등이 가능한 기

법이다. 마지막으로 관점은 연구 대상의 다양

한 측면들을 말하는데, 이는 연구 방법을 구성

하는 여러 요소들과 유기적 관련을 맺는다.

서근원은 위와 같은 수업 분석과 이해를 위

한 연구 방법은 수업의 장면에서 학생이 경험

하는 것을 정교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절

차이며, 수업자와 관찰자 사이뿐만 아니라, 관

찰자와 수업 사이, 그리고 수업자와 수업 사이

의 대화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교육인류학의

수업대화 모형’이라고 부른다. 이 대화 모형은

여러 단계의 절차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는 연구자와 수업자 모두 자신

의 문제의식을 확인하는 것이다. 관찰자가 수

업을 보기 전에 자신이 수업과 관련해서 일상

적으로 가졌던 질문이나 문제의식을 정리한 다

음, 수업을 보는 과정에서 그 질문에 대한 대

답을 적극적으로 찾으며, 수업자 역시 같은 방

식으로 질문이나 문제의식을 정리하고, 수업이

그것에 대한 대답이 되도록 한다. 두 번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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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수업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단계

에서 관찰자는 수업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상

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집중적으로 관찰할 학

생을 선정하며, 해당 학생에 대한 충분한 정보

를 수집해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수업 관찰

기록이다. 집중 학생을 중심으로 수업의 과정

을 치밀하게 관찰하여 노트에 기록해야 하며,

이 기록에 담겨야 할 주된 요소는 교사의 언

행, 집중 학생의 언행, 주변 학생의 언행 등이

다. 이 기록을 토대로 수업 후 면담을 통해 집

중 학생이 수업의 과정을 통해 무엇을 경험했

는지 확인하게 된다. 네 번째 단계는 수업의

구조에 대한 1차 분석이다. 우선 자신의 기록

을 통독하고 수정하고 보충한 다음, 시간의 흐

름에 따라 수업 과정 분석표를 작성해 보고,

학생의 경험을 중심으로 수업의 과정을 몇 개

의 상황으로 구분한다. 다음으로 집중 학생의

결정적인 경험이 이루어진 상황이 무엇인지 파

악하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과 상황을

간단한 표와 그림으로 구조화 해본다. 이어지

는 과정은 집중 학생이 무엇을 경험하거나 학

습했는지 추론하여 간단한 문장으로 기록해 보

는 것이다. 다섯 번째 단계는 공통의 수업 과

정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는 관찰자와 수업자

의 만남,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여섯 번째

단계는 수업의 구조에 대한 2차 분석이며, 이

는 수업자가 동의한 수업의 과정에 관한 기록

을 보면서 수업자와 함께 수업의 구조 분석을

되풀이하는 과정이다. 일곱 번째 단계는 주제

토론이며 수업자와 관찰자가 함께 논의할 주제

를 선정, 그것을 중심으로 토론하는 과정이다.

이어지는 여덟 번째 단계는 대화 결과의 교환

이다. 수업자와 관찰자가 대화 과정을 통해 알

게 된 점, 더 생각하고 모색해야 할 점을 정리

해서 상대에게 설명하는 과정이다. 이제 마지

막 단계는 또 다른 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수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업자에게 제

공하여 함께 읽는 과정이다.

위 모형의 강점은 학생의 경험을 공동의 대

화 과정을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것이며,

모형의 수립 과정 자체가 수업 관찰 및 분석,

그리고 대화를 통한 실천 과정이었다는 것이

다. 또한 수차례의 교사 연수를 통해 검증의

과정을 거치며 다듬어지는 진화의 과정을 밟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혁규(1996)는 교실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분석 요소로 교사와 학생의 발

화, 대화 이동 양식, 사회적 참여구조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발화는 “다른 화자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화자가 말한 모든 것”(p.23)

이며, 수업의 최소 단위이다. 이혁규는 발화 유

형의 분석을 통해 교실 수업에서의 상호 작용

의 의미를 규명할 수 있다고 말한다. 두 번째

개념인 대화의 이동은 발화와 발화 사이의 이

동 또는 화자와 청자 사이의 계속적인 역할 교

대를 의미한다. 이런 대화 이동 양식의 분석을

통해 발화와 발화의 이동 사이에 존재하는 규

칙성을 탐색할 수 있다. 세 번째, 사회적 참여

구조는 교사와 학생들의 발화, 대화의 이동이

만들어내는 교실 상호작용 전체를 의미한다.

이혁규는 발화, 대화의 이동, 사회적 참여구조

로 점증되는 분석틀을 통해 교실 수업에서 드

러나는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유형 및 그 의

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경화(2002)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시한

학교 종합 평가팀의 틀 중에서 교사의 수학교

육 활동에 대한 평가 기준 다섯 가지―교사의

수학에 대한 이해, 교사의 학생에 대한 이해,

교수 방법 활용의 적절성, 평가 및 평가 결과

활용의 적절성, 교사의 수학교육 활동 개선의

열의―와 이혁규의 교실 상호작용 분석 방법―

발화, 대화의 이동 양식, 사회적 참여구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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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ebert 등의 다섯 가지 차원을 종합하여 수학

수업을 분석하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실제 종

합된 분석틀은 수업 관찰의 과정적 표현 5단계

로 나타난다. 1단계는 관찰할 수업의 목표와

내용 체계, 교과의 구성, 지도상의 유의점에 대

하여 파악하고 관찰의 주요 포인트를 결정하는

것이다. 2단계는 수업 전과 수업 후에 면담할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다. 3단계는 수업 전과

수업 후 면담을 시행하며, 수업을 참관하여 기

록하고 녹화하는 단계이다. 4단계는 녹화한 것

을 기록하고 기록한 자료를 세부적으로 분석하

여 대화 내용과 행동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는

단계이며, 마지막 5단계는 분석 내용과 면담

내용을 종합하여 수업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며, 최종 분석 내용을 교사와 대

화를 통해 확인하는 단계이다. 이제 본 연구자

는 지금까지 논의한 다양한 수업 분석틀과 관

련된 몇 가지 수학 수업 분석을 위한 실천 활

동을 간략히 소개한 다음, 이를 토대로 실천

단계 내용

수업자

수업 소개

아이들 정보
학생들의 사전 지식, 개인적 능력 등(집중 학생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개)
과제 정보

과제를 선택한 이유, 과제가 갖는 전후 맥락, 과제의 가치

등에 대한 교사 개인의 생각

수업 시나리오 하나의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간략한 스케치

집중 학생 활동
집중 학생이 수업 시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교사

개인의 관찰 기록 소개

성찰 기록
수업 전반에 대한 교사 자신의 간략한 반성과 다음 수업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 기록

수업 비디오 관찰

비디오 관찰 전, 잠시 소개받은 수업에 대해 상상

어떻게 수업을 볼지 자신만의 문제의식 정리

비디오를 관찰하고 필드노트에 기록

수업 분석 기초 각자 기록한 것을 보완 및 대화 준비대화 준비

수업 대화
준비된 질문들과 대화의 요소들을 가지고 수업자와 관찰자

의 대화, 관찰자끼리의 대화 등 여러 가지 대화 시도

분석 결과 공유
대화 종료 후, 분석 결과를 간단히 정리한 후 발표를 통해

내용 공유

<표 III-1> MF 수업 대화의 절차

가능한 수학 수업 분석틀이 갖추어야 할 요소

와 단계를 제안할 것이다.

위에서 소개한 수업에 관한 여러 분석틀을

살펴보면, 공히 여러 교사들과의 공동 관찰, 공

동의 대화를 통한 분석, 공동의 이해 과정이 제

안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사들과

의 공동의 실천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장은 ‘수업 관찰과 분석’이라는 주제의

연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관련 주제로

수년 간 현장의 교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으

며, 매번 방식을 바꿔가며 바람직한 수학 수업

대화법 모색을 위한 실험을 전개 중이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전국수학교사모임에서 주관하는

제 12회 Math Festival이다. 이 연수에서는 교사

들과 <표 III-1>의 절차로 수업에 대한 대화를

진행했다. 초등학교 6학년 확률 수업, 중학교 1

학년 수직이등분선의 작도 수업, 중학교 3학년

이차함수 수업, 고등학교 1학년 방정식과 부등

식 수업까지 다양한 학년, 다양한 영역에 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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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경력의 교사에 의해 수행된 수업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자는 대화의 단계별

로 필요한 내용과 방법을 소개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참여 교사들로부터 수업의

주제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개입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 대화의 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두 가지 차

원의 성찰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수학 교사들을 어디에 근무하건 비슷한

교수 경험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살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수업 대화에의 참여는

기간 자신이 동일 영역, 동일 또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천했던 수업에 대한 반성의 과정을

촉발시키며, 수업을 공개한 교사는 면담이라는

유효한 성찰의 기제를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수

업에 대한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대화의 중심이 수업 중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며 연구자는 수학

수업의 관찰 및 분석 과정에 반드시 포함되어

야 할 요소들을 기술할 것이다. 첫 번째로 손

꼽을 수 있는 것은 수업자의 문제의식이다. 서

근원(2008)은 수업 계획(Plan), 수업 실행(Do) 보

다 앞서야 하는 것이 수업자의 관점(See)이라고

말한다. 이는 어찌 보면 수업자의 수업 실천

전체에 드리워져 있는 큰 수업의 방향성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런 수업자의 관점에는

교사의 교수, 학습, 교과에 대한 신념과 태도가

모두 포함된다. 수업자 개인의 기록을 통해서

든 수업자와의 면담을 통해서든 문제의식을 이

해하는 것은 수업 관찰 및 분석의 기초가 되어

야 한다. 더불어 수업 대화의 과정은 수업자의

문제의식과 관찰자의 문제의식의 상호 교섭의

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두 번째 분석의 요소는 수업 중 다뤄진 과제

의 의미에 대한 것이다. 과제는 수업의 목적을

반영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과제는 수학 학습

의 결과로 갖추어야 하는 능력 혹은 소양의 구

성 요소들을 담고 있어야 한다. 또한 아이들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문제해

결, 증명과 추론, 의사소통, 표현, 연결성 등을

경험해야 하며, 이것은 자체로 온전한 교실에

서의 수학적 경험으로 남게 된다. 한편, 수업에

서 다루는 과제의 내용과 그 제시 방식은 수업

의 형태, 곧 수업의 상호작용 구조와 전개 양

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건이다. Lampert는 과

제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다음과 같

이 제시한다.

과제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과제가 교

실의 모든 학생들이 수학적 가설을 만들고 평

가하는 것을 경험할 만한 적합성을 갖고 있는

종류의 과제인가 하는 것이다. (Lampert, 1990,

39p)

이 기준에 부합하도록 선택되거나 만들어진

과제는 “생산적 사고를 요구하는 구조화된 문

제”(Kilpatrick, 1987, 134p)이며, 학생들의 사고

특성이나 특정 개념에 대한 이해 정도, 문제

해결의 과정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교수 설

계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NCTM(Martin, 2007)

에서 제시한 가치 있는 수학적 과제가 갖추어

야 할 요건 또한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① 아이들의 지력이 작용해야 하며,

② 수학적 이해와 기능을 발달시켜야 하며,

③ 아이들이 수학적 아이디어의 일관된 틀을

연결하고 발달시킬 수 있어야 하며,

④ 문제 제기, 문제 해결, 수학적 추론을 요

구해야 하며,

⑤ 수학에 대한 의사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

어야 하며,

⑥ 수학이 지속적인 인간 활동의 산물임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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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아이들의 다양한 환경, 경험, 성향에 민감

해야 한다.

이 요소들은 NCTM의 ‘학교수학을 위한 원

리와 규준’의 과정 영역의 다섯 가지 기준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

런 요소들을 만족하는 과제를 통해 수업을 구

성하고 실천할 수 있으며, 또 과제가 갖추어야

할 요소들에 비추어 과제의 해결 과정을 분석

할 수 있다.

세 번째 분석의 요소는 학생의 수학적 경험

에 관한 것이다. 박경미(2007b)의 연구에서 나

타난 바와 같이 수업에서의 학생의 경험은 교

사의 의도와 기대에 어긋날 수 있으며 때로는

극단적인 교수학적 현상들로 귀결될 수도 있

다. 따라서 수업에 참여한 아이들의 수학적 경

험을 여러 분석 도구를 사용해 정교하게 해석

해 낼 필요를 절감하게 된다. 더불어 우리는

수학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수학적 경

험을 분류해볼 수도 있다. 아이들이 문제 상황

에 직면하고, 해결을 위해 몰입하고, 문제를 해

결하는 순환 과정이 수학 수업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수학적 경험의 일상적 형태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치 수학자의 일반적 경험이

예상, 유비, 희망적 사고와 실패의 경험 등으로

분류(양영오, 허민 역, 1995)될 수 있는 것처럼

수업 분석의 과정에서 아이들의 수학적 경험의

실체를 밝히는 작업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수학 수업 연구의 과제

본 연구자는 지금까지 수업 연구의 방향성

모색을 위한 첫 번째 절차로 수학 수업을 분석

할 수 있는 틀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러기 위

하여 국내의 주요 수업 연구 방법과 관련 활동

을 살펴보았으며, 그 속에서 실천 가능한 수학

수업 분석틀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요소를 탐

색해 보았다. 지금부터는 현재의 시점에서 수

학 수업 연구의 향후 과제를 간략히 모색해 볼

것이다.

수학 수업 연구의 근본적인 목적은 좋은 수

학 수업에 관한 모형을 수립하고, 해당 모형에

따른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유의미한 수학 학

습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연구자는 이와 같은 수학 수업을

친상황적 수업(김동원, 2009)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물론 친상황적 수학 수업은 수없이 많은

수업의 스펙트럼 상에 존재하는, 우리가 궁극

적 지향으로 삼아야 하는 하나의 이념형(ideal

type)일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

민해야 하는 것은 이념형에 근접할 수 있는 실

천형을 구안하는 것이다. 교과에 상관없이 기

존 수업 연구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자신

의 주장을 명료하게 하기 위한 대비 범주를 등

장시키는 것이다. 보편 대 특수, 획일 대 다양,

결과 중심 대 과정 중심, 상명하달 대 하의상

달, 전달 대 구성, 공식 대 비공식, 소비 대 생

산, 닫힘 대 열림(즉흥성), 개인 대 집단, 통제

대 자율 등 아주 다양한 대비 범주들을 찾아볼

수 있다. 각 범주의 전자는 실제 존재 양상이

며, 안티테제 구성을 위한 밑받침이 된다. 반대

로 각 범주의 후자는 이념형으로써 연구자의

머릿속에 구안된 개념이다. 결국 부재하는 실

체에 대한 많은 이념형은 존재하지만, 진정 교

과로부터의 소외, 교사로부터의 소외를 발생시

키지 않는 실존으로서의 수업이라 할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논의로부터 우리는 실천형으로서

의 친상황적 수학 수업을 구성하기 위한 하나

의 대안적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우선 친상

황적이라고 부를 수 있거나 그 요소들을 추출

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 실천 사례들을 수집하

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수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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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분석하는 작업이 이어져야 한다. 수업

에 대한 연구들 중 이해를 위한 분석 과정까지

안내하는 연구는 흔치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이 또한 연구자들과 교사들 공동의 몫이다. 세

번째, 분석 이후에는 친상황적 수학 수업의 요

소들을 추출하고 기존의 이론적 논의에서 가설

적으로 수립한 범주들과 대비시켜야 한다. 넷

째, 실천성이 담긴 친상황적 수학 수업의 모형

을 수립하여야 한다. Highet(김홍옥 역, 2009)의

주장을 보자면, 아동 혹은 학생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속성 혹은 특징은 상황의 한 요소이

며, 교사의 역할은 학교와 세상 사이에 다리

놓기, 즉 성인 세대와 젊은 세대를 이어주는

가교를 놓는 것이다. 이를 해석하면 교사 역할

의 본질은 상황의 매끄러운 연결과 구성에 있

게 되며, 훌륭한 교수법이란 학생들에게 적합

한 방법을 구사하는 것이다. 다섯째, 수립된 모

형을 토대로 다양한 연수 과정 운영을 통해

수학수업연구의 방향성

 수학 수업 분석 틀 모색

이론적 틀

국내 문헌 분석

수업 연구의 경향성

1. 교사의 수업 실천의 경험과 인식

2. 학생의 경험에 대한 해석

3. 수업 중 과제에 대한 분석

4. 수업 담화에 대한 분석

5. 수업 문화에 대한 분석

대표적 이론적 틀

1. Learners' Perspective Studies

2. Hiebert 등의 연구

3. Emergent Perspectives

4. 자전적 연구

천호성, 서근원,

이혁규, 이경화

 수학수업 연구과제

“친상황적 수학수업”

수학교사들의 

실천사례(MF)

수업자의 문제의식

수학적 과제의 의미

학생의 수학적 경험

[그림 III-1] 수학`수업 연구의 방향성 모색 과정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신장에 기여할 수 있어

야 한다. 학교 현장에 존재하는 모든 수업은

상기한 대비 범주들의 연속선 위에 다양하게

분포할 것이다. 편재된 다양한 수업들을 친상

황적 수업으로 견인할 수 있는 원동력은 교사

의 전문성이라 할 것이다. 교사는 수업을 보고,

계획하고, 실행함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문

가여야 한다. 오욱환(2005)의 지적과 같이 아이

들이 교수자를 선택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만으

로도 교사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결국 전문

성을 지닌 교사는 우리가 지향하는 친상황적

수업을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의 일부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특히, 각 교실의 수업 장면

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

려면,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다양한 상황

에 적합한 방식으로 수업을 전개해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

들이 수업의 과정에서 다양한 학생이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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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토대로 자신의 학급이나 학생에게 적합한 수업

이론과 모형을 찾아내고, 그에 따라서 수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즉 수업과 관련

해서 상황에 적합한 자기만의 이론과 모형을

생산해낼 수 있는 전문 연구자로서의 역량을

형성해야 한다. 바라건대, 수학 수업 연구는 궁

극적으로 수업 전문가로서의 교사의 성장을 보

증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자가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정리하면

[그림 III-1]과 같이 요약하여 표현할 수 있다.

Ⅳ. 결론

수업은 학생들과 너무나 거리가 먼 추상적

내용들로 점철되어 있으며, 실생활에서 써 먹

을 수조차 없어 보인다. 수업은 상호 수학적

의사소통을 기대하기도 어려우며, 획일적인 방

법에 의해, 아이들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도

어렵게 진행된다. 게다가 아이들의 자발적인

활동의 영역은 존재하지 않아 보인다. 이처럼

흔히 기술되고 지적되는 우리 수학 수업의 자

화상은 수학은 재미없고 따분하고 어려운 과목

이며 이과 학생들이나 하면 되는, 삶과는 아무

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과목, 모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과목 등과 같은 수학에 대

한 보편적인 생각들과 함께 반드시 극복해야

할 우리의 현실이다. 그리고 수학 수업 연구는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 ‘좋은’ 수학 수업 모형을

창조해 내고 실천하는 것을 궁극적 방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우리나라의 수학 수업 연구가

목적 수행을 위해 걸어온 지난 10년간의 길을

여러 문헌과 그 이론적 배경을 통해 살폈으며,

이를 통해 이후 수업 연구의 방향성을 모색하

였다. 연구들을 돌아본 결과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중차대한 과제는 우리 교실에 기반을 둔

국내 수학교육 연구자들만의 독창적인 수업 분

석틀을 수립하는 것이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

만 연구의 양적 성과에 비해 우리 수학 수업을

대상으로 세밀한 질적 연구 방법에 의하여 자

료로부터 분석틀을 수립하고 기술하고 해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Emergent Perspectives

나 LPS와 같은 이론적 틀이 만들어지기까지

수반되었던 많은 실험과 성찰의 반복을 거울삼

아야 할 것이다. 당장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

는 조급함을 떨쳐내고 수입된 이론적 틀의 한

국적 적용을 넘어서는 우리의 수업 문화, 우리

의 학교 문화에 토대를 둔, 우리 수업에 맞는

분석틀 개발이 연구의 한 흐름이 되어야 한다.

한편, 수학 수업 연구는 연구자만의 몫이 아

니다. 실제 수업을 실천하는 수학 교사는 연구

의 대상 이상이어야 한다. 수학 수업 연구는

연구자와 수업자간의 협력적 대화 과정이다.

이 대화는 수학교육 연구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추측 혹은 가설을 검증하고 수학교육 혹은 수

학수업에 관한 이론을 정립해가는 과정일 수

있다. 그리고 대화에 참여하는 수학 교사에게

는 자신의 가르침을 받는 아이들, 그리고 교과

를 한층 더 이해하고 자신의 수업을 개선할 수

있는 과정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수업 연구

의 과정은 수학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성

찰적 실천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

구자와 수학 교사 모두 현장의 실천과 연계된

수업 분석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야 한다. 공동의 분석 과정에서 교사들은 자연

스레 수업 분석 공동체를 형성하게 될 것이며

(최수일, 2009), 그들은 공동체 속에서의 성찰적

대화를 통해 다른 이들의 수업 뿐 아니라 자신

의 수업을 분석하고 그 속에서 아이들의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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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해석해 낼 수 있는 교육적 감식안(박승

배, 2006)을 획득함으로써 수학 수업 전문가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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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article, I reviewed current state of

researches about mathematics instruction in

Korea and sought ways and methodologies

of future research. I analyzed articles which

were published after year 2000 and were

targeted to mathematical instruction itself.

After collecting articles, I classified them

according to research subject, method and

analysis framework, purpose and focus,

research perspective and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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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equently, I analyzed tendency of each

research and theoretical framework of them.

Based on upper results, I drew directivity of

mathematics instruction research at two

aspects. First, I found and suggested elements

with which framework of mathematics

instruction analysis should equip. Secondly, I

explored main tasks of mathematics

instruction resear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