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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수업에서 드러나는 교사 지식을 분석하기 위한 틀로서의

‘교사 지식의 사중주(Knowledge Quartet)’
★

방정숙(한국교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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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교사 지식은 좋은 수학 수업을 계획하고 구현하기 위

해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Fennema와 Franke(1992)

는 교사가 풍부한 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영역을 지

도할 때, 그렇지 않은 영역을 지도할 때보다 더 효과적

으로 가르친다고 주장하였다. Ma(1999)는 자신이 가르치

고 있는 수준의 수학과 관련하여 교사가 심도 깊게 이해

하고 있을 때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주장하

였다. 이렇듯 효율적인 수학 수업을 위한 교사 지식의

중요성에 부응하여 교사 지식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증진

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교사 지식을 분석하는 틀은 연구자의 목적과 관점에

따라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인된 분석틀

은 존재하지 않는다(Even, 2009; Petrou & Goulding,

2011). 다만, 교사 지식과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

부분 Shulman(1986)이 제시한 ‘교과 내용 지식

(Subject-Matter Knowledge [이하 SMK])’과 ‘교수학적

내용 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이하

PCK])’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김보민, 류성림, 2011; 안

선영, 방정숙, 2006; 최승현, 황혜정, 2008). 최근에는

Ball과 그 동료들(2008)이 제시한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수학적 지식(Mathematical Knowledge for Teaching [이

하 MKT])’이 많이 인용되었고,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었

다(권민성, 남승인, 김상룡, 2009; 박경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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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 즉 ‘교사 지식의 4중주(Knowledge Quartet [이하

KQ])’를 소개하고, 수학 수업에서 드러나는 교사 지식을

분석한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교사 지식 연구의 저변을

확장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KQ는 기존의

분석틀과 적어도 세 가지 측면에서 차별화될 수 있다.

첫째, 객관성과 일반화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주로 설문

지를 통해 교사 지식을 측정하는 경향에 반해(권민성

외, 2009; Petrou & Goulding, 2011), KQ는 수업 상황

속에 구현되는 교사 지식을 이해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Rowland, Huckstep, & Thwaites, 2005). 둘째, 교사 지

식에 대한 이론을 개발한 후 수업 관찰 및 분석에 적용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명의 교사교육자가 실제 초등학교 수학

수업을 관찰하고 분석한 결과로 개발된 틀이라는 점이다

(Rowland 외, 2005). 셋째, 어떤 유형의 교사 지식인지에

대해 그 하위 요소를 분석하기보다는 교사 지식이 실제

수업에 구현되는 상황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둔다

(Rowland, Turner, Thawites, & Huckstep, 2009).

KQ는 영국에서 Rowland와 그 동료들(2003)에 의해

만들어진 후, 키프로스, 노르웨이,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교사 지식을 분석

하는 데 적용되어 왔다. 전반적으로 수학 수업에서 드러

나는 교사 지식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증진시키기 위한

기준으로 KQ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 밝혀져

왔다(Rowland, Thwaites, & Jared, 2011; Rowland 외,

2009). 이렇듯 한 나라에서 개발된 교사 지식의 분석틀

을 여러 나라에서 활용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에 KQ를 소개하고 실제 수학 수업에서 드러난 교사 지

식을 분석한 사례를 제시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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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교사 지식 연구

교사 지식과 관련한 전반적인 연구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본 소논문의 한계를 넘는다. 또한 본 논문은 교사

지식의 새로운 분석틀로써 KQ를 소개하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여기서는 교사 지식과 관련된 큰 흐름을

중심으로 본 논문과 관련된 주된 연구 경향만을 살펴보

고자 한다.

Shulman(1986)은 교사 지식의 3가지 형태로 명제적

지식(propositional knowledge), 사례 지식(case know-

ledge), 전략적 지식(strategic knowledge)을 제안하였고,

교사에게 필요한 지식으로 전체 7가지 범주를 제시하였

는데, 그 중 4개는 본질상 일반적인 것으로 ‘일반적인 교

수학적 지식’, ‘학습자에 대한 지식’, ‘맥락에 대한 지식’,

‘교수·학습 목적에 대한 지식’이고, 나머지 3개는 내용-

특수적(content-specific) 지식으로, SMK, PCK, 교육과

정 지식(Curricular Knowledge [이하 CK])이다. 이 연구

이래로 교사 지식의 개념과 특성을 보다 상세히 이해하

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한 예로, Fennema와 Franke(1992)는 Shulman(1986)

이 제시한 분석틀을 기초로 하여 수학을 가르칠 때 교사

에게 필요한 지식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을 제안하였는

데, 구체적으로 수학 지식(knowledge of mathematics),

교수학적 지식(pedagogical knowledge), 수학에서의 학

습자 인지 지식(knowledge of learners’ cognitions in

mathematics)과 신념이다. 이 연구자들은 수학을 가르칠

때 요구되는 이와 같은 지식들이 본질적으로 상호 관계

적이면서 역동적임을 강조하였다. 즉, 특정한 수업 맥락

안에서 수학 지식은 교수학적 지식과 수학에서의 학습자

인지 지식과 연관되며, 여기에 교사의 신념까지 통합되

어 교사는 특정한 선택을 하게 되고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식의 특성을 나타내고자

Fennema와 Franke(1992)는 '맥락-특수적 지식(context-

specific knowledge)'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는 교사

지식이 단순히 교사의 머릿속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

이 아니라 실제 수업 맥락에서 신념과 어우러진 형태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교사 지식이 분절적이라기

보다는 서로 통합된 형태로 작용한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해석된다.

Ball 외(2008)는 ‘가르치는 데 필요한 일(work of

teaching)’ 또는 교수 관행(teaching practice)에 기초하여

수학을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교사 지식에 관한 특정한

이론을 개발하고 적용해왔다. 실제 교사가 수학을 가르

칠 때 무엇을 하는지,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교사가

알고 있어야 하는 수학적 지식과 기술은 무엇인지에 대

한 진지한 탐색을 바탕으로 MKT의 구성 요소를 세분화

하고 각 요소에 해당하는 교사 지식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였다. 그동안 미국에서 MKT와 학생의 학

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MKT 측정에 상당

한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립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 번역되어

적용됨으로써 국제적 사용가능성을 확대해가고 있다

(Kwon, Thames, & Pang, 2012).

한편, Ball과 Forzani(2010a, 2010b)는 최근 특정한 수

업 맥락에서 나타나는 교사 지식을 정교화하면서 실제적

인 증거에 기반을 둔 측정과 평가를 통해 각각의 교수

관행과 관련된 교사 지식 요소를 탐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로 인해 기존에 개발된 MKT에서 충분히 드러

나지 않았던 교사 지식의 맥락 특수성과 관행 관련성 등

이 보다 적절히 반영된 이론적 틀을 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에서의 이러한 연구 경향은 결국 특정한 수업 맥

락 안에서 교사 지식을 보다 역동적으로 분석하고 평가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사 지식

은 수학 수업에서 사용하는 교재 또는 교구와 같은 물리

적 맥락, 교사 조직과 같은 사회적 맥락에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다(Hodgen, 2011). 예를 들어, 김보민과 류성림

(2011)은 교사의 PCK가 학습자의 태도뿐만 아니라 주어

진 학교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았음을 밝히고 있다. 또

한 교사 지식은 그 하위 요소들이 수학 수업이라는 맥락

에서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구성되거나 지속적으로 발

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Steinbring, 2011). 이와 같은

측면에서 교사 지식은 조화와 통합을 통해 수업에 따라

맥락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교

사 지식은 고정되었다기보다는 그 세부 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 수학 수업에서의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 교

사와 동료 사이의 상호작용, 교사와 교육정책자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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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
목적 인식, 오류확인, 분명한 교과 지식, 교수법(pedagogy)의 이론적 기반, 용어 활용, 교과서 활용, 절차
에 의존

변환 교사의 시범, 교수 자료(instructional materials)의 활용, 표현(representation)의 선택, 예(examples)의 선택

연결
절차 간 연결, 개념 간 연결, 복잡성에 관한 예상, 계열 짓기(sequencing)에 대한 결정, 개념적 적절성
(conceptual appropriateness) 인식

우발 학생 아이디어에 반응하기, 기회의 활용, 의제(agenda)로부터의 이탈, 교사 통찰

[표 1] KQ의 구성요소별 관련 코드 (Turner & Rowland, 2011)

[Table 1] The codes as for the dimensions of the Knowledge Quartet (Turner & Rowland, 2011)

상호 작용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속성을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Turner와 Rowland(2011)

의 주장대로 결국 수학을 가르칠 때 필요한 지식은 수학

수업의 맥락 안에서 구성되고 개발되므로, 그러한 맥락

안에서 지식을 관찰하는 것이 의미 있다.

2. 교사 지식의 4중주에 대한 개관 및 활용

본 연구에서 교사 지식을 분석하기 위한 틀로 소개하

고자 하는 KQ의 개발 과정 및 배경, 구성 요소와 특성

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사 지식의 4중주

(Knowledge Quartet)’라는 명칭은 교사 지식의 조화와

통합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영국과 웨일즈를

기반으로 Rowland 외(2003)는 수학을 가르칠 때 초등

교사의 수학 내용 지식들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수학 교과 지식(Subject

Knowledge in Mathematics [SKIMA]) 프로젝트를 진행

하였다. 연구자들은 Shulman(1986)이 제시한 SMK와

PCK의 측면에서 초등 예비교사 12명의 1년에 걸친 교

생 실습 기간 동안 수학 수업 24개를 관찰하고 수업 동

영상을 분석하였다. ‘근거 이론(grounded theory)’ 접근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자들은 수학 수업 계획과 실행 중

에 교사의 지식이 드러나는 상황이나 에피소드에 이름을

붙이고 이를 정교화하여 18가지 코드를 개발하였다. 그

런 다음, 이 18개의 코드들을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 4가지의 상위 개념으로 유목화

하였는데, 이 4가지 요소들이 바로 KQ의 구성 요소로,

‘토대(Foundation)’, ‘변환(Transformation)’, ‘연결

(Connection)’, ‘우발(Contingency)’이다(Rowland 외,

2009). 이후 KQ 연구를 지속·확장하면서 변환 지식에서

‘교수 자료의 활용’, 우발 지식에서 ‘교사 통찰’이라는 2

개의 코드를 추가하여 최종 20개의 코드가 사용된다

(Turner & Rowland, 2011). [표 1]은 KQ의 구성요소별

로 해당되는 코드를 정리한 것이다.

다음은 Rowland 외(2009)와 Turner와 Rowland(2011)

를 바탕으로, KQ의 각 요소에 관한 설명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토대는 일반적으로 교사의 수학과 교육학에 관

한 이론적 배경과 신념을 의미한다. 수학 개념과 관련된

의미와 설명 그리고 그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지식, 연구

를 통해 교수·학습에서 유용하다고 밝혀진 다양한 요인

에 관한 지식, 수학의 가치와 수학을 가르치는 목적에

대한 교사의 인식 등이 속한다. 학교와 예비교사 교육

등을 통해 획득한 지식, 이해, 준비 의지에 관련된 것도

포함된다. 토대의 경우,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의 여부

에 관계없이 교사가 보유한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세 가지 구성 요소와 다르다.

변환은 교사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것을 학생들이 학

습하기에 적절하도록 변환하여 제시하는 것과 연관된 실

행 지식이다. 변환은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할 때 드러나

는 교사의 숙고와 선택으로 드러난다. 변환을 위해 교사

는 유추, 도해, 설명, 시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변환은 토대와는 달리 학생을 향한 교사의 행동이며, 토

대를 기반으로 한 숙고와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사용

지도서 또는 전문 저널의 논문과 자료 등의 특별한 종류

의 글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연결은 교사가 한 차시 수업 내에서 또는 여러 수업

간의 수학 교과 내용을 통합하고 서로의 연관성을 이끌

어 내는 것과 관련된 실행 지식이다. 이 연결은 수학 수

업의 계획과 실행 단계에서 드러나는 교사의 생각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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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

Ÿ 수학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왜 자신의 학생들이 수학을 꼭 학습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하고 일

관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

Ÿ 예를 들어 ‘=’ 기호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과 같이, 수학식을 올바르게 쓰는 데 주의를 기울이는가?

Ÿ 예를 들어, 10을 곱할 때 ‘0을 더하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은 서로소 집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아는 것과 같이, 수학적 아이디어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가?

변환

Ÿ 적절할 때 수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교구(예를 들어, 수모형)를 바르게 사용하는가?

Ÿ 예를 들어, ‘거꾸로 세기’로 뺄셈을 가르칠 때 수직선을 사용하는 것, 자릿값을 가르칠 때 자릿값 표나 화

살표 카드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적절한 표현 양식을 선택하는가?

Ÿ 아이디어를 설명하거나 이끌어 낼 때 적절한 예를 선택하는가? 23×6은 지필 곱셈의 좋은 예가 될 수 있

는 반면에, 19×4는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데 보다 적절하기 때문에 지필 곱셈의 예로는 좋지 않다.

연결

Ÿ 수업에서 시작 부분과 주요 부분을 연결 지을 수 있는가?

Ÿ 예를 들어, 분수를 도형으로 나타낸 것과 숫자로 나타내는 것 같이, 교과목에서 개념들을 적절하게 연결

할 수 있는가?

Ÿ 순서를 적절하게 진행하여 아이디어와 전략을 도입하는가?

우발

Ÿ 학생들의 코멘트, 질문, 그리고 대답에 적절하게 반응하는가?

Ÿ 학생들이 질문에 틀린 대답을 했을 때 또는 토의 과정 동안 틀리게 진술했을 때 적절하게 반응하는가?

Ÿ 적절할 때, 수업의 의제(agenda)로부터 벗어나는가?

[표 2] KQ의 구성요소별 질문의 예 (Rowland 외, 2009)

[Table 2] Examples of questions according to the dimensions of the KQ (Rowland 외, 2009)

택으로 알 수 있다. 연결에는 수학적 개념이나 절차의

학습에 관련된 넓고 좁은 범위의 모든 수학 내용을 선택

하고 결정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한 차시 수업뿐만 아니

라 여러 수업에 대한 교사의 설계와 실행에서 나타나는

일관성과도 관련된다.

우발은 수학 수업에서 학생들에 의해 발생되는 상황

에 따른 교사의 반응에 관한 것으로, 교사의 순간적인

판단능력에 의해 드러나는 상호작용 관련 지식이다. 다

시 말해, 계획이 거의 불가능한 수업 상황(우발적 행동

이나 예측되지 않은 행동)에 대처할 수 있는 교사의 능

력에 대한 것이다. 우발에는 학생의 생각에 대한 교사의

적절한 반응, 학생의 잘못된 반응에 대한 교사의 적절한

교육적 조치, 가끔은 예상되지 않은 학생의 반응을 발전

시켜나가기 위해 원래의 수업 의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

는 교사의 의지 등이 포함된다.

이를 종합하면, 토대는 교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신념에 관련한 것이며, 변환·연결·우발은 수학 수

업의 계획과 실행 과정에서 지식이 사용되는 방식과 상

황에 관계된 실행 관련 지식이라고 볼 수 있다

(Rowland, 2008). 이런 측면에서 토대는 변환·연결·우발

모두에 기반이 되며, 우발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처하

는 지식과 관련되므로 토대·변환·연결의 영향을 모두 받

는다고 할 수 있다(Weston, Kleve, & Rowland, 2012).

또한 KQ의 요소들은 수학 수업의 한 장면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의 아이디어에 대한 교

사의 우발적 반응은 수업 내에서의 연결을 위해 도움이

될 수도 있다(Rowland, 2008).

앞서 기술하였듯이, KQ는 교사 지식 분석을 위한 코

드를 먼저 개발한 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수업 실제에

서 드러나는 교사 지식을 정교화한 것으로, 개발된 이래

로 수학 수업을 관찰·지원·평가하는 데 활용되어 왔다.

다음은 KQ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다.

예비교사나 초임교사가 수학 수업의 전문성을 향상하

기 위해서 실습 멘토 교사, 동료 교사, 경력 교사, 또는

교사교육자로부터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

고, 자기 스스로 수업에 대해 비평적으로 반성해 볼 수

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실제 수학 수업을 잘 하기 위해

서 어떤 교사 지식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런 지식의 양

상을 수업에서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러나 실제 수업을 관찰하거나 분석할 때 교사 지식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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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lman(1986) 교사 지식 형태 Shulman(1987) 교사 지식 범주 Ball 외(2008) 교사 지식 범주

토대

⋅명제적
⋅사례 연구

⋅교과 내용 지식(SMK)
⋅‘이론적’ 교수학적 내용 지식

(PCK)
⋅교육과정 지식(CK)

⋅공통 내용 지식(CCK)
⋅전문화된 내용 지식(SCK)

변환
⋅명제적
⋅사례 연구

⋅‘실제적(active)’ 교수학적 내용
지식(PCK)

⋅내용과 교수에 대한 지식(KCT)
⋅내용과 학생에 대한 지식(KCL)

연결
⋅명제적
⋅사례 연구

⋅교과 내용 지식(SMK)
⋅교육과정 지식(CK)

⋅공통 내용 지식(CCK)
⋅전문화된 내용 지식(SCK)
⋅내용과 학생에 대한 지식(KCL)

우발

⋅전략적 지식(이 지식은 가르치는
행위에서만 드러나는 지식으로,
관련된 명제적 지식과 사례 연
구 지식에 기반하여 적절하게
전략적으로 결정 하는 지식임)

⋅교과 내용 지식(SMK)
⋅‘이론적’, ‘실제적’ 교수학적 내용

지식(PCK)

⋅공통 내용 지식(CCK)
⋅전문화된 내용 지식(SCK)
⋅내용과 교수에 대한 지식(KCT)
⋅내용과 학생에 대한 지식(KCL)

[표 3] KQ 틀, Shulman의 지식 형태, Shulman·Ball 외의 수학적 내용 지식의 범주 간의 관계 (Turner, 2012, p. 257)

[Table 3]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Q framework and: (a) Shulman's forms of knowledge; (b) the categories of

mathematical content knowledge of Shulman, and of Ball et al. (Turner, 2012, p. 257)

러 가지 다른 측면을 구별해 내는 것은 꽤 어렵다. 왜냐

하면 가르친 결과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교사 지식의 여

러 측면이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다.

Rowland 외(2009)는 이런 구별 과정을 돕고 궁극적으

로 교사들이 수학과 교수 지식을 풍부하게 갖춰 수업 전

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KQ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 중에서 예비교사가 수와 연산 영

역의 수업을 한 후에 KQ의 각 요소별로 분석한다고 할

때, 제기해 볼만한 질문의 예를 선별하여 [표 2]에 제시

하였다.

3. KQ 관련 선행 연구 고찰

교사 지식 연구에서 Shulman(1986, 1987)의 연구가

선구적인 역할을 해왔고, KQ 역시 Shulman의 교사 지

식 개념을 바탕으로 실제 수학 수업을 관찰·분석함으로

써 구축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KQ의

요소와 Shulman의 교사 지식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다. 또한 교사 지식과 관련하여 많이 인용되는 연

구가 Ball 외(2008)의 연구이기 때문에, 그 연구에서의

교사 지식 항목과 견주어 KQ를 이해하는 것도 의미 있

다고 볼 수 있다.

실제 Turner(2012)는 [표 3]과 같이 KQ 틀과,

Shulman(1986)의 교사 지식 형태, Shulman(1987)의 교

사 지식 범주, Ball 외(2008)의 교사 지식 범주간의 관련

성을 요약하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KQ를 Shulman(1986)의 교사 지식 형태와 비교

해보면, 토대, 변환, 연결은 모두 명제적 지식과 사례 연

구 지식에 해당하는 반면에, 우발만 전략적 지식에 해당

한다. 다음으로, KQ를 Shulman과 Ball 외의 교사 지식

범주와 각각 비교해보면, 토대는 기본적으로 Shulman의

SMK 범주와 가장 유사하고, 이에 SMK를 세분화한

CCK 및 SCK와 관련된다. 다만, PCK 중 일부 ‘이론적’

PCK와 CK가 관련될 수도 있다. 변환은 Shulman이

PCK의 의미를 기술할 때 사용한 용어로, 그만큼 변환은

PCK와 긴밀하게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실제적’

PCK와 관련되며, PCK를 세분화한 KCT와 KCL과 관련

된다. 연결은 Shulman의 어느 범주 하나에 직접적으로

대응시키기는 어렵다. 교사 자신의 수학적 지식을 연결

하는 것이나, 가르치는 내용이 개념적으로 적절한 것인

지에 대한 지식은 모두 SMK의 한 측면인 반면에, 수업

간 연결을 추구하는 것은 CK의 측면이다. 연결이 SMK

와 관련된다는 측면에서 SMK를 세분화한 CCK 및

SCK와 관련된다. 이외에 교육과정 내용을 학습자를 위

해 연결한다는 측면에서 KCL과도 연계된다. 우발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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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지식 범주와 관련되기 때문에 SMK및 PCK와 관

계되고, 이를 세분화한 CCK, SCK, KCT, KCL과 관련

된다. 순간적으로 수업 상황에서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교사 지식의 제반 요소들을 필요로 하

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KQ가 개발된 이후 진행된 주요 연구들을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Rowland와 그 동료들(2003)은

지속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 KQ의 연구 적용 대상과 활

용 방법을 확장했다. 예를 들어, KQ를 교사의 수학 수업

능력 향상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였고(Rowland,

Huckstep, & Thwaites, 2004), KQ를 기준으로 사용하여

초등 수학교사의 교수 지식을 분석하였으며(Rowland

외, 2005), 수학 수업 관찰의 기준틀로 활용하기도 하였

다(Rowland & Turner, 2006, 2007). 또한 초등 수학 수

업과 중등 수학 수업에서 나타나는 교사 지식의 비교와

대조를 위해 사용하기도 하였고(Rowland, 2010a, 2010b),

보다 최근에는 수업에서의 교사 지식의 증진과 심화를

위한 준거로(Turner & Rowland, 2011), 중등 수학교사

의 수학 수업 분석의 기준틀로 KQ를 사용하기도 하였

다(Thawaites, Jared, & Rowland, 2011).

앞서 언급하였듯이, KQ는 영국에서 개발되었지만, 그

이후 여러 나라에서 KQ를 적용하였다. 예를 들어,

Kleve(2009, 2011)는 노르웨이에서 분수 지도에서 드러

나는 교사 지식의 평가를 위한 분석틀로 KQ를 사용하

였는데, 예를 들어, 분수를 지도할 때 학생들에게 적합하

도록 변환하는 교사들의 활동과 관련하여 교사의 주요한

수학적 지식을 밝히기 위해 KQ를 활용하였다. 한편,

Petrou(2009)는 KQ를 이용한 수업 분석을 통해 키프로

스 예비교사들의 교사 지식과 교수 활동 간의 관찰 가능

한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Livy(2011)는 호주의

대학교 2학년 예비교사들의 기초적 수학 내용 지식을 알

아보기 위한 수업 분석의 기준으로 KQ를 사용했다.

지금까지 교사 지식 연구에 대한 개요와 함께, KQ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론을 먼저 개

발하고 수학 수업에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수업

을 관찰하고 분석한 결과로 얻은 이론적 틀이라는 점과

최근 여러 나라에서 KQ를 중심으로 수학 수업에 드러

나는 교사의 지식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KQ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교

사의 수학 수업을 분석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KQ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방법 및 대상

KQ는 그 개발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수업 계획과

실행 중에 교사 지식을 드러내는 상황이나 에피소드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여 코드화하고 이를 다시 보다 큰

범주로 묶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 KQ를 분석틀로 사용

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질적 사례 연구를 활용

하였다(예, Kleve, 2009; Petrou, 2009; Rowland 외 2009;

Rowland 외 2005; Thawaites 외, 2011). 이에 본 연구에

서도 질적 사례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KQ 측면에서 의

미 있다고 판단되는 수학 수업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Q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

학 수업에 드러난 교사 지식의 분석 사례를 기술하고자

한 의도에 따라 J교사를 선정하였다. J교사는 교육경력

10년차의 여교사로 초등수학교육전공으로 대학원 석사과

정에 있었으며, 지역 단위 초등 영재학급의 강사로 활동

중이었다. 수학 과목으로 해당학년도 지역의 교육 지원

청에서 실시하는 우수교사 수업인증제에 참가하여 수상

한 경력을 가졌다. 또한 2년째 예비교사들의 교생 실습

지도 교사로 활동 중이었으며, 특히 실습학교에서 수학

교과와 관련하여 교생들의 지도를 중점적으로 담당하였

다. 또한 수학 수업 공개 및 수업 관련 논의에 긍정적이

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초등학교 수학 수업

의 전문성 증진과 관련된 다양한 방식의 활동과 노력을

기울인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한 교사라고

판단하였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수학 수업의 주제는 J

교사가 본인의 관심과 수업 관련 여건을 고려하여 자유

롭게 선택한 것이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

수업 관찰을 하기 며칠 전 J교사로부터 해당 수업의

계획안을 받아 수업의 흐름을 미리 파악하였다. 수업이

이루어진 당일에 해당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수업을 관찰

하고 촬영하였다. 본 촬영이 있기 전에 수업 공개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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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번 해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교사와 학생들은 특별히

수업 촬영에 민감하지 않았다.

수업 시작 전 비디오카메라 2대를 교실의 앞쪽과 뒤

쪽에 설치하였다. 앞쪽에 설치된 비디오카메라의 경우

교사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촬영하여 교사의 활동이 상세

히 녹화될 수 있도록 하였고, 뒤쪽에 설치된 비디오카메

라의 경우 전체적인 수업장면을 중심으로 촬영하였으며,

때에 따라 수업에 제시되는 교수 자료들을 확대 촬영하

였다. 수학 수업을 관찰하는 동안, 의미 있게 여겨지는

교사의 말이나 행동, 그리고 수업 장면에 대해 필드노트

를 작성하였고, 수업이 끝난 후 그러한 특정한 말이나

행동에 대한 교사의 의도를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사후

면담 시간을 가졌다. 수업 관찰에 대한 연구자의 기억,

필드 노트, 교사 면담 자료를 바탕으로 Rowland 외

(2009)가 말하는 ‘서술적 시놉시스(descriptive synopsis)'

를 작성하였다. 이는 수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으로, 수업 내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논의를 맥락화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

다. 또한 수업에 대한 전사 자료를 만들어서 분석의 기

초로 삼았다.

다음으로, 연구자들은 서술적 시놉시스를 토대로 수

업 동영상을 함께 보면서, 교사 지식과 관련하여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교사의 말이나 행동, 그리고 이와 관련

된 수업 에피소드에 대해 KQ 관련 코드나 지침에 제시

된 질문을 참조하여 논의하였다. 이러한 연구자 간의 논

의와 합의 과정을 통해 KQ의 4가지 구성 요소 측면에

서 J교사의 수학 수업에서 나타나는 교사 지식을 분석하

였다.

Ⅳ. 결과 분석 및 논의

1. 수업의 전반적인 흐름

KQ를 중심으로 한 교사 지식을 분석하기에 앞서 독

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먼저 제

시한다. 분석 대상이 된 수업은 5학년 1학기 7단원 평면

도형의 넓이 중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기’를 주제로 진행

되었다. 본 수업 이전에 단원 전개의 흐름에 따라 평행

사변형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수업이 실시되었다.

본 수업의 학습 주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다리꼴의 넓

이 구하기’이다. 교실의 환경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교실

앞쪽에는 중간 위치에 교탁과 칠판이 있고, 창문가에 프

로젝션 TV가 학생들을 향해 놓여 있다. 그 뒤로 학생들

이 2줄씩 3분단의 형태로 교실 앞쪽을 향해 앉아 있다.

학생은 모두 29명으로 남학생 16명 여학생 13명이다.

J교사가 제출한 지도안에 따르면, 소속 교육청의 방침

에 따라 수업 단계는 크게 3단계 즉, 배움 열기, 배움 활

동, 배움 정리로 흘러간다. 이에 여기서도 이 흐름에 따

라 수업에 대해 간략히 기술한다. 우선 배움 열기 단계

에서 J교사는 교실 주변의 간단한 평면도 형태의 그림을

이용하여 학급의 청소 담당 구역을 정하기 위해서 각 구

역의 넓이를 측정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문제 상황을 제

시한다. 이 그림에는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사다리꼴이

포함되어 있다.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기’라는 학습 주제

를 교사가 제시한 후, 학생들이 직접 학습 목표를 공책

에 적어 본 후 발표하게 한다. 이 때 이미 배운 직사각

형, 평행사변형, 삼각형의 넓이를 어떤 방법으로 구했는

지 생각하여 목표를 설정하게 한다. 학생들의 발표를 토

대로 교사는 이를 요약하여 ‘사다리꼴을 다양하게 변형

하거나 단위넓이를 이용하여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것

을 배움 목표로 칠판에 기록한다. 그 다음 이미 배운 직

사각형의 ‘가로’와 ‘세로’, 평행사변형의 ‘밑변’과 ‘높이’라

는 용어와 관련하여 그림 속 사다리꼴의 ‘아랫변’, ‘윗변’,

‘높이’라는 용어를 제시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방법까지 유도하라고 말한다.

다음으로, 배움 활동 단계에서 학생 개인에게 모눈

위에 동일한 사다리꼴이 3개 그려져 있는 종이를 학습

자료로 제시한다. 학생들은 종이 사다리꼴을 오려 내어,

잘라서 붙이거나 두 개를 돌려 붙이는 등의 구체적 조작

활동을 통해 자신이 생각한 방법으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한다. 학생들은 활동지에 조작 결과를 붙이고 사다리

꼴의 구성 요소를 이용하여 넓이 구하는 방법을 찾는다.

개별 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안 교사는 돌아다니며 개별

지도를 하기도 하고, 특정한 방법을 말로 간단하게 소개

하기도 하며, 학생들의 활동 결과물을 스마트 폰으로 촬

영하여 모으기도 한다. 그 다음 교사는 학생들의 해결

방안 중 [그림 1]에 제시된 5가지 해결 방법을 프로젝션

TV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교사가 설명하거나 해당 학생

이 해결 방법을 발표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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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학생들의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방법 중 발표된 5가지 방법

[Fig. 1] 5 students' methods of finding out the area of a trapezoid

마지막 배움 정리 단계에서는 활동지에 있는 ‘배움을

통해 알게 된 점’과 ‘선플 달기(‘악플’에 대비되는 개념으

로 친구의 활동에 대해 좋은 점 찾기)’ 칸에 기록하게

하고([그림 1] 참조) 이를 발표하게 한다. 전자에서는 특

히 ‘사다리꼴을 무엇으로 변형하여 넓이 구하는 방법을

알았는지‘에 초점을 두게 하고, 후자에서는 짝의 해결 방

법 중 좋은 점을 찾게 하는 데 초점을 두게 한다. 대부

분의 학생들이 발표할 기회를 가지고 교사는 발표한 학

생들에게 칭찬 카드를 하나씩 준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 이용했던 방법들에 대해

서 말로 간단하게 하나씩 정리해 준 후, 다음 시간에서

는 평행사변형의 밑변과 높이가 같았을 때 넓이가 어떻

게 되는지 생각해 본 것과 같이 사다리꼴에서 무엇과 무

엇이 같으면 넓이가 같게 되는지를 공부하게 된다고 예

고한 후 수업을 마친다.

2. 교사 지식 분석

1) 토대 지식 분석

토대 측면에서 J교사의 지식을 크게 수학 및 수학교

수법에 대한 신념과 교과 지식 두 가지로 나눠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J교사의 수업 계획안과 실행

과정에서 수학 교수법에 대한 자신의 신념이 드러난 경

우가 여러 번 있었다. 첫째, 계획안에 ‘배움 문제를 확인

하고 학습자 수준에 맞게 배움 목표를 정한다.’라고 유의

점에 기록하였고, 실제 수업할 때, ‘사다리꼴의 넓이 구

하기’라는 주제만 제시한 후, 학생들 스스로 어떤 방법으

로 구할 것인지 생각해서 배움 문제를 적게 하였다. 이

를 통해 J교사는 수학을 공부할 때 학생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동일한 학습 주제라 할지라도 각자의 해결 방

법에 대한 흥미와 이해 정도에 따라 학습하는 것이 중요

하다는 신념을 가졌다고 생각된다.

둘째, 계획안에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구한다는 내용이 여러 번 들어가 있고, 실제

수업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찾도록 권장하였고 찾은

방법에 대해서 거의 대등하게 인정해 주었다. 또한 수업

말미 정리 부분에서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단

순히 공식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함으로

써 공식이나 절차를 암기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공식이



수학 수업에서 드러나는 교사 지식을 분석하기 위한 틀로서의 ‘교사 지식의 사중주(Knowledge Quartet)’ 575

어떻게 유도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셋째,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발표한 후 친

구들의 좋은 방법을 정리하게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J

교사는 계획안에 “다른 친구들의 방법 공유를 통해 배움

도약의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기록하였다. ‘배움도약’이

라는 특정한 용어는 해당 교육청의 교육지침에 따른 것

이라고 사료되지만, 실제 J교사가 수업 중에 10분 남짓

학생들에게 친구들의 사다리꼴 구하는 방법 중 좋은 방

법을 정리하고 거의 모든 학생들에게 발표할 기회를 제

공함으로써 이러한 활동을 중요시 여김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J교사는 학생들이 동료들과 문제해결 방법을

공유하고 비교하면서 수학 학습의 기회를 증진할 수 있

다는 신념을 가진 것으로 유추된다.

다음으로 J교사의 수업 계획안과 실행 과정에서 수학

교과 지식 자체가 드러난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넓이 측정의 기본적인 개념이나 필요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넓이를 측정할 때

먼저 적절한 단위넓이를 정해 측정하려고 하는 대상에

빈틈이나 겹침이 없이 배열하고 그 수를 세는 것이 기본

이다(Baroody & Coslick, 1998). 이 이유로 교과서에서

도 평면도형의 넓이를 측정할 때 ‘활동 1’로 제시되는 것

이 단위넓이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이다. 본 수업에서

교사는 분명히 학생들의 발표를 토대로 배움 문제를 칠

판에 쓸 때, ‘단위넓이를 이용하여’ 넓이를 구한다고 하

였다. 또한 계획안에서도 동기유발 자료로 청소 담당 구

역을 정하기 위한 평면도를 제시하고 ‘역할분담 활동으

로 넓이의 양적 개념을 알게 한다’고 유의점에 기록하였

으며, 해결 방법을 공유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단위넓이

이용하여 사다리꼴 넓이 구하기’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실제 수업에서 해결 방법을 공유할 때 단위넓이를 이용

한 방법은 소개되지 않았다. 본 수업에서 공유된 해결

방법은 교사가 개별 활동 때 돌아다니면서 미리 사진으

로 찍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교사의 선택에 의

한 것이었다. 실제 학생들 중에는 [그림 2]와 같이 단위

넓이를 이용하여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한 학생이 있었

다. 넓이 측정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하여 넓이 구하는

공식을 형식화하는 수업 단계를 고려한다면, 단위넓이를

이용하여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제일 먼저 소개되어야

하지만, 본 수업에서는 교사 결정에 의해서 공적으로 소

개되지 않았다. 이렇듯 J교사가 단위넓이를 이용하는 방

법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것은 ‘배움을 통해 알게 된

점’을 기록하고 발표할 때도 동일하게 드러났다. 즉, 교

사는 ‘사다리꼴을 무엇으로 변형해서 넓이 구하는 방법’

을 알았는지 기록하라고 안내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연스

럽게 ‘변형’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

둘째, 용어 사용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J교사

가 사다리꼴의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이 도입하는 장면이

었다.

교 사: 그 전에 우리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일 때는 아

주 간단하게 넓이를 구했어. 그런데, 평행사변형부

터는 좀 뭔가 용어가 달라지고 이러잖아. 그래서

사다리꼴에서는 뭘 찾아야 해, 지금?

학 생: 단위넓이.

교 사: 단위넓이인데. 이 사다리꼴 중에서. 직사각형

을 찾을 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가로

곱하기 세로라는 것, 이 정확한 용어를 알고 갔

었죠? 그 다음에 아까 누가 이야기했어요, 높이

를 구한다. (학생들이 그 말을 한 학생 이름을

말한다.) 연장선을 찾는다는 얘기는 난 용어를

알아야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겠다 그 말이에

요.

J교사는 학생들이 배움 목표를 정한 다음에 평면도의

사다리꼴을 이용하여 윗변, 아랫변, 높이라는 용어를 도

입한다. 학생들이 이미 배운 직사각형, 평행사변형의 구

성요소를 떠올리며 사다리꼴의 구성요소를 알아야 한다

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배움목표를 발표할 때 한 학생

이 ‘연장선’이라는 말을 ‘높이’로 대치하면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러한 도형의 구성요소를 알아야 한다

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현행 교과서에 따르면, 사다리

꼴의 넓이를 구하는데 필요한 것을 학생 스스로 찾아보

게 한 후, 사다리꼴의 밑변, 윗변, 아랫변, 높이를 약속한

다. 이와 같이 용어 정의 전에 학생이 스스로 넓이 측정

에 필요한 요소를 찾아보게 하는 활동은 넓이 공식에 대

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활동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본

수업에서는 다소 일방적인 교사의 도입으로 학생들이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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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측정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를 찾아보는 학습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그림 2] 단위넓이를 이용한 해결방법

[Fig. 2] Solution method of using unit area

셋째,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방법에 대한 교사의

지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J교사는 계획안에서 단위

넓이, 변형, 분할을 이용하여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것

을 예상하고 있었다. 여기서 변형은 주어진 사다리꼴을,

학생들이 넓이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는 직사각형, 평행

사변형, 삼각형으로 바꾸는 것으로, 등적변형, 배적변형,

반적변형 모두 가능하다. 예를 들어, [그림 1]의 우측 상

단의 방법은 사다리꼴 2개를 붙여 평행사변형으로 변경

하는 것으로 배적변형의 예인 반면에, 좌측 하단의 방법

은 사다리꼴 1개에서 가운데를 잘라 붙여서 평행사변형

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등적변형의 예이다. 그러나 J교사

는 등적변형이나 반적변형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지 못

한 것처럼 보인다. 실제 수업에서 학생이 [그림 1]의 좌

측 하단의 방법을 설명할 때, 교사는 원래 사다리꼴 2개

를 붙인 것으로 알았는데 실제 1개를 잘라 평행사변형으

로 바꿨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발표한 학생에게 유일하게

박수를 보내게 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주어진 사다리꼴

을 평행사변형뿐만 아니라 직사각형으로 변형한 경우가

많이 보였는데, 특히 주어진 사다리꼴을 포함하는 직사

각형을 만들고 여기서 삼각형 2개의 넓이를 빼는 방법

([그림 1]의 중앙)이 공유되었다. 이에 대해서도 교사는

처음에는 사다리꼴을 잘라서 붙인 것으로 알았다고 말하

면서, 학생의 발표에 대해 ‘새로운’ 방법이라고 칭찬해

주었다.

넷째, J교사는 교과서의 내용과 활동 순서 등을 그대

로 고수하기보다는 자신의 수업 아이디어에 따라 변경하

여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J교

사는 사다리꼴의 구성 요소를, 구체적인 조작 활동을 하

기 전에 소개하였다. 또한 교과서에서는 다양한 방법으

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이를 형식화하여 넓

이 구하는 공식을 유도하는 것을 구분하여 2차시로 나눈

반면에, J교사는 이 둘을 한 차시 수업에서 혼용하는 측

면이 있었다. 실제로 수업 계획안과 수업에서 제시한 목

표에는 사다리꼴의 넓이 측정에 관한 것뿐이었다. 하지

만 수업을 진행하면서 J교사는 각자의 사다리꼴의 넓이

측정 방법을 토대로 넓이 공식을 형식화 하도록 했다.

그러나 사다리꼴을 어떻게 분할하거나 변형했느냐에 따

라서 넓이 구하는 공식을 유도하는 데 쉬울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다. 실제 학생들의 활동지를 살펴본 결과,

주어진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나, 넓이 공식까지 유도한 학생은 일부로 한정되

어 있었다. 그리고 J교사가 수업 후반부의 해결 방안 공

유 과정에서 넓이 공식 형식화를 설명하기 위해 활용한

사례도 사다리꼴 두 개를 돌려 붙인 방법뿐이었다. 결국

학생들이 자신이 이용한 넓이 측정 방법과 넓이 구하는

공식을 연결하여 제대로 이해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

렵다. 이에 본 수업에서는 계획안에서처럼 사다리꼴의

넓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구하는 데 초점을 두고 후속 차

시에서 여러 사례를 기반으로 귀납적 추론에 의해 공식

을 유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여겨진다.

2) 변환 지식 분석

변환 측면에서 J교사의 지식을 분석한 결과, 주목할

만한 것은 ‘예(examples)의 선택’과 ’표현(representation)

의 선택'이었다. 우선 ‘예의 선택’과 관련하여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J교사는 4절 크기의 하얀 종이에 학

교 건물 4층에 위치한 해당 반의 교실을 중심으로 주변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평면도 형태의 그림을 칠판에 게

시하여 보여준다([그림 3] 참조). 이 그림은 직사각형 1

개, 평행사변형 2개, 사다리꼴 2개로 구성되어 있다. J교

사는 사다리꼴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기 위해서 평면도

그림의 아래쪽에 제시된 큰 사다리꼴을 이용하려고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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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다리꼴은 직각 두 개를 포함한 특별한 사다리

꼴이라는 것을 수업 중 알아차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교 사: 이 두 개가 사다리꼴이네. (아래 큰 사다리꼴

을 가리키며) 이걸로 용어를 정의하고 갑시다.

(그림을 보며 잠시 머뭇거린다.) 수직! (위 사다

리꼴을 가리키며) 이걸로 합시다. 미안해요. (손

으로 아래의 사다리꼴을 가리며) 선생님이 잘

못 그렸네. (위의 사다리꼴을 짚으며) 여기 있

는 도형 사다리꼴을 봐요.

[그림 3] 손으로 가려진 사다리꼴

[Fig. 3] Trapezoid blocked by hand

[그림 3]에서와 같이 J교사는 아래쪽 사다리꼴을 계속

손으로 가린 채, 위쪽의 작은 사다리꼴을 이용하여 밑변,

아랫변, 윗변, 높이라는 용어를 설명했다. 수업 후 이루

어진 면담에서 J교사는 이때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J교사는 앞선 넓이 측정 수업에서 직사각형

의 경우와는 달리, 평행사변형과 삼각형의 경우 많은 학

생들이 도형의 높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아

차렸다. 이에 직사각형과 같이 높이가 그대로 표현되는

직각사다리꼴 보다는 전형적인 사다리꼴에서 높이를 찾

아보는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높

이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수업 시간 중 판단하였다고 말했다. 즉, 평면도에

제시된 사다리꼴은 2개였지만, 학생들의 높이 개념에 대

한 어려움을 고려하고 가장 일반적인 사다리꼴을 가지고

설명하기 위해서 작은 사다리꼴을 선택했던 것이다. 교

사는 수업 중 “미안해요”, “잘못 그렸네”라고 말함으로

써, 잘못하면 학생들에게 직각사다리꼴은 사다리꼴에 해

당되지 않는다는 오개념을 줄 수도 있었다. 강조하건대

두 가지 사다리꼴의 예 중에서 작은 사다리꼴이 보다 적

합한 예이었기 때문에, 작은 사다리꼴로 그 구성요소를

설명한 다음, 직각사다리꼴을 가지고 다시 밑변, 아랫변,

윗변, 높이 등을 찾게 하여, 사다리꼴 모양에 따라서 그

구성 요소가 어떻게 다른지 또는 같은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더라면 더 효율적인 수업이 되었을

것이다.

한편, ‘표현의 선택’과 관련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J교사는 모눈 위에 일반 사다리꼴이 3개 그려져

있는 파란색 종이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각자 모색한 해

결방안을 실행해 보게 하였다(조작 자료는 [그림 1] 참

조). 여기서 사다리꼴에 ‘모눈’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주어진 사다리꼴의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또한 개개 학생에게 동일한 사다리꼴을 3개 제

시함으로써,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머릿속으로

만 생각하거나 교과서 그림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

라 학생마다 직접 사다리꼴을 자르고 옮겨 붙이는 과정

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구체적 조작 활동을 통해서, 예를 들

어 똑같은 사다리꼴 2개를 이용하여 직사각형으로 만들

기도 하고 평행사변형으로 만들기도 하였는데, 전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사다리꼴의 어디를 잘랐느냐에 따라서

붙이는 방법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였다([그림 1] 참

조).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용된 두 사다리꼴의 색깔이

똑같이 파란색이어서, 해결 방안을 공유할 때 어떤 사다

리꼴의 어디를 잘라 붙였는지 즉각적으로 인지되지는 못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는 수업 중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교 사: 오늘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느꼈다. 하나.

사다리꼴을 다양한 색깔로 해서 줄껄 그랬어.

그러면 자른 것이 한눈에 보이잖아. 그치? 갖다

붙인 것도 다 보이잖아? 왜 여태 이 생각을 못

했을까? 계∼속 했으면서!

수업 후 면담에서 J교사는 사다리꼴을 각기 다른 색

의 종이로 만들었다면 학생들이 해결 과정을 표현하고

다른 학생들이 그것을 이해하는 데 훨씬 쉬웠을 것이라

는 점을 수업 과정에서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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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변환 측면에서 간단하게나마 생각해 봐

야 할 것은 교사의 ‘시범(demonstration)'과 관련된 것이

다.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주어진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

하는 방법을 탐색하고 있는 과정에서 교사는 돌아다니면

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활동 과정 및 결과를

촬영하고 프로젝션 TV를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

다. 학생들이 굳이 자신의 활동지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

고 들어오는 번거로움 없이 교수 매체를 활용하여 매우

간편한 방식으로 의견 공유가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수 매체의 편리함 이면에 두 가지 측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던 부분이 있다. 첫째, 개개 학생들이

미처 자신의 활동을 끝내지 못한 상황에서 교사가 자주

다른 학생들의 활동을 굳이 보여주면서 말해주는 것이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었을지 의문이다. 일부 학생들에

게는, 자신의 방법과 다른 친구의 해결 방법을 보고 자

신도 그렇게 해 보거나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는

도전 의식을 심어 줄 수도 있었겠으나, 전체 수업 상황

에서 보면 오히려 개개 학생들의 사고 과정이나 조작 활

동에 방해를 줄 수 있었던 교사 행동으로 판단된다.

둘째,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공유할 때, J교

사는 자신이 선택한 특정 해결 방법([그림 1] 참조)에 대

해서 학생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먼저 제공하기보다는 자

신이 유추하여 설명하고 해당 학생에게 보충할 게 있는

지 물어보는 형식을 취하였다. 예외적으로 문제를 해결

한 학생이 먼저 발표한 경우가 있었고 교사가 ‘보충할

친구’가 있는지 물어보기는 하였으나, 반응이 없자 결국

교사만 부연하여 설명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해결 방법 공유 시간은 기본적으로 선택된 학

생과 교사 간의 상호작용이 주를 이루었고, 특히 교사의

설명이 주된 흐름이었다. 대안적으로, 학생들이 모두 각

자 활동을 한 다음 공유하는 시간이었으므로, 선택된 해

결 방법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방법을 사용한 학생이 있

는지 물어보고, 친구의 해결 방법을 보고 대신 설명할

수 있는 학생을 찾아 학생 간의 의사소통을 격려하는 등

의 상호작용적 교수 기술을 활용하였더라면, 교수 매체

의 이점을 살리면서 학습 주제와 관련한 학생들의 지식

과 이해를 보다 의미 있게 증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3) 연결 지식 분석

연결 측면에서 J교사의 지식을 분석한 결과, 주목할

만한 것은 ‘절차간의 연결’과 ’계열짓기(sequencing)에 대

한 결정‘'이었다. 먼저 절차간의 연결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J교사는 교실 주변 환경을 직사각형, 평행

사변형, 사다리꼴로 나타낸 평면도 형태의 그림을 이용

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교 사: 우리 반의 청소 구역이 이렇다면, 청소 구역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 어떤 방법으로 생각하면

좋을까? 먼저 얘네 들을 잘 살펴봐야겠지? …

그럼 어떤 방법으로 청소 구역을 구해야 할까?

학생들: 넓이를 구해서요.

교 사: 맞아! 지금 우리가 넓이를 구하고 있으니까 넓

이로 정하면 되겠다. 다른 친구 의견 있어요?⁝
교 사: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곳은 어떤 평면도형일

까?

학생들: 직사각형

교 사: 직사각형 구하는 공식 기억나요?

학생들: 네

교 사: 그래요 좋아요. 오른쪽 복도 한번 살펴보자.

어때요?

학생들: 평행사변형

교 사: 우리 많이 봤다. 그죠? 평행사변형 넓이 구했

던 것 기억나나요? 어떻게 만들어서 했었죠?

학 생: 밑변 곱하기 높이

교 사: 높이였는데. 우리가 그걸 찾기 전에 뭘 어떻게

했었죠?

학 생: 직사각형으로 변형했어요.

교 사: 좋아요. 직사각형으로 변형 작업 통해서 넓이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이쪽 복도도 구할 수 있

겠죠? 좋아. (교실과 교실 위의 도형을 가리키

며) 그럼 남은 것은 애네 둘.

학생들: 사다리꼴!

교 사: 맞아 사다리꼴! 오늘 배울 공식은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배워볼, 아까 이야기 했듯

이 배울 주제는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기죠.

이와 같이 J교사는 각 영역의 모양을 도형으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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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각 도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넓이를 구했는지도 점검하고 있다. 특히 사다리

꼴의 넓이를 구할 때 사다리꼴을 일반적으로 직사각형이

나 평행사변형으로 변형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위와

같은 동기유발 과정에서 J교사는 본시 학습과 관련된 전

시 학습 내용을 효율적으로 연결했다. 또한 사다리꼴의

구성 요소를 설명할 때도 평행사변형이나 삼각형에서

‘밑변’, ‘높이’라는 용어가 필요했던 것처럼 새로운 용어

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구체적으로 평행사변형에서는

밑변의 길이가 같은데, 사다리꼴에서는 밑변의 길이가

달라서 각각을 지칭하는 용어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랫변’과 ‘윗변’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였다.

다음으로 ‘계열짓기에 대한 결정’과 관련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J교사는 계획안에서 사다리꼴의 넓

이 구하는 방법으로 단위넓이, 변형, 분할을 이용한 방법

을 차례대로 적었다. 그러나 실제 해결 방법을 공유할

때 해결방법 간의 연결을 고려하지 않았다. 자신의 해결

방법을 발표하기를 원하는 학생 중에서 교사가 선정한

것이 아니라, 개별 활동 동안 교사가 돌아다니면서 임의

로 발표할 학생의 활동 결과물을 사진으로 찍고 그것을

공유하였기 때문에, 교사가 학습 주제의 성격이나 학생

들의 해결 방법을 고려하여 수학적으로나 학생들의 학습

측면에서 훨씬 유의미한 연결이 가능할 수 있었는데, 실

상은 그렇지 못하고 매우 산발적으로 공유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예를 들어, [그림 1]에 제시된 것과 같이 5개

의 해결 방법이 공유되었는데, 각각의 방법이 별도의 방

법으로 공유되었을 뿐, 해결 방법 간에 어떤 수학적 연

결이 가능한 지는 전혀 탐색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

로 수업 말미 당일 배운 내용을 정리할 때도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단편적으로

말하는 데 그쳤다.

학 생1: 사다리꼴 두 개를 이어서, 변형해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학 생2: 사다리꼴을 변형시켜서 넓이를 알았어요.

학 생3: 사다리꼴의 넓이를 삼각형을 넣어서 직사각

형으로 만들어 넓이를 구하였습니다.

학 생4: 사다리꼴 두 개를 직사각형으로 변형하여 사다

리꼴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 생5: 사다리꼴 한 개를 평행사변형으로 변형하여 넓

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 생6: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단위를 넓

이를 이용하고, 공식을 이용하여 구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대안적으로, J교사는 학생들의 해결 방법을 관찰하면

서 단위넓이를 이용한 경우, 변형을 이용한 경우(이 때

도 등적변형, 배적변형, 반적변형 고려 가능), 제거 방법

을 이용한 경우끼리 묶어 해결 방법 간의 연결성을 추구

할 수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이용하였든지

간에 상관없이 변형한 도형에 초점을 두어서, 직사각형

으로 변형한 경우나 평행사변형으로 변형한 경우로 묶어

서 해결 방법 간의 연결성을 구할 수도 있었다. 또는 ‘사

다리꼴의 넓이 구하기’라는 수학적 주제의 성격에 맞춰

서 단위넓이를 이용한 방법으로 시작하여 넓이의 기본

개념을 강화하고, 마지막은 평행사변형으로 배적변형하

는 방법을 공유함으로써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초등학교 수준에서 쉽게 유도할 수 있게 계열짓기를 결

정할 수도 있었다. 이와 같은 계열짓기의 실패는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

한 것과 관련된다(Smith & Stein, 2011). 사다리꼴을 어

떻게 변형했느냐에 따라서 넓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

복잡하기도 하고 쉽기도 한데, 이에 대해 교사가 미리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다.

4) 우발 지식 분석

우발 측면에서 J교사의 지식을 분석한 결과, 주목할

만한 것은 ‘학생들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반응하기’였다.

J교사는 수업 초반에 사다리꼴의 넓이를 어떤 방법으로

구할 것인지 학생들과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다음과 같

이 학생의 발표 내용에 따라 반응을 달리함으로써 이후

발표할 학생들이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발표하게 하였

다.

학 생: 사다리꼴의 모양을 변형하여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교 사: 아～ 사다리꼴의 넓이를 변형하여 넓이를 구

한대요. 모양을 변형하면 다양한 도형이 나올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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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사다리꼴을 평행사변형으로 변형하여 넓이를

구한다.

교 사: 아～ 가장 일반적인 방법! 많이 쓴 것 같아요.

사다리꼴을 뭐로 변형하겠대요?

학 생: 평행사변형

교 사: 앞서 이야기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

기 하였는데. (오른손을 들며) 나도 이렇게 바

꾸었어요! (여러 학생들이 손을 들었고 구체적

인 해결 방법을 발표한다.)

또한 J교사는 학생들의 발표 내용 중 자신이 설명하

려고 하는 것과 연관되는 경우 이를 관련지었고, 학생들

이 맥락 내에서 의미는 맞으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한 경우는 이를 적절히 지적해 주기도 하였

다. 예를 들어, 사다리꼴의 구성요소를 설명할 때, 이전

에 발표된 내용 중 ‘연장선을 찾아서 넓이를 구한다’는

학생 발표와 연계하면서 그 연장선이 ‘높이’라고 설명하

였고, 학생들이 해결 방법을 공유할 때 ‘분할한다’라는

의미로 ‘나눈다’라는 일상 언어를 사용한 것을 바로 잡아

주었다.

한편, J교사는 학생들의 해결 방법과 관련하여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나, 자신이 잘못 이해한 부분에 대

해서 학생들과 솔직하게 의사소통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즉각적으로 이해하고 칭찬하였다. 예를 들어, 다음은 [그

림 1]의 두 번째 방법을 학급 전체 학생들과 공유할 때

벌어진 대화이다.

학 생: 직사각형에서 나머지 삼각형을 빼가지고 사다

리꼴의 넓이를 구했어요.

교 사: 사다리꼴의 넓이를 어떻게 만든 거야? 거기에

서 아～ 아～ (박수를 치며) 선생님이 아까 오

해했구나! 사다리꼴을 자른 줄 알았더니 (양쪽

검지를 움직여서 직사각형 모양을 그려 보이며)

외부에 있는 사각형 전체를 잘랐어요. 그죠? 보

이죠? (프로젝션 화면으로 가까이 가서 사다리

꼴에 덧붙여진 두 개의 삼각형을 가리키며) 다

른 친구들은 여기 선택 안했다. 그런데 선택을

하고 (사다리꼴을 포함한 직사각형을 가리키며)

이 전체에서 (각각의 삼각형을 차례대로 가리

키며) 이것과 이것의 합인 (삼각형 2개를 잘라

서 1개의 삼각형으로 만든 것을 가리키며) 이것

을 전체에서 빼줘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한거야.

새로운 방법이다！

위의 방법은 해결 방법을 공유할 때 두 번째로 발표

된 방법이다([그림 1] 참조). 첫 번째 방법은 교사가 먼

저 설명한 후 해당 학생에게 보충할 것이 있는지 물어본

반면에, 이 두 번째 방법의 경우는 해당 학생에게 먼저

발표할 기회를 주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직사각형에서

삼각형을 뺐다라고 설명하자, J교사는 “선생님이 아까

오해했구나.”라고 바로 반응하는 것으로 보아서 J교사는

학생의 해결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발표될

방법으로 선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생의 설명

을 통해 해결 방법을 이해하자마자, 다른 학생들에게 단

계적으로 상세히 설명하면서 새로운 방법이라고 칭찬한

다. 실제 이 학생의 경우와 같이 ‘제거’라는 방법을 통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

나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교사가 이와 같이 자신에게

도 새로운 방법이라고 인지된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

명해 준 것은 적절했다고 생각된다. 이와 유사한 대화

패턴은 [그림 1]의 네 번째 방법에서 사다리꼴 1개를 둘

로 잘라서 평행사변형 한 개로 변형하는 과정에서도 드

러난다. 즉, 교사는 사다리꼴 2개를 붙여 평행사변형으로

붙였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발표 내용은 사다리꼴 1개를

붙인 것임을 알고 새로운 방법으로 소개하면서 해당 학

생이 박수를 받게 한다.

또한 공유된 해결 방법 중 첫 번째와 다섯 번째 발표

된 방법은 2개의 사다리꼴을 이용하여 직사각형 1개를

만든 것으로 실제 붙이는 방법만 조금 달랐을 뿐, 수학

적으로 동일한 방법이었다. 교사는 첫 번째 방법에 대해

서 다음과 같이 자신이 그 해결 방법을 설명하였다.

교 사: 사다리꼴 하나를, 두 개를 이용해서 변형했는

데, 이 친구는 지금 하나는 원래의 모습이고,

나머지를 뭐로 만든 거예요. 잘라 가지고～ 전

체를 뭐로 만들었어요?

학생들: 직사각형이요.

교 사: (직사각형에서 원래 사다리꼴의 윗변이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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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을 가리키며) 그래서 여기가 바로 뭐였어요?

사다리꼴의?

학생들: 윗변

교 사: (직사각형의 가로에서 원래 사다리꼴의 윗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가리키며) 나머지 얘에

서 얘까지가 뭐가 된 거야?

학생들: 아랫변

교 사: 아랫변이 된 거야. 그래서 가로의 길이가 바로

윗변과 아랫변을 합한 것이고, 그리고 높이 나

왔죠? 그래서 곱하기 높이. 그리고 두 개를 붙

였기 때문에 나누기 2로 만들어 준거죠.

이와 같이 변형된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가 왜 원래

사다리꼴의 윗변과 아랫변의 길이를 더한 것인지 하나씩

짚어가며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런데, 다섯 번째 공유된

방법도 이와 유사하였다([그림 1] 참조). 사실, 교사는 공

유될 해결 방법을 선정할 때 이 두 방법이 동일한 방법

이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프로젝

션 TV로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를 알아차렸던 것이다.

이에 이 다섯 번째 방법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설명하고 바로 다음 단계로 진행했다.

교 사: 이 친구는 어떻게 한 거예요?

학 생: 사다리꼴 두 개를 붙였어요.

교 사: 어～ 사다리꼴 두 개를 붙여 가지고, 붙였는데.

뭐와 뭐를 자른 거야? 직사각형 모양으로 변형

시켜 가지고. 응, 응, 변형시킨 거예요 이해가

가요?

단순히 각각의 해결 방법을 설명한다고 보면, J교사가

했던 것처럼 이 다섯 번째 방법에서 특별히 수학적으로

다룰 내용이 별반 없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연결’ 측면

과 관련하여 본다면, 그 때까지 공유된 5가지 해결 방법

중 직사각형으로 변형된 경우가 3가지나 있었으므로 해결

방법 사이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함

으로써 또 다른 학습 기회로 삼았을 수는 있었을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아직 우리나라에 소개되지 않은 KQ라는

교사 지식의 분석틀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구체

적으로, 전반적인 교사 지식 연구라는 맥락에서 KQ라는

분석틀이 어떻게 개발되고 활용되어 왔는지, 그 구체적

인 구성 요소는 무엇인지, 관련된 연구는 무엇인지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KQ를 이용하여 교사

지식을 분석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외국 사례를 번역하

고 요약하여 KQ의 구성요소 자체를 소개하는 데 초점

을 둘 수도 있었지만,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한 초

등학교 교사를 선정하여 KQ를 중심으로 수학 수업에

드러나는 교사 지식을 상세히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교사 지식을 분석함에 있어서 KQ의 활용에 대한 시사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교사가 실제로 수업에서 수학을 가르치는데 드

러난 지식들을 풍부하게 분석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는 한 차시의 수학 수업을 분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

지 않은 지면이 할애될 정도의 분석 결과를 얻었고, 핵

심 요소별로 그 결과를 요약해야 했다. 실제 KQ 관련하

여 교사 지식을 분석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개

소논문의 경우는 KQ의 구성 요소 중 어느 한 요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경향을 띤다. 이에 후속 연

구에서는 KQ의 특정한 구성 요소에 대해서 보다 집중

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KQ를 활용한 분석은 실제 수학 수업의 계획

및 실행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향상하는 데 보다 직접적인 피드백이나 안내를 제공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결과 분석을 통해 J교사의 토대,

변환, 연결, 우발 지식 측면에서 강점뿐만 아니라 보완해

야 할 점 등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J교사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다양한 방법을 예상할 수 있

었고 실제 수업에서 다양성을 강조하기는 하였다. 그러

나 외형적으로 달라 보이지만 수학적으로는 유사한 해결

방법을 서로 관련짓지 못했고, 의미 있는 방법으로 해결

방법을 계열 짓지 못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수학적 논

의를 이끌지는 못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연결’ 지식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J교사에게 대안적으로 어떻게

해결 방법을 공유할 수 있었을지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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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다. 이외 여러 수업 장면에서도 교사의 좀 더

나은 교수학적 선택이나 결정은 무엇일지에 대한 안내와

논의를 할 수 있었다. 교사 지식을 분석하는 궁극적인

목적 중의 하나가 그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향상하는 것

에 있다고 간주할 때, 이와 같이 수업의 전반적인 흐름

과 교수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사가 내린 판단

의 적절성 및 그에 따른 교수학적 장·단점을 중심으로

상황-맥락적으로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KQ 활용의 강점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KQ를 활용한 분석은 4가지 구성요소별로 각각

관련 코드를 활용하기 때문에 수학 수업에서 드러나는

복잡한 교사 지식 중 무엇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특히, 관련 코드들의 명칭이

교사가 취해야 할 행동 양상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어렵

지 않게 활용할 수 있었다. 또한 모든 관련된 코드들을

일괄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해당 교사의 특징적인 수업

상황을 기반으로 가장 관련된 코드들에 주목할 수 있었

다. 예를 들어, J교사의 사례에서는 변환 지식과 관련하

여 ‘예의 선택’과 ‘표현의 선택’이, 연결 지식과 관련하여

‘절차간의 연결’과 ‘계열 짓기에 대한 결정’이 돋보이는

코드였다. 이런 측면에서 KQ는 수업 분석 능력이 부족

한 예비교사나, 수업을 분석할 때 무엇에 초점을 두고

분석해야 할지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이 비교적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분석틀이라고 생각된다.

넷째, KQ를 활용한 분석은 교사 지식을 관련 코드별

로 상세하게 분석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교사

지식의 통합적인 측면이 드러나게도 하였다. J교사의 지

식을 분석함에 있어서, 한 가지 교수·학습 상황이 반드

시 한 가지의 교사 지식 요소로 분석되기보다는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요소와 관련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J교사의 변환 지식을 분석할 때, 조작 자료로 사용

한 사다리꼴의 색깔이 동일하여 학생들의 해결 과정을

한눈에 이해하는 데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는

우발 지식과도 관련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학생들에게

제시된 평면도에 있던 사다리꼴 그림과 관련하여 직각사

다리꼴과 일반 사다리꼴 중 교사가 일반 사다리꼴을 선

택하여 설명한 것은 변환 지식 중 ‘예의 선택’과 관련되

기도 하고, 우발 지식 중 ‘기회의 활용’과 관련되기도 한

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KQ라는 분석틀을 사용할 때 구

성요소별 관련 코드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런 코드

에 대한 분석을 종합하여 4가지 구성요소별로 어떤 특징

이 있는지를 통찰하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KQ는 그 개발 과정을 검토해보면, 흔히

말하는 ‘수학 수업’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틀이라기보다는

가르치는 데 필요한 교사 지식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해당 교사의 수학-특수적인 지식을 성장하는 데 기여하

기 위한 틀이다(Turner & Rowland, 2011). 실제 예비교

사교육 프로그램에서 KQ를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교사

교육자가 이 분석틀을 이용하여 수학 수업에 대한 피드

백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반성적 저널을 쓰는 과정을 단

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예비교사의 수학과 전문 지식이

향상되었다는 연구가 있다(예, Turner, 2007). 이에 추후

예비교사교육이나 현직교사교육에서 교사의 수학과 전문

지식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는 프로그램도 개발되기를 바

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1차시의 수업 분석을 토대로 KQ

를 소개하고 그 활용 방법을 개관하는 데 그쳤지만, 후

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영국의

예비초등교사 수학 수업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틀이 우리

나라의 수학 수업을 분석하는 데에도 적합한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수정·보완해야 할 점 등은 무엇인지 등에 대

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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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troduce the Knowledge Quartet (KQ) framework by which we can

analyze teacher knowledge revealed in teaching mathematics. Specifically, this paper addressed how the KQ

framework has been developed and employed in the context of research on teacher knowledge. In order to

make the framework accessible, this paper analyzed an elementary school teacher's knowledge in teaching her

fifth grade students how to figure out the area of a trapezoid using the four dimensions of the KQ (i.e.,

foundation, transformation, connection, and contingency). This paper is expected to provide mathematics

educators with a basis of understanding the nature of teacher knowledge in teaching mathematics and to

induce further detailed analyses of teacher knowledge using some dimensions of the KQ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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