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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학에서 학습하는 수학은 계산과 공식에 치

중했던 이전의 학습과는 달리 이해와 증명에 비

중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형성된 개념

을 추상화하여 확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학

에 대한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학생

들은 고등학교 때와 다른 방식으로 수학을 접하

게 되지만 후에 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대학에서 학습한 추상적인 개념들을 고등

학교 수학에 적용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선형대수와 중등교육과정의 연결고리 중의 하

나인 벡터에 대한 전개과정은 고등학교와 대학

교 수준이 서로 다르다. 선형대수에서 정의하는

벡터는 벡터 공간의 원소로 개념의 전개과정은

공리적이고 추상적 구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학교수학에서 벡터는 비좌표계의 유향선분

으로 위치벡터를 활용하여 대수적인 연산법칙을

제시한다. 즉, 대학교에서 배우는 벡터는 추상적

인 데에 반해 고등학교에서의 벡터는 구체적이

다. 따라서 수학교사가 되기 위해 대학에 입학

한 학생들은 벡터 개념에 대해서 그 동안 학습

했던 것과 다른 것을 배우고, 졸업 후 수학교사

가 되었을 때 대학에서 배운 것과는 무관하게

예전에 학습했던 대로 지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수학교사가 되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학교

수학과 대학수학 사이의 이중단절(Klein, 1968)

을 잘 보여주고 있다.

벡터의 개념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살펴보

면 벡터공간의 원소로서의 벡터는 추상적이고,

비좌표계의 벡터는 양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

에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이윤수, 2009; Maracci,

2006; Dorier, 1998). 이에 관련하여 이중단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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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벡터 개념에 대해 예비교사와 현직교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밝

히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에 벡터 개념에 대한 예비교사와 현직교사의 가

르치기 위한 수학적 지식(MKT)을 알아보고자 한다. 설문지와 인터뷰 조사 결과 예비

교사와 현직교사 모두 벡터 자체가 되는 것보다 벡터의 표현수단을 벡터로 보는 경

향이 있었으며 예비교사는 상대적으로 벡터를 벡터공간의 원소로 보는 대학교 수준

의 공통내용지식(CCK)으로 응답했던 반면, 현직교사는 가르치는 상황에 필요한 특수

내용지식(SCK)과 내용과 가르치는 것에 대한 지식(KCT)으로 응답하고 있었다. 본 연

구는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벡터 개념에 대한 CCK, SCK, KCT와 수평내용지식

(Horizon content knowledge)을 도출하였다. 또한 논의된 벡터 개념에 대한 MKT를 바

탕으로 MKT 하위 영역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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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대수의 주요 개념인 벡터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보이고, 더 나아가 벡터의 개

념을 통해 선형대수와 중등교육과정의 연결성

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실제 초․중등학교에서 가르칠 수학 내용과 무관

해 보이는 대학수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

는 경향이 있는 예비교사나 대학에서 배운 수학

내용들이 현장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초임교사들을 통해 대학수학에서 새롭게

학습한 교과내용지식과 중등교육과정의 가르치기

위한 수학적 지식(mathematical knowledge for teaching,

이하 [MKT]로 서술)1)이 연결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MKT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결정하는 큰 요인이며(Leinhardt & Smith, 1985) 개

념에 맞는 적절한 예를 들거나 질문을 하는 등의

교수학적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Even, 1990)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동안의 선형대수와 중등교육과정의 연계성

에 관한 연구들은 선형대수나 벡터 개념지도의

개선 방안을 탐색하거나 중․고등학교 수준에

서 벡터 개념의 연결성을 강조한 수업 내용 및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이윤수, 2009; 이지연․

홍갑주, 2008; 허은숙, 2005; Harel, 1990). 이에

본 연구는 벡터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 선형대

수에 관한 MKT 분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따

라서 벡터 개념에 대한 예비교사와 현직교사의

MKT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그 연결을 모색하

는 연구는 이전 연구에서 발견하지 못한 부분

을 규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2. 연구 문제

벡터 개념에 대해 예비교사와 현직교사가 어

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심층적으로 밝히는 것

을 목적으로 벡터 개념에 대한 예비교사와 현

직교사의 MKT를 알아보고, 고등학교에서 벡터

를 가르치게 되는 ‘기하와 벡터’ 단원에서의 연

계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예비교사와 현직

교사의 MKT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

문제를 구분하여 두 가지로 제시한다.

1) 벡터 개념에 대한 예비교사와 현직교사의 MKT

는 어떠한가?

2) ‘기하와 벡터’ 교과목에서 단원의 연계성에 대

한 예비교사와 현직교사의 MKT는 어떠한가?

예비교사와 현직교사들의 벡터에 대한 MKT를

비교하고 분석하려는 본 연구는 선형대수 수업을

통해 학습한 MKT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

되며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목적은 벡터 개념에 대한 예비교

사와 현직교사의 MKT를 알아보고, 이를 바탕

으로 대학수학이 중등교육과정에 어떻게 적용

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교사

와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이에 교사

의 지식이 어떻게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쳐왔는

지 알아보고, 벡터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이루

어져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따라서 크게

교사 지식에 관한 연구와 벡터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1. 교사 지식

교사 지식에 관한 연구는 크게 교사의 지식

1) Ball et al.,(2008)이 제안한 가르치기 위한 수학적 지식(Mathematical Knowledge for Teaching)의 약자로 교사의

지식을 크게 교과내용지식(Subject Matter Knowledge)와 교수학적 내용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로

나누고 이를 6개의 하위 영역으로 세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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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것과 수학 교과지식에 관한 것이 있다.

교사의 지식에 관한 것은 Leinhardt & Smith(1985)

가 교사지식의 두 가지 핵심적인 영역을 수업

구조 지식(lesson structure knowledge)과 교과내용

지식(subject matter knowledge)으로 나눈 것에서

Shulman(1986)이 교과내용지식(subject matter know-

ledge), 교수학적 내용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

ledge, 이하 [PCK]로 서술), 교육과정지식(curricular

knowledge) 등의 3가지로 구분한 것으로 발전하

였다. 이후 Shulman(1986)이 교사의 지식을 3가

지로 분류한 것을 살펴보면 교과내용지식(subject

matter knowledge, 이하 [SMK]로 서술)에는 어떤

영역의 사실이나 개념에 대한 지식과 교과의 구

조에 대한 이해가 포함되고, PCK에는 교과를 적

절하게 표현하고 조직하는 방법과 학생들의 오

개념 등을 고려한 교수전략 등에 관한 내용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적 지식은 특별

한 교육과정 내용에 관한 지식과 교육과정 내

에서의 위계, 동일 학년에 제시되는 내용간의 연

결에 대한 지식이다. 특히, 교사의 교과지식에

관심이 적었던 연구풍토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

와 교사 고유의 전문지식으로 주목받았던 PCK

는 정의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는 PCK

를 넓은 의미의 SMK와 교과지식을 가르치는 것

모두를 의미하는 것에 사용했기 때문에 교과지

식과 PCK사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

였다. 이에 Ball, Thames & Phelps(2008)은 Shulman

과 동료들이 제공한 가르치는 활동에 특수한

종류의 내용지식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여 연구자들은 필요한 내용지식을

상세하게 제시해야한다고 하였다. Ball과 동료들

은 가르치는 상황에 필요한 수학지식인 MKT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가르치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상당한 수학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

혔다. 그동안 대학수학 교육과정에서 수학적 지

식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교과내용지식을 세분화하고, PCK역시

세분화하였다. 이를 보여주는 Ball et al.,(2008)의

다이어그램은 다음과 같다.

[그림 Ⅱ-1] Ball et al.,(2008)의 MKT 하위

영역.

[그림 Ⅱ-1]에서 보는 바와 같이 Ball et al.,(2008)

은 교사의 지식을 MKT로 제안하고 이를 세분화

하였다. 교사의 지식을 크게 SMK와 PCK로 나누

고, SMK를 공통내용지식(common content knowledge,

이하 [CCK]로 서술), 특수내용지식(specialized content

knowledge, 이하 [SCK]로 서술), 수평내용지식

(horizon content knowledge)으로 나누고, PCK는 내

용과 학생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content and

students, 이하 [KCS]로 서술), 내용과 가르치는 것

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content and teaching, 이

하 [KCT]로 서술), 내용과 교육과정에 대한 지

식(knowledge of content and curriculum)으로 나

눴다.2)

2) CCK는 교사에게만 한정된 지식이 아닌 수학을 아는 사람들이면 아는 지식, SCK는 교수-학습 상황에서만

필요한 지식으로 문제를 맞게 푸는 것 이상의 지식, KCT는 가르치는 것과 수학에 관한 지식을 결합한 것

으로 학생들이 벡터를 어려워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는 지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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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벡터

벡터에 관한 연구는 크게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서 벡터나 선형대수에서 느끼는 학생들의 어려움

에 대한 연구인 최혜진(1992), 박현미(2002), Dorier

(1990, 2000)와 Sierpinska(2000), Stewart(2008), 고아

라(2010)와 어려움의 이유나 문제점을 분석하거나

특정 교수법을 제안한 Harel(1990), Sierpinska, Hillel

& Dreyfus(1998), 김용남(1999), Hill & Sierpinska

(1994), Hillel(2000), 허은숙(2005), 이윤수(2009)의 연

구로 나눌 수 있다. 최혜진(1992), 김용남(1999)과 박

현미(2002)는 벡터 학습이 기하벡터에서 끝나게

되면 학습의 연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Hillel(2000)은 벡터의 표현 양식을 기하학적 양

식, 대수적 양식, 추상적 양식으로 나누었다. 이

분류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유향선분은 기하학적 양식이고, 벡터 공간의 원

소나 항등원, 역원은 추상적 양식, 대수적 양식이

된다. 벡터에 대한 Hillel(2000)의 표현 양식을 표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현 양식의

종류
내용

기하학적 양식

평면이나 공간, 즉 2차원이나 3

차원 상에 유향선분, 점 등으로

나타내는 것

대수적 양식 상에서 -짝으로 나타내는 것

추상적 양식
공리적으로 정의된 벡터 공간

의 원소로 나타내는 것

<표 Ⅱ-1> Hillel(2000)의 벡터 표현 양식

또한, 허은숙(2005)은 수학적 연결성의 입장

에서 고등학교에서 지도하고 있는 연립일차방

정식과 행렬, 벡터, 이차곡선 그리고 일차변환

개념의 본질적인 연결성을 선형대수의 입장에

서 살펴보며 고등학교 수학에서 선형대수적인

개념의 연결 관계가 잘 드러나도록 지도할 것

을 강조하였다. 김용남(1999)은 영벡터에 대한

1995년 교과서를 살펴보았는데 당시 교과서에

는 영벡터를 벡터의 도입과정에 넣지 않고 벡

터의 덧셈, 뺄셈 등의 연산과정에서 취급하였

으며 영벡터의 방향에 대해서는 방향을 생각하

지 않는다는 교과서가 3종, 임의의 방향으로

한다는 교과서가 6종이라는 것을 조사했다.

기존 연구들은 벡터 개념에 대한 현상을 분

석했지만 벡터 개념에 대해 교사가 가진 지식

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없으며, 예비교사와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중에 벡터 개념

에 대한 연구는 없다. 또한 교사가 가진 지식을

SMK와 PCK로 나누어 본 연구는 있었으나 더

나아가 SMK중 교사가 가진 지식 그 자체와 가

르치는 상황에서 필요한 지식으로의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마찬가지로 PCK에서도

내용, 학생과 가르치는 것에 대한 지식을 세분

화하여 교사의 지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

서 벡터 개념에 대한 예비교사와 현직교사의

수학적 지식을 MKT에 근거하여 비교하고 분석

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연

구는 예비교사와 현직교사들이 벡터 개념에 대

해 어떤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자료에 기반 하

여 알아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벡터 개념과 ‘기하와

벡터’ 교과목에서의 단원간의 연계성에 대한 예

비교사와 현직교사의 MKT를 알아보려는 연구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하

기 전의 1차 조사와 본 연구에서의 조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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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문항 구성
조사
내용

MKT
분류

1

아래의 문장들은 예비교사들이 갖고 있는 벡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벡터에 대한 생각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

정도에 해당하는 숫자에 체크해주세요.

벡터 개념 CCK

2

수준별 수업에서 학생들이 ‘벡터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한다면 어떻

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영벡터와 역벡터의 정의를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

답하시겠습니까?

벡터,

영벡터,

역벡터 개념

KCT

3

다음의 원(a)에서 타원(b)로의 변환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변환과

이차곡선의

연계성

SCK

<표 Ⅲ-1> 문항의 조사내용

즉, 교과서 분석과 설문지 조사, 면담 과정이며

이후 설문지와 면담을 분석하였다. 교과서 분석

을 토대로 설문지를 제작하였으며 제작된 설문

지는 1차 조사와 예비 면담을 통해서 수정하였

고, 수정된 설문지로 2차 조사와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혼

합연구방법 중 순차적 설명 전략으로 이를 도

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Ⅲ-1] 본 연구의 연구 방법.

1. 교과서 분석

학습은 주로 교과서와 교사의 도움으로 이루

어진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교과서를 바

탕으로 지도하기 때문에 벡터 개념에 대한 예비

교사와 현직교사의 이해를 알아보기 위해서 교

과서를 살펴보아야한다. 특히 2007년에 시행된

7차 교육과정 개정안에서 벡터는 ‘기하와 벡터’

과목에서 지도하게 되므로 기존 교과서와의 차

이점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예

비교사나 현직교사 모두 벡터, 영벡터, 역벡터의

정의 등 벡터 개념을 가르칠 때 가장 근원이 되

는 것이 교과서이기 때문에 교과서의 내용이 교

사의 CCK는 물론 SCK, KCT에 영향을 미친다

고 볼 수 있다.

2. 설문지 조사

벡터 개념에 대해 교사가 갖고 있는 지식을

MKT 하위 영역에 맞추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MKT 하위 영역 중 설문지를 통하여 알아볼 수

있는 지식은 CCK, SCK, KCT라고 생각하여 설

문지를 구성하였다. 교사가 갖고 있는 수학 지

식인 CCK, 교수-학습 상황에서 필요한 지식인

SCK, 가르치는 상황에서 필요한 지식인 KCT로

나누어 벡터 개념에 대한 CCK, SCK, KCT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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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대상
조사대상 교사 경력 벡터 지도 경험 ‘기하와 벡터’ 지도경험 벡터 개념

A 2차 조사 3년 반 있음 있음 기하학적 양식

B 2차 조사 4년 있음 없음 추상적 양식

C 1차 조사 9년 있음 없음 기하학적 양식

D 1차 조사 5년 없음 없음 추상적 양식

E 1차 조사 5년 있음 없음 대수적 양식

<표 Ⅲ-2> 면담대상자(현직교사)에 대한 정보

각 어떠하며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기하와 벡터’ 교과목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

다. 또한 MKT를 반영하는 문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때, 벡터 개념에 대한 MKT의 의미가 확

실해질 수 있으므로 설문 문항을 만들 때 CCK,

SCK, KCT에 맞도록 제작하였다.

3. 연구 대상

2010년 7월 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서울

시 교사 69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하여 1차

조사를 하였고, 3명의 현직교사를 선정하여 면

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설문

지 내용을 보완하여 8월에 2011년 교원 임용시

험을 준비하는 예비교사 80명과 고등학교에 재

직하고 있는 경기도 교사 124명을 대상으로 2

차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설문 조

사 응답을 바탕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2011년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2차 조사 설

문에 참여한 80명의 예비교사 중에서 설문의

응답을 토대로 선정한 4명의 예비교사들의 과

외지도 경력은 각기 달랐으며 ‘기하와 벡터’교

과서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단 1명이었

다. 한편, 현직교사의 경우 69명의 1차 조사와

124명의 2차 조사에서 1차 조사의 면담에 참여

한 3명과 2차 조사의 면담에 참여한 2명의 특

징은 다음과 같다.

<표 Ⅲ-2>에서 볼 수 있듯이, ‘기하와 벡터’

가 2010년부터 적용됐기 때문에 지도경험이 있

는 교사가 거의 없었으며, 현직교사의 벡터 개

념에 대한 양식은 Hillel(2000)에 근거하여 분류

하였다.

Ⅳ. 연구 결과

연구 문제를 바탕으로 교과서, 설문지, 면담

을 분석하면서 연구결과를 크게 세 가지로 분

류하였다.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는 통계프로그

램을 활용한 양적인 분석으로 문항별로 이루어

졌다. 면담을 분석한 결과는 9명의 연구 참여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반 구조화된 면담을 분

석하여 서술하였다. 그리고 앞에서 분석된 정

성적 결과와 정량적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 문

제를 기준으로 벡터 개념과 ‘기하와 벡터’ 교과

목에서 단원의 연계성에 대한 예비교사와 현직

교사의 MKT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더 나아가

MKT 하위 영역들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알

아보았다.

1. 교과서 분석 결과

고등학교 ‘기하와 벡터’ 교과서를 보면 대부

분 ‘크기와 방향을 갖는 양’으로 벡터의 정의를

하고 벡터의 연산, 벡터의 실수배의 순서로 벡

터의 성질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영벡터의

방향에 대한 기술은 <표 Ⅳ-1>과 같이 다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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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교과서 ‘기하와 벡터’교과서 9종

방향을 생각하지 않는다. 3개

임의의 방향으로 한다. 6개

방향을 생각하지 않는다. 5개

임의의 방향으로 본다. 1개

방향이 없다. 1개

방향에 대한 언급이 없다. 2개

<표 Ⅳ-1> 영벡터의 방향

대상

벡터의 예

‘내가 생각하는 벡터와 일치한다.’

라고 응답한 교사의 비율

예비교사(80명) 현직교사(124명)

반직선 58 (72.5%) 90 (72.6%)

공간의 점 63 (78.8%) 89 (72.4%)









□
□□ 69 (86.3%) 95 (76.6%)

행렬 46 (57.5%) 51 (41.5%)

함수 31 (38.8%) 44 (35.5%)

<표 Ⅳ-2> [문항 1]의 긍정적 응답에 대한 빈

도분석 결과

게 되어있다.

영벡터의 방향은 <표 Ⅳ-1>와 같이 1995년

교과서와는 달리 7차 개정교육과정의 ‘기하와 벡

터’에서는 ‘방향을 생각하지 않는다.’가 5종, ‘임

의의 방향으로 본다.’ 와 ‘방향이 없다.’가 각각

1종 그리고 방향에 대한 언급이 없는 교과서가

2종이었다.

2. 설문지 조사 결과

예비교사 80명과 현직교사 124명에 대한 설

문지를 종합하여 교사의 MKT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설문지에 대한

응답을 범주화하였고, SPSS를 이용하여 빈도분

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사의 CCK를 알

아보고자 한 [문항 1]의 빈도분석 결과 예비교

사와 현직교사 모두 반직선, 공간의 점,








□□
□ 가

벡터와 일치하는 예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

답하고 있는 비율이 70% 이상이지만 행렬과 함

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반직선, 공간의 점,








□□
□ 은 벡터를 나타내는

표현이 될 수 있고,








□□
□ , 행렬, 함수는 그 자체

가 벡터가 되는 것들의 예인데 행렬과 함수를

벡터와 일치하는 예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

율이 낮은 것으로 보아 벡터 자체가 되는 것보

다는 벡터의 표현수단을 벡터로 보는 경향이 있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차분석 결과 행렬을

벡터와 일치하는 예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예비교사와 현직교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3) 즉, 예비교사가 현직교사보다 행렬

을 벡터와 일치하는 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

로 해석된다.

교사가 가진 CCK을 알아보고자 한 [문항 1]

과는 달리 [문항 2]에서는 교수-학습 상황에서

사용되는 KCT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교수-학습

3) 유의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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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의 지식은 교사가 가진 지식이 교수학

적 변환을 통해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문항

1]의 응답과 차별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

하였다. 또한 교사가 가진 CCK가 수준별 수업

이라는 가상적 상황에서 상반과 하반에 따른 차

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있으며 이것이 벡

터에 대한 대학교 수준의 지식과 어떻게 연결되

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벡터의 정의에

대한 응답을 분류해보면 6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크게 ‘크기와 방향을 갖는 양’이라는 고등

학교 수준의 교과서 정의와 대학교 수준의 지식

인 ‘벡터 공간의 원소’로 분류하였다. 그 밖에

기하학적 대상, 물리량, 구체적인 예로 나누었는

데 우선 기하학적 대상에 속하는 응답은 ‘유향

선분, 반직선, 공간상의 점’이 있었다. 이런 종류

의 응답을 기하학적 대상으로 분류한 이유는 교

과서 정의인 ‘크기와 방향을 갖는 양’은 추상적

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는 반면, ‘유향선분, 반직

선, 화살표’등의 응답은 벡터를 기하학적 대상으

로 한정지어 나타냈다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물리에서의 벡터나 힘과 연결 지어 설명

한 응답은 물리량으로 분류하였고, 실생활과 관

련된 예로 응답한 것은 구체적인 예로 분류하였

다. 벡터의 정의에 대한 상반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 수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응답이

예비교사의 77.5%, 현직교사의 75%로 가장 많

았고 그 중에서 기하학적 대상으로 정의한 응답

이 예비교사의 40%, 현직교사의 36.29%로 가장

많았다. 또한, 고등학교 수준에 속하는 물리량에

관련된 응답은 현직교사가 7.26%로 단 한명만이

응답한 예비교사의 경우보다 많았다. 그러나 대

학교 수준의 벡터 공간을 언급한 응답은 예비교

사의 6.25%, 현직교사의 4.84%로 예비교사에게

서 조금 더 많았다. 대학교 수준의 벡터 개념에

대한 응답이 있었던 상반과는 달리 하반의 응답

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응답은 고등학교 수준

의 응답이었으며, 벡터를 기하학적 대상으로 표

현하는 응답이 더 많았고, 예비교사의 3.75%, 현

직교사의 13.71%가 풍향, 풍속이나 손가락 등의

실생활에서의 예를 이용하여 응답하였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예비교사와 현직교사 모두

벡터를 기하학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

이 강하며 이는 [문항 1]에서 예비교사와 현직

교사 모두 벡터의 표현수단을 벡터와 일치하는

예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직교사의 KCT는 실생활과 관

련된 구체적인 예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영벡터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크게 ‘크

기가 0인 벡터’라는 고등학교 수준의 교과서 정

의와 대학교 수준의 지식인 ‘덧셈에 대한 항등

원’으로 분류하였다. 교과서에서도 벡터의 연산

을 도입한 후 영벡터에 덧셈에 대한 항등원의

성질을 명시하고 ‘항등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교과서도 있었지만 ‘항등원’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지 않은 교과서가 4종이나 되었기 때문에 일

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등원으로 언급한

응답을 대학교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기준

으로 영벡터의 정의에 대한 상반의 응답을 분

석한 결과 고등학교 수준의 응답이 예비교사의

65%, 현직교사의 66.94%로 가장 많았고, 그 중

에서 방향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응답이 예비교

사의 33.75%, 현직교사의 50%로 가장 많았다.

벡터의 정의에 대한 응답과 마찬가지로 영벡터

의 경우에도 ‘점, 크기가 0인 선분’ 등의 기하학

적인 표현이 적지 않았다. 또한, 상반에서 영벡

터의 정의를 덧셈에 대한 항등원으로 언급한

응답은 예비교사의 15%, 현직교사의 5.65%으로

현직교사보다 예비교사가 영벡터를 벡터의 연

산과 함께 덧셈에 대한 항등원으로 지도하겠다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교수-학습 상

황에서 적용되는 예비교사와 현직교사의 K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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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벡터의 정의에 대한 응답 분석

기하학적 양식 대수적, 추상적 양식 계

예비교사 (%) 57 (77.0) 17 (23.0) 74 (100.0)   

  



현직교사 (%) 90 (90.0) 10 (10.0) 100 (100.0)

전체 (%) 147 (84.5) 27 (15.5) 174 (100.0)

역벡터의 정의에 대한 응답 분석

기하학적 양식 대수적, 추상적 양식 계

예비교사 (%) 51 (68.9) 23 (31.1) 74 (100.0)   

  



현직교사 (%) 81 (83.5) 16 (16.5) 97 (100.0)

전체 (%) 132 (77.2) 39 (22.8) 171 (100.0)

  

<표 Ⅳ-3> 영벡터, 영벡터 정의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벡터에 대한 하

반의 응답은 벡터의 경우와 같이 풍속이 0인

것, 힘을 주지 않는 것 등의 실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사용한 현직교사의 KCT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영벡터의 방

향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응답이 많았기 때문에

예비교사와 현직교사 모두 영벡터의 방향에 대

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영벡

터의 방향에 대한 ‘기하와 벡터’ 9종 교과서의

분석한 결과 영벡터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해

석이 있었다. 영벡터의 방향에 대해서 ‘방향을

생각하지 않는다.’가 5종, ‘방향이 없다.’와 ‘임

의의 방향으로 본다.’가 각각 1종, 그리고 방향

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는 교과서가 2종이었다.

‘기하와 벡터’ 9종 교과서를 살펴본 결과 교과

서마다 영벡터의 방향에 대한 정의가 상이한

것이 영벡터의 방향에 대한 언급이 없는 예비

교사와 현직교사의 응답이 무관하지 않다고 생

각된다.

역벡터의 정의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방

향이 반대이다.’라는 고등학교 수준의 응답이 예

비교사의 50%, 현직교사의 54.84%로 가장 많았

고, ‘역원’이라는 대학교 수준의 지식으로 지도

하겠다는 응답이 예비교사의 22.5%, 현직교사의

11.29%로 예비교사가 현직교사보다 역벡터를 벡

터의 연산과 함께 덧셈에 대한 역원으로 지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항 2]에서 하반의 응답은 보다 쉽게 설명

하기 위한 실생활의 예가 많았다는 것 이외에

는 상반의 응답과 비슷하므로 상반의 응답만을

분석하였다. 영벡터와 역벡터에 대한 응답을 벡

터의 표현양식을 기하학적, 대수적, 추상적 양

식으로 분류한 Hillel(2000)의 양식을 기준으로 가

상적 수준별 수업 중 상반의 응답 중에서 예비

교사와 현직교사의 응답빈도에 대한 교차분석

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Ⅳ-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벡터와 역

벡터의 정의에 대한 예비교사와 현직교사의 응

답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4)를 나타낸다. 현

직교사가 예비교사보다 기하학적 양식으로 접

4) 유의확률: 영벡터 (), 역벡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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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현직교사에 비해서

예비교사가 영벡터, 역벡터를 덧셈에 대한 항등

원, 역원으로 지도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차곡선에서 타원의 방정식이 원에서의 일차

변환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기하와 벡터’ 교과목에서 단원간의 연계성에 대

한 예비교사와 현직교사의 SCK를 알아보고자 한

[문항 3]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예비교사의 46.24%, 현직교사의 45.97%가 변환으

로 표현하였고 변환에서 더 나아가     의 행렬

로 표현한 응답은 예비교사 80명 중 11명(19.6%),

현직교사 124명 중 9명(9.3%)이다. 반면, 잘못 표

현된 응답과 무응답의 비율은 예비교사의 53.75%,

현직교사의 54.03%인 것으로 보아 예비교사와 현

직교사의 50%이상이 원에서 타원으로의 변환을

연결 지어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3. 면담 조사 결과

설문지 분석 결과 [문항 1]에서 예비교사가 현

직교사보다 행렬을 벡터와 일치하는 예라고 생

각하는 CCK가 강하다는 차이가 있었고, [문항

2]에서 예비교사가 현직교사보다 영벡터, 역벡

터를 기하학적 양식에서 나아가 연산구조를 생

각한 벡터공간의 원소로 대수적, 추상적 양식으

로 지도하겠다는 KCT가 있다는 것을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예비교

사와 현직교사의 MKT차이가 실제로 있는 것인

지 어떻게 얼마나 다른 것인지 조사하기 위해

설문지 응답을 토대로 9명의 면담 대상자를 선

정하여 2010년 11월 서울 및 경기도에서 개별

적으로 약 3시간 정도의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

시하였다. 면담 내용은 문항별 설문지 응답의

이유, 영벡터의 방향에 대한 질문, ‘기하와 벡

터’ 교과목에서 이차곡선과 다른 단원과의 관련

성, 7차 개정교육과정에서 변환이 추가된 의미,

교사에게 벡터공간에 대한 지식의 필요성, 단원

간의 연결성의 필요성, 벡터를 지도할 때의 어

려움을 포함한 벡터 개념에 대한 교사의 MKT

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면담을 실시한 결과 예

비교사는 벡터에 대한 지식이 선형대수 쪽에 조

금 더 가깝기 때문에 행렬과 함수를 벡터와 일

치하는 예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현

직교사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면담 대상자인 예비교사 모두 벡터를

벡터공간의 원소라는 CCK를 가지고 [문항 1]에

응답하였다고 했고, 현직교사의 경우에는 면담을

진행하는 동안 벡터공간을 기억해내는 경우가 있

었다. 현직교사의 경우 행렬이나 함수가 벡터의

예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데 시간이 걸리거

나 행렬이나 함수가 벡터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연구자: 왜 교사는 벡터공간을 다 알고 있어야

할까요? 몰라도 될까요?

예비교사D: 알아야 해요. 모르면 안 되는데…….

연구자: 왜요?

예비교사D: 모르면 그게 무슨 선생님이에요.

연구자: 뭐가 문제가 될까요?

예비교사D: 음……. 더 알고 싶어 하는 애들을

위해서 그리고 뭔가 더 질문을 했

을 때 모르면 그냥 느낌에 비추어

서밖에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좀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요. 근

데 잘 알고 있으면 잘 알려줄 수

있으니깐

예비교사D는 교사는 무조건 많이 알아야한다

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과외지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확신

이 없었던 반면, 과외지도 경험이 가장 많은 예

비교사 B는 대학교 수준의 지식이 교수학적 변

환에 있어서 왜곡을 최소화하고 연결성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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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되도록 도와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수

업 상황에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생

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교사의 KCT에 대한 것

으로 과외지도경험이 예비교사의 KCT를 풍부

하게 해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자: 선생님께서 벡터의 정의를 벡터공간으

로 써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교사는 그

런 벡터 공간을 알아야할까요? 알면

뭐가 다를까요?

현직교사B: 알면요? 그니깐 교사는 더 많이 알

아야죠. 애들이 항상 질문을 할 때

는 수학이 뭔지 궁금한 애들이 많아

요. 수학이 뭐냐 그러면 제가 가르

치는 해석적인 거나 대수적인 거나

기하적인 부분에서 항상 공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

거든요.

연구자: 교사는요?

현직교사B: 네, 왜냐면 애들 수준에 따라서 어

떤 애들 수준은 벡터를 이 정도로만

아까처럼만 해줘도 만족하는 반면에

어떤 애들은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만족을 못하고 예를 들어 문제를 갖

고 와서 함수를 벡터로 해가지고 마

치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예비교사와는 달리 현장에서 다수의 학생들

을 지도해 본 경험이 비교적 많은 현직교사 B

는 실제 교수-학습 상황에서 겪었던 경험을 토

대로 수준이 높은 학생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해결해주기 위해서 교사는 공리

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한다고 설명하였다. 벡

터공간이라는 대학교 수준의 지식이 가르치는

상황에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예비교사나

현직교사도 교사는 학생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였다. 학생

들의 질문이 교사의 지적욕구를 자극하고, 수준

이 높은 학생들에게는 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

을 전달해야 한다는 이유로 대학교 수준의 벡

터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상의 수준별 교수-학습 상황을 가정한 [문항

2]에서 현직교사는 지도 경험을 통해서 수준별

교수-학습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예비교

사는 지도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준

이나 어떤 대답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못했다.

즉, 예비교사의 벡터 개념에 대한 KCT를 알아보

고자 했지만 면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설문지의

응답은 예비교사가 현재 가지고 있는 CCK에 가

까운 것이었다. 이는 영벡터, 역벡터의 정의에서

도 나타나고 있는데 각각 ‘덧셈에 대한 항등원,

역원’이라는 대학교 수준의 지식으로 응답을 한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가르쳐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고 설명하였다. 반면, 현직교사의 면담

을 분석한 결과 상반 학생들은 벡터가 왜 필요

한지 물어보기 때문에 원리나 실생활 얘기를 해

주고, 대학에 진학하여 수학을 배울 때 오개념

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벡터공간에 대한 공리

적 접근을 해주지만, 하반 학생들은 단순한 기계

적인 조작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화살표나 유

향선분으로만 지도해도 충분하다는 구체적인 설

명을 하였다. 즉, 예비교사보다 현직교사가 실생

활의 예로 응답한 설문조사의 결과와 일치했으

며 현직교사의 가르쳐 본 경험이 KCT를 풍부하

게 해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연구자: 그럼 이 자체가 벡터라고 가르치면 뭔

가 문제점이 생길까요?

예비교사C: 아,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무

슨 문제점이 생길지는 잘 모르겠는

데 기분은 별로 안 좋아요.

(중략)

뭐랄까 그냥 지금 머리를 확 굴려서 떠오르는

건 애들의 생각의 틀을 딱 막아버릴 것 같아요.

이렇게 나타낼 수 없는 건 벡터로 생각하지 못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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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선생님, 벡터의 본질에 뭐라고 생각하

세요?

현직교사B: 너무 어렵네. 벡터의 본질이요?

(중략)

근데 벡터의 본질이 벡터 처음에는 보통 가르치

게 되면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하게 되면 그게

벡터의 본질이 아닐꺼거든요. 왜냐면 제가 옛날

에 수학에서 연수도 가고 대학에서 배웠던 거를

보면 아주 다양한 것들을 벡터라고 정의하고 있

잖아요.

(중략)

‘이런 걸 만족하는 게 벡터공간이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함수를 막 가져와요. 야 이건 이렇

게 정의를 하고 이게 만족하겠냐? 애들이 막

확인해 봐요. 그럼 만족하면 이것도 벡터야 그

러면 이제 애들이 생각을 하겠죠. 내가 생각하

는 벡터는 분명히 방향이 있는데 왜 이걸 벡터

라고 하지? 그러면서 애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

겠죠. 이런 거를 만족하는 놈을 벡터라고 정의

했을 때 다른 것들도 다 벡터가 될 수 있다.

연구자: 선생님, 영벡터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

게 생각하고 계세요?

현직교사A: 교과서에서처럼 ‘방향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건 설명을 안했어요.

그냥 움직이지 않는다고만 했어요.

연구자: ‘방향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현직교사A: 그냥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생각하

면 될 것 같은데…….어디로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향이

없다기보다 방향이 너무 많다

(중략)

방향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닐까요?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임의의 방향으로 본다는 건 왠지 가야할 것 같

은데요. 어느 방향으로든 다 된다지만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가능성이 있는 거랑 어디

로든 갈 수 있다는 거랑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

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니깐 그런 의미로 생

각을 한거죠. 아예 방향이 없는 게 아니라

연구자: 선생님, 영벡터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

게 생각하세요?

현직교사B: 근데 우리가 보통 애들한테 얘기할

때 순열, 조합 같은 걸 하면 팩토리

얼 정의를 하잖아요. 0!은 얼마냐

하면 1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0!

은 뭐냐라고 할 때 그거는 그냥 1

로 하면 여러 가지 계산할 때 접근

하기 편하기 때문에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

으로 얘기를 해도…….뭐 0이란 것

의 특수성? 그렇게 얘길 해도…….

벡터의 표현수단으로 벡터를 지도하면 어떠

한지에 대한 질문에 예비교사 C와 현직교사 B

는 학생들의 생각의 틀을 막아 기하학적 대상

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은 벡터로 생각하지 못

하여 벡터 개념을 한정지을 수 있다는 우려를

보였다. 또한, 영벡터의 방향에 대한 면담 조사

결과 현직교사 A는 임의의 방향으로 본다는 것

은 어느 방향으로도 다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

어서 방향이 있어야할 것 같지만 ‘방향을 생각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방향에 대한 가능성을 담

고 있어서 ‘방향이 없다’와 ‘임의의 방향이다’를

모두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설명하였

다. 한편, 공리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현직교사

B는 영벡터를 0이란 것의 특수성으로 설명하겠

다고 하였다. 현직교사와 예비교사 모두 영벡터

의 방향에 대해서 쉽게 대답하지 못하였을 뿐

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한 응답에 대해서도 확

신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연구자: 이게 이차곡선이잖아요. 이차곡선을 가

르치신다. 만약에 상상을 하면 이런 식

으로 도입하시겠어요?

현직교사B: 지금 만약에 벡터에서 변환이 있었

잖아요. 그 다음에 이차곡선이 있잖

아요? 그럼 가르치겠죠. 이렇게 할

수 있다면…….근데 그 전에는 이런

거 없이 바로 이차곡선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원이 타원이 되는

과정에서 변환이다’라는 개념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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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예비교사 현직교사

1

B: 대학교 수준의 지식이 수학적 연결성에 도움

된다고 응답함

D: 교사는 무조건 많이 알아야 한다고 응답함

B: 지도 경험을 토대로 공리적인 지식이 필

요하다고 응답함

2

C: 벡터의 표현수단으로 벡터를 지도하면 학생

들의 생각을 틀을 막아버려 사고가 한정될

우려가 있다고 응답함

A: 영벡터의 방향은 ‘방향을 생각하지 않는

다.’ 라고 지도하겠다고 응답함

B: 화살표는 벡터의 본질이 아니므로 학생

들에게 벡터공간에 대해서 생각해볼 기

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함

3

B: 이차곡선의 변환으로 행렬의 의미가 전달될

수 있다고 응답함

B: ‘기하와 벡터’에서 일차변환이 추가 되

었으므로 이차곡선을 변환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응답함

<표 Ⅳ-4> 면담 조사 결과

르치겠다고는 할 수 없었는데 지금

은 나오니깐 가르치겠죠.

잘못 표현된 응답이나 무응답이 가장 많았던

[문항 3]에 대한 면담 분석 결과 아직 ‘기하와

벡터’ 교과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변환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현직교사B는 면담을 하면서

변환을 행렬로 표현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일차

변환이 추가됐으므로 이차곡선을 변환으로 지

도하겠다고 하였다. 면담 결과 5명의 현직교사

중 4명, 4명의 예비교사 중 2명이 변환과 이차

곡선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이차

곡선을 변환을 통해서 도입하는 것은 정의를

다루는데 무리가 있으나 변환을 이차곡선에서

다시 다루고 활용하는 것은 그래프나 도형을

보는 안목이 길러지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과 이전에 배웠던 원과 행렬을

이용해서 이차곡선을 표현해내면 행렬을 의미

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비교사의 의견

도 있었다. 면담 결과 1명의 현직교사를 제외하

고 ‘기하와 벡터’ 교과목을 지도해본 경험이 없

어서 ‘기하와 벡터’ 교과목의 단원 구성을 알고

있지 않았고, 예비교사 역시 마찬가지였기 때문

에 잘못 표현된 응답과 무응답의 비율이 높았

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예비교사와 현

직교사 모두 ‘기하와 벡터’의 단원 중 ‘변환’에

대한 수평내용지식(Horizon content knowledge)이

없었기 때문에 SCK로 연결되지 못했고, 이것은

나아가 내용과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content and curriculum)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고 볼 수 있다. 면담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표 Ⅳ-4>와 같다.

Ⅴ. 결론 및 논의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벡터 개념에 대해 예비교사

와 현직교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밝히

는 것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예비교사와 현직교사 모두 벡터 자체가 되

는 것보다는 벡터의 표현수단을 벡터로 보는 경

향이 있었다. 또한 예비교사는 상대적으로 벡터

를 벡터공간의 원소로 보는 대학교 수준의 CCK

로 응답했던 반면, 현직교사는 가르치는 상황에

필요한 SCK, KCT로 응답하고 있었다. 따라서

예비교사의 CCK가 가르치는 상황에서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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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SCK이나 KCT으로 연결되고 적용되기 위

해서 대학과정에서 이를 생각해볼 기회를 가지

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교사의 CCK가 왜

중요한지, 대학교 수준의 지식을 왜 알고 있어

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고등

학교 ‘기하와 벡터’교과서를 보면 벡터의 정의

를 하고 벡터의 연산, 벡터의 실수 배 순서로

벡터의 성질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에

서 배우는 선형대수에서는 벡터를 공리 8개를

만족시키는 벡터공간의 원소로 정의한다. 고등

학교에서는 벡터라는 것을 먼저 정의하고 벡터

의 성질을 나타낸 것과는 달리 대학교에서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성질을 만족시키는 것

들이 벡터공간을 이루고 그런 벡터공간의 원소

가 벡터라고 정의한다. 즉, 고등학교와 대학교

의 벡터 개념은 사고의 방향성이 다른 것이다.

[그림 Ⅴ-1] 고등학교와 대학교 벡터 개념의

방향성.

[그림 Ⅴ-1]에서와 같이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서 벡터를 다루는 방향은 반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의 CCK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대로 벡터를 정의하고 그에 따른 성질을 아는

것에서 끝난다면 벡터의 성질이 어디서 기인되

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향선분이외의

다양한 것들이 벡터의 예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을 알 수 없게 된다. 교수-학습 현장에서는 교

과서에서 차원에서 벡터의 개념이 끝나지만 교

사는 여기서 더 나아가 벡터 연산의 기본 법칙

을 만족하는 벡터공간의 원소로 벡터를 이해하

고 있어야 벡터의 표현수단으로 벡터를 정의하

지 않고 벡터의 다양한 예를 상상할 수 있게

하여 벡터에 대한 학생들의 확장된 사고를 이

끌어낼 수 있다.

둘째, 벡터, 영벡터, 역벡터의 정의에 대한 이

해를 살펴본 결과 예비교사가 현직교사보다 영

벡터, 역벡터를 항등원, 역원으로 접근하고 있

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인해서 예비

교사가 현직교사보다 벡터 개념에 대해서 대수

적, 추상적 양식으로 응답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설문지 조사를 통해서 벡터 개념에 대한

SCK나 KCT를 알아보려고 했던 문항이 면담을

진행하면서 예비교사의 경우 지도 경험이 부족

하기 때문에 교수-학습 상황의 예측이 어려웠던

관계로 SCK나 KCT가 아닌 CCK로 응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예비교사의 CCK는 대

학교 수준의 지식으로 풍부하지만 가르치는 상

황에 사용되는 지식인 SCK, KCT가 형성될 기

회는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현직교사는

실제 교수-학습 현장에서 얻은 SCK, KCT를 바

탕으로 설문지 조사에 응답했기 때문에 나름대

로의 SCK나 KCT가 형성되어 있지만 예비교사

에 비해서 대학교 수준의 CCK로 응답하지 않

았다. 면담을 통해서 예비교사와 현직교사 모두

대학교 수준의 지식을 고등학생에게 적용하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대학수학을

배우고 나서도 본인이 고등학교 때 배운 지식

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겠다고 응답하였기 때문

에 예비교사의 경우 CCK가 SCK, KCT로 연결

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직교사의 경우 연수를

통해서 CCK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꼈다는

응답으로 미루어 현장에서 CCK가 자극될 기회

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고등학교 교과서에 다양하게 나타났던

영벡터의 방향에 대해서는 벡터의 정의를 ‘크

기와 방향을 갖는 양’이라고 했으므로 영벡터

의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줘야한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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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은

표현이기도 하고 0의 특수성을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영벡터의 방향에 대해서는 ‘방향을 생각

하지 않는다.’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셋째, ‘기하와 벡터’ 교과목에서 단원의 연계

성에 대한 예비교사와 현직교사의 MKT는 어

떠한지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예비

교사와 현직교사 모두 ‘기하와 벡터’ 교과목의

단원 구성에 대한 사전 지식과 지도 경험이 거

의 없기 때문에 연계성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일차

변환’이 ‘기하와 벡터’ 교과목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는 수평내용지식(Horizon content

knowledge)이 부족해서 실제 교수-학습 상황에

서 ‘일차변환’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전문화된

수학지식인 SCK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

미한다. 하지만 면담 조사 결과 ‘일차변환’이

‘기하와 벡터’교과목에서 단원과 단원을 이어주

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응답을 통해서 수

평내용지식(Horizon content knowledge)은 내용과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content and

curriculum)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로 논의된 벡터 개념에 대한 CCK, SCK,

KCT, 수평내용지식(Horizon content knowledge)은 다

음과 같다.

CCK: 벡터를 벡터 공간의 원소로 이해하고 있

고, 벡터의 정의를 표현수단으로 이해하

고 있지 않는 지식

SCK: 변환에 대한 수학적 이해를 하여 가르치

는 상황에서 왜, 언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는 지식

KCT: 학생들이 벡터, 영벡터, 역벡터에 대해 어

려워할 때 친밀한 예나 비유를 통해서 어

떻게 대답할지 아는 지식

수평내용지식(Horizon content knowledge): ‘일차

변환’이 ‘기하와 벡터’ 교과목에서 어떤 관련성

이 있는지를 아는 지식

논의된 벡터 개념에 대한 MKT를 바탕으로 설

문지 조사와 면담 분석을 종합하여 Ball et al.,

(2008)의 MKT하위 영역간의 관련성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점선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

성을 의미하며, 실선은 발견한 관련성을 의미한다.

[그림 Ⅴ-2] Ball et al.,(2008)의 MKT 하위 영역

간의 관련성.

[그림 Ⅴ-2]에서 보는 바와 같이, CCK가 SCK

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기하와 벡터’ 교과내용 구성을

알지 못해서 어떻게 가르칠지 생각해보지 않았다

는 면담 내용결과로 수평내용지식(Horizon content

knowledge)이 내용과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

(Knowledge of content and curriculum)에 관련이 있

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발견됐다. 또한 [문항 1]

의 설문지 분석결과와 면담 분석 결과 예비교사

의 CCK가 대학교 수준에 가깝지만 지도 경험 부

족으로 인해서 교수-학습 상황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KCT와 관련되지 않았다. 이로부터

MKT 하위 영역이 가까울수록 관련성이 클 수 있

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2. 논의

벡터 개념과 ‘기하와 벡터’ 교과목의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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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예비교사와 현직교사의 MKT를 살펴본

결과 예비교사는 CCK가 대학교 수준으로 높지

만 가르치는 상황에 사용되는 지식인 SCK, KCT

는 생각해볼 기회가 없었던 반면, 현직교사는 SCK,

KCT는 풍부하지만 CCK에서는 예비교사와 차이

가 있었다. 또한 예비교사와 현직교사 모두 벡

터 개념에 대한 대학수학을 배웠지만 본인이 고

등학교 때 배운 지식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겠다

는 면담 결과를 통해서 단절을 확인할 수 있었

는데, 이런 단절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예

비교사의 경우 사범대학 교육과정에서 CCK를

SCK, KCT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하며, 현직교사의 경우 연수 프로그램이나 지도

서를 통해서 가르치는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CCK에 대한 자극을 받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

다. 특히 현직교사가 받는 연수 프로그램은 단순

히 대학교 수준의 CCK를 전달하는 형태가 아

니라 실제 교수-학습 상황에 연결시킬 수 있는

수업 모형을 제공하는 등의 구체적이고 실용적

인 수업과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MKT 하위 영역 중에서 CCK, SCK,

KCT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지만 수평내용지식

(Horizon content knowledge)과 내용과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content and curriculum)

에 대해서는 개념이 아직 모호하다. ‘기하와 벡

터’ 교과목에서 단원의 연계성에 대한 예비교

사와 현직교사의 MKT를 알아보려는 연구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두 가지 지식이 가르치는 상황

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았다. 따

라서 수평내용지식(Horizon content knowledge)이

SMK인지 PCK인지 그리고 내용과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content and curriculum)

과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벡터 개념에 대해 대학교 수학의 CCK를 가르

치는 상황에 필요한 SCK나 KCT로 연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수업 모형을 마련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예비교

사와 현직교사가 가진 MKT를 알아보는 것에

그쳤으므로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교과목의

학문적인 세계와 가르치는 실제적 세계를 연결

하는 PCK를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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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rvice and In-service Teachers' MKT about

the Concept of Vector

Yoon, Hyun Kyo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Kwon, Oh Nam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athematical knowledge for teaching (MKT)

of pre-service and in-service mathematics teachers

on the concept of vector. 80 pre-service and 124

in-service mathematics teachers were asked to

perform three questions based on MKT’s subdomain.

The results show that pre-service teachers have

stronger common content knowledge(CCK). On

the other hand, in-service teachers have stronger

specialized content knowledge(SCK), knowledge

of content and teaching(KCT) compared to those

of pre-service teachers. The paper proposes CCK,

SCK and KCT about the concept of vector and

discusses the relationships between subdomains of

M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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