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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ODESA(Collaborative Learning, Scientific Debate and Self

Reflection) 방법을 적용한 문제해결 과정에서 나타난 표상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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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수학 영재 학생을 대상으로

ACODESA1) 방법을 적용한 문제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표상 사용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수업 설계는 다양한 표상

의 조직화된 사용을 강화시키는 ACODESA 방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40분 동안 4차시에 걸쳐 수업이 진행되었다.

자료 분석을 위해 동영상 촬영, 학생과의 인터뷰 등을 수

집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였고, Despina(2011)의 표상 사용

유형에 따라 표상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추가형, 정교화,

그리고 제한형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문제

해결 과정에서는 개인적 표상이 소그룹별 토론과 확인의

과정을 거쳐 제도적 표상으로 생성될 수 있는 수업 설계

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I. 서론

수학교육에서 표상은 중요한 요소이다. 문제해결 과

정이나 전략에서 강조되는 것 중의 하나도 표상이다

(심은영, 2006; Pugalee, 2004). 전통적인 관점에서 문

제해결은 기계적이고 선형적인 과정으로 보았지만 최

근의 문제해결은 역동적이고 상호작용이 중요한 과정

으로 간주되면서 문제해결 과정에서 표상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Zawojewski, Lesh, & English, 2003).

NCTM(2000) 역시 교수․학습의 방법으로 표상의 중

요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학생들이 사고를 조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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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itt(2007) 논문에 따르면 ACODESA의 원어는

Aprendizaje en collaboración, Debate científico, y Auto

reflexión이며, 영어로 번역하여 collaborative learning,

scientific debate, self reflection이다.

문제를 해결하며 의사소통하는데 표상의 사용이 핵심

적인 부분이라 하였다. 결국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학생이 문제해결에 필요한 표상을 찾고 관련된 표상을

연결시키며 더 나아가 표상들 사이에 적절한 구조를

창조하는 활동이라 하겠다(Goldin, 2008).

이러한 관점에서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의미있는 표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생들이 구성한 개인적 표상은 계산을 하거나 문제를

이해하고 추론하는데 도움이 되며(Swafford &

Langrall, 2000), 문제를 해결하기 전 이해를 위한 교량

역할과 행위를 통제하고 조직하는 역할을 한다(Hitt,

2003). 그러나 수학을 가르칠 때, 교사들은 교과서에

제시된 표준화된 형태의 제도적 표상을 정확하게 가르

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교과서의 표상은

수학적 기호를 빨리 도입하고 있어 학생의 사고 과정

을 간과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Kamii, Kirkland,

& Lewis, 2001). 더불어 교사나 교과서에 의해서 표준

적인 표상이 먼저 주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의

표상을 구성하거나 탐구할 기회가 거의 없다(김남균,

2002; Dufour-Janvier, Bednarz, & Belanger, 1987).

다행히 최근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개인적 표

상에 초점을 둔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González-Martin, Hitt, & Morasse, 2008; Hitt &

Morasse, 2009). Cobb(2000)은 개인적 표상이 상호작

용을 통하여 정교화되고 문제해결에 효율적으로 사용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며 학생들이 구성하고

상호작용 속에서 협상하여 나타나는 표상을 강조하였

다. Seeger(1997)은 개인이 구성하는 표상으로는 학생

의 표상을 모두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표

상에 관한 이해는 학생의 상호작용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Goldin & Shteingold(2001)는 표상

은 적어도 학생들이 상호작용할 때 나타나는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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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마련할 때

더 의미있다고 하였다. 이들 선행연구는 사회적 상호

작용 환경에서 개인적인 표상을 활성화하고 소그룹 내

상호작용 속에서 협상된 표상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

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호작용 가운데 개인적 표상과

제도적 표상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교수 학습 방법론으

로 ACODESA가 제기되었다(Hitt, 2007). ACODESA

는 ‘collaborative learning, scientific debate, self

reflection’의 약어로 개인 수행(individual work), 소그

룹 수행(teamwork), 전체 논쟁(debate), 자기 반성(self

reflection),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process)의 다섯

단계를 따른다. 하지만 개인적 표상을 활성화하고 상

호작용을 통한 공유된 표상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교수․학습 방법으로써 ACODESA를 적용한 연

구는 거의 이루어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영재 학생들

이 ACODESA 방법에 따라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과

정에서 나타나는 표상 사용의 유형과 소그룹 탐구 활

동 과정에서 사용되는 도구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올

바른 표상 지도를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개인적 표상과 제도적 표상

수학적 개념, 과정 또는 대상은 다양한 표상으로 나

타날 수 있어 수학적 아이디어는 표상을 통해 이해하

기가 쉬워진다. 이는 수학적 개념은 그 대상을 나타내

는 다양한 표상들의 합집합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Duval, 1993). 그렇다면 수학적 개념을 구성하기 위해

고려해야 되는 표상에는 무엇이 있을까?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 표상과 개인적 표상에 초점

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제도적 표상(institutional

representation)이란 교수․학습 과정에서 개인적 개념

의 구성에 관한 것으로 교과서, 컴퓨터의 모니터, TV

화면과 같은 교수 시스템을 통해 교사가 학습자에게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식화된 표상이다. 반면 개

인적 표상(non-institutional representation)은 학습자

가 비정형적인 수학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이해하는 동안 나타나는 인지적 구조로(Hitt, 2003), 이

것은 행위가 일어나기 전 이해를 위한 교량 역할과 행

위를 통제하고 조직하는 역할을 한다. 개인적 표상은

외적 표현이 제도적 표상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학습자가 수학적 과제를 더 잘 이해하고 앞으로 진행

될 일련의 행위를 계획하는데 구조화된 방식을 제공한

다.

최근 수학적 개념의 구성을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

관점에서 개인적 표상에 초점을 두어 이루어지는 연구

가 많아지고 있다(González-Martin, Hitt, & Morasse,

2008; Hitt & Morasse, 2009). 다시 말해 이미 구조화

된 제도적 표상으로부터 수학 구조를 인식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대신 교사와 학생 또는 학생과 학생의 상호

작용을 통해 자신이 구성한 표상을 수정, 타협함으로

써 서로의 수학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고 받는지 살펴

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동향은 지금까

지 제도적 표상인 기호 체계를 고전적이고 제도적인

표상 레지스터로 제한하려는 고집(Duval, 1993; Slavit,

1997)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표상과 문화적 맥락을 고

려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2. 표상 사용 유형

표상은 수학교실에서 다양한 역할을 한다.

Despina(2011)는 학생 개인의 인지적 측면과 사회적

활동 측면에서 표상의 역할과 표상 사용 유형을 연구

하였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표상은 정보 이해

도구, 기록하는 도구, 탐구를 촉진하는 도구, 그리고 모

니터링과 평가의 도구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먼

저 표상은 주어진 문제의 서로 다른 부분을 종합하고

이들 사이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정보 이해 도구

역할을 하였다. 둘째, 학생들은 문제해결 과정에서 모

든 정보를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를 종합하여 기

록하기 위해 표상을 기록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다. 셋

째, 학생들은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로부터 의미를 찾

고 개념을 조작하기 위해 표상을 탐구를 촉진하는 도

구로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문제해결 과정에서 자신

의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최종 정답을 선택하거나 과정

을 검토하기 위해 표상은 문제 해결을 위한 모니터링

과 평가의 도구 역할을 하였다.

위 네 가지 표상의 역할 중 탐구를 촉진하는 도구

로써 표상은 처음 학생들이 사용한 표상에 대하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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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추가(adding)하거나 삭제(removing)하고, 세부 내

용을 정교화(elaborating)하거나 제한(reducing)하는 형

태가 사용되면서 학생들은 문제에 대한 통찰을 얻었다.

구체적으로 표상 사용 유형을 살펴보면 추가형은 개념

을 이루는 각 하위 집합의 다양한 표상을 추가하여 상

위집합을 제시하거나 설명하는 방식이며 이에 반해 삭

제형은 주어진 표상을 제거하여 단순하게 제시하는 방

식이다. 정교화는 문제해결 과정에서 문제를 이해하거

나 기록하기 위해 사용한 표상의 세부 내용을 구체적

으로 제시하거나 정교하게 설명하는 방식이며, 제한형

은 문제해결 과정에서 문제를 이해하거나 기록하기 위

해 사용한 표상의 세부 내용을 줄여서 간략하게 제시

하는 방식이다.

본 논문에서는 학생들이 CAS 계산기를 이용하여

탐구를 하는 동안 표상이 나타날 것이라 예상되어 추

가형, 삭제형, 정교화, 제한형의 네 가지 표상 사용 유

형을 분석도구로 이용하였다.

3. ACODESA(Collaborative Learning,

Scientific Debate and Self Reflection)

문화적 기호 시스템 내에서 개인적 표상의 활성화

를 위한 교수․학습 방법론으로 ACODESA가 도입되

었다(Hitt, 2007). Hitt에 따르면 ACODESA는

‘Collaborative Learning, Scientific Debate,

Self-Reflection’을 줄인 말로 협동 학습, 체계적인 논

쟁, 그리고 자기 반성을 기반으로 한다. ACODESA는

사회적 상호작용 환경에서 학습을 증진시키는 교수․

학습 방법론으로 다음 절차를 따른다.

1) 개인 수행: 과제를 이해하기 위해 도표나 그림과

같은 외적 표상을 표현한다.

2) 소그룹 수행: 구체물을 이용하여 소그룹별 토론

과 확인의 과정을 거쳐 다양한 표상이 도출되도

록 한다.

3) 전체 논쟁: 학생들의 다양한 표상의 결과에 대하

여 논쟁과 확인의 과정을 거쳐 표현을 개선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토론을 한다.

4) 자기 반성: 동일한 활동을 과제로 제시하여 개인

적 작업 과정을 통해 재구성과 자기 반성의 시간

을 제공한다.

5) 제도화: 제도화의 과정으로 교사는 학생들의 결

과를 수학 교과서의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제도적 표상을 소개한다.

ACODESA는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 개인적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활동이론과 맥을 같이 한다.

활동이론은 사람들의 상호작용은 사회 속에서 문화적

으로 매개되어 있으며, 개인 행위는 집합적 맥락 속에

서 이해되어진다고 보았다(Engeström, 2001). 따라서

활동이론의 활동체계는 비맥락화된 개인적 행위와 맥

락화된 집합적 활동으로 나누어진다. ACODESA의 각

단계를 Engeström의 활동체계로 도식화하면 [그림 1]

과 같이 표현된다.

[그림 1] ACODESA와 활동이론의 관계(Hitt, 2007)

[Fig. 1] Relationship between the ACODESA and the

Activity theory(Hitt, 2007)

이것은 활동체계에서 활동 요소 즉, 주체, 매개 도

구, 목적, 규칙, 공동체, 분업 사이의 관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특히 활동체계의 구성 요소

인 분업은 ACODESA의 각 단계와 관련이 있다. 그리

고 결과(outcome)는 학습자의 지식 습득 혹은 기술향

상과 같은 활동의 결과물로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을 통한 의미화 과정에서 문화적 기호 시스템을 얻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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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환경

본 연구는 ACODESA 방법을 적용한 문제해결 과

정에서 나타나는 표상 사용의 유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소재 D대학교 영재원 6학년에서 이루어진

‘CAS를 활용한 정비례와 반비례’수업을 선정하였다.

한 학급에 20명(남학생 17명, 여학생 3명)의 학생이 있

었으며 학생들은 영재 시험에서 선발된 집단이었다.

영재원 학생들은 모두 CAS 계산기를 다루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계산기는 개인별로 나누어 주어 본시와

관련된 키 조작을 통해 계산기에 대해 최대한 친숙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책상은 ACODESA 방법으로 수

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네 명씩 소집단 형태로 배치하

였다.

2.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두 명의 교사와 20명의 영재원 학생

이다. 먼저 교사를 살펴보면, J교사는 본 연구를 위한

보조 교사 역할을 하였으며 30대 초반의 여자로 교육

경력 8년인 중등교사이다.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을 졸

업하였으며 CAS 계산기를 대학교 학부 과정에서부터

다루었기 때문에 계산기 사용이 능숙하였다. K교사는

본 연구의 연구자로 나이는 41세의 여자로 교육경력은

17년이다. 박사과정을 졸업하였으며, 계산기와 영재 교

육에 관심이 많은 초등교사이다.

학생들은 대구 소재의 초등학생 6학년으로 모두

CAS 계산기를 처음 접하였으며, 이전에 계산기를 활

용한 수업을 받은 적이 없었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시점의 초등학교 수업 진도에 정비례와 반비레 단원이

있었으며, 영재원의 학생들은 이를 학습한 상태였다.

3. 수업 설계 및 내용

본 연구는 ACODESA 방법의 절차에 따라 CAS 계

산기를 이용한 정비례와 반비례의 탐구 활동을 할 때

표상이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 분석하는 것이 목

적이다. 160분동안 이루어진 ‘CAS를 활용한 정비례와

반비례’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CAS를 활용한 정비례와 반비례

[Tablel 1] Inverse proportion and direct proportion using

a CAS

비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표나 그림과 같은 외

적 표상으로 표현되는 문제를 <부록 1>과 같이 제시

하였다. 영재원 학생들은 CAS 계산기를 활용한 정비

례와 반비례를 탐구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문제해결을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적인 표상을 살펴보았

다. 영재원 학생들은 간단히 본 활동과 관련있는 CAS

계산기 키를 익힌 후 소그룹으로 계산기를 이용하여

정비례와 반비례에 대하여 소그룹별로 토론하고 표,

그래프, 함수식 등 다양한 표상을 탐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CAS 계산기에 나타난 다양한 표상의 결과에

대하여 논쟁과 확인의 과정을 거쳐 표현을 개선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전체 토론이 이루어졌다.

ACODESA 방법의 절차에서 자기 반성은 동일한 활동

을 가정용 과제로 제시하여 해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영재 교육원의 교육과정과 과제를 본

연구자에게 제출할 수 없는 제약에 의해 개인 수행에

서 제시한 문제를 프로그램 운영의 후반에 다시 제시

하여 소그룹 수행과 전체 논쟁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 반성과 제도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ACODESA 방법을 적용한 문제해결시 나타

나는 표상의 유형을 분류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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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2015년 9월 17일 이

루어진 수업을 비디오 카메라 2대로 160분간 녹화하

였다. 비디오 카메라 한 대는 교실 뒤에 고정시켜 160

분간 교사와 학생 전체가 나오도록 하였고, 또 다른

한 대의 비디오 카메라는 의사소통이 활발한 소집단을

한군데 선정하여 소집단 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녹화하였다. 표상의 사용에 초점을 맞추어 비디오 자

료를 시청하면서 이 비디오 자료에 대한 녹취록을 작

성하였고 O.C.(observer’s comment)에 수업 후의 느낌

연구에 대한 의문, 표상의 특징 등을 추가하여 현장조

사록을 작성하였다. 학생들이 작성한 탐구 활동 자료

와 학생들의 계산기 화면은 학생들의 표상을 이해하기

위한 보조 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수업 녹취록에서 표

상에 관한 에피소드를 자료 분석의 단위로 선별하였다.

이 자료 분석의 단위에서 ACODESA를 적용한 문제해

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표상을 Despina(2011)의 표상

사용 유형에 따라 분류하였다. 분류 결과 [표 2]와 같

이 추가형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정교화와 제한형 순으로 나타났고, 삭제형은 본 연구

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표 2] 영재원 학생의 표상 사용 유형

[Tablel 1] Type of using representation

추가형 정교화 제한형 삭제형

7회 4회 3회 ․

그 후 ACODESA를 적용한 문제해결 과정에서 표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도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

석하였다.

Ⅳ. 연구 결과

이 연구는 ACODESA 방법을 적용한 문제해결 과

정에서 나타나는 표상 사용의 유형과 도구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 결과를 표상 사용 빈도가

잦았던 유형부터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추가형

추가형은 개념을 이루는 각 하위 집합의 다양한 표

상을 추가하여 상위집합을 제시하거나 설명하는 방식

이다. 구체적으로 에피소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학생들은 시력 검사를 할 때 고리의 간격이 1.5mm

인 란돌트 고리의 열린 방향을 판별할 수 있는 최대

거리를 xm, 시력을 y라고 했을 때 두 변수 사이의 관

계를 찾고 있다.

1 학생 1: 너 이거 어떻게 했어?

2 학생 2: y=


x라고 썼는데...

3 학생 1: 5y=x하고 같지?

4 학생 3: 응. 근데, 이거 풀이 과정을 뭐라고 써야

돼?

5 학생 2: 야, 이거 정비례니까 표로 나타내면 되

잖아.

6 학생 1: 어떻게?

7 학생 2: 거리하고 시력을 이렇게[거리는 표의 위,

시력은 표의 아래] 두면 안 되냐?

8 학생 3: 말만 하지 말고 해 봐.

9 학생 2: 여기 이렇게 적혀 있잖아. 거리가 5면

시력이 1.0이니까 표에 그렇게 쓰자.

10 학생 1: 오케이.

11 학생 4: 야, 근데, 이거 5:1=10:2=2.5:0.5라고 써도

되지 않냐?

12 학생 3: 뭔 소리!

13 학생 1: 정리하자. 정리! 이거 그래프로도 나타낼

까?

14 학생 4: 자리 없다. 그냥 그래프는 하지 말자.

위 발췌문을 보면 영재원 학생들은 개인 수행 단계

에서는 풀이 과정 없이 제도적 표상인 y=


x나 5y=x

라는 식으로 나타냈다(2행, 3행). 또 [그림 2]와 같이

문제해결의 첫 번째 단계인 단어나 문장으로 문제를

다시 진술하는 언어적 표상(Zou, 2000)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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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과정> 거리가 

, 2배 될 때 시력도 


, 2

배가 되기 때문에 정비례 관계이다.

[그림 2] 개인 수행 단계에서 나타난 언어적 표상

[Fig. 2] Verbal representation appeared in individual

work

소그룹 수행 단계에서 학생들은 거리와 시력 사이

의 관계는 정비례니까 이것을 표로 나타내어 보거나(5

행, 7행, 9행) 그래프로 나타내자는 제안을 하였고(13

행), 그래프로 표현하자는 의견은 소그룹 내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14행). 그러나 자기 반성 단계에서 동

일한 과제를 제시하였을 때 학생 1은 [그림 3]과 같이

그래프를 추가하여 표, 식, 그래프를 동시에 사용한 문

제해결 과정을 나타내었다.

[그림 3] 표, 식, 그래프를 동시에 사용한 문제해결

[Fig. 3] Problem solving using table, equation, graph at

the same time

또 학생 4는 [그림 4]와 같이 문장의 문제를 a：b =

c：d와 같이 비의 값이 같은 두 비를 등식으로 나타낸

비례식으로 나타내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를 추가

하였다(11행).

[그림 4] 비례식을 사용한 문제해결

[Fig. 4] Problem solving using a proportional expression

이러한 표상의 변화는 ACODESA 방법의 절차에서

영재원 학생들이 CAS 계산기를 활용한 정비례와 반비

례를 소그룹별로 탐구하는 동안 [그림 5]와 같이 계산

기가 그래프, 표, 식 등의 다양한 표상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다양한 표상을 관찰하고 탐구하는

경험은 영재 학생들에게 하나의 표상을 다른 표상으로

번역할 수 있는 창을 제공해주었다(Hillel, 1993).

[그림 5] CAS 계산기가 제공하는 그래프, 표, 식 표상

[Fig. 5] Graphs, table, equation provided by the CAS

따라서 이 유형에서 CAS 계산기는 그래프, 표, 식

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환경을 영재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어 정비례라는 수학적 개념을 다양한 표상의 창으로

제공하여 학생들이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불변의 성질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을 하였다. 이러한 도구의 역할로 인해 ACODESA 방

법을 적용한 문제해결 과정에서 개인 수행에서 소집단

별 탐구를 거치는 동안 표상 사용 유형이 추가형으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2. 정교화

정교화는 문제해결 과정에서 문제를 이해하거나 기

록하기 위해 사용한 표상의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정교하게 설명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

는 두 가지 유형의 정교화가 나타났다. 먼저 변수에

대한 정교화로 구체적으로 에피소드를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학생들은 반지름과 높이가 각각 다른 원기둥에 물

을 채울 경우 나타나는 그래프를 예상하면서 시간과

높이에 관한 관계를 찾고 있다.

1 학생 3: 야, 이건 필요없잖아.

2 학생 2: 어디?

3 학생 3: 이 쪽[3사분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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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 2: 왜? 정비례 맞잖아.

5 학생 3: 높이하고 시간인데 음수가 될 수 없지.

6 학생 4: 높이는 음수가 안 되지.

7 학생 3: 이 쪽 부분 지우자.

8 학생 2: 그럼 여기[원점]에서 출발하면 되지?

9 학생 3: 맞아. 빨리 고치자.

위 발췌문에서 보면 영재 학생들은 개인 수행 단계

시 [그림 6-(a)]와 같이 변수인 물의 높이와 시간의 특

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1사분면과 3사분면을 모두 지

나는 그래프를 그렸다. 그러나 자기 반성 단계에서 다

시 동일한 문제를 제시하였을 때 학생들은 [그림

6-(b)]와 같이 두 변수를 먼저 고려하게 되었고(3, 5

행), 이를 반영한 정비례 그래프를 그리면서 변수가 정

교화된 표상으로 표현되었다(7, 8, 9행).

(a) 개인 수행 단계의 표상

(b) 자기 반성 단계의 표상

[그림 6] 시간에 따른 물의 높이 변화를 나타난 그래프

[Fig. 6] Graph shown a water level change with time

게다가 개인 수행 단계에서 나타난 표상에 비해 개

인 반성 단계에서 나타난 표상은 가로축과 세로축에

눈금을 추가하여 어림한 원기둥의 높이와 지름의 길이

를 바탕으로 각각 y=3×x, y=


×x, 그리고 y=x인 그래

프로 구체화하여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정교화의 다른 유형은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그래프 해석에 대한 구체화이다.

학생들은 반지름과 높이가 각각 다른 원기둥에 물

을 채울 경우 나타나는 그래프를 예상하면서 시간과

높이에 관한 관계를 찾고 있다.

1 학생 1: 직선으로 계속 쭉～ 그리면 이상하지 않

아?

2 학생 2: 이거 정비례 맞잖아.

3 학생 1: 만약에 통에 물이 꽉차면 어떻게 되는

데?

4 학생 2: 넘치지.

5 학생 3: 높이만큼 차고 나머지는 넘치지.

6 학생 1: 그니까. 높이만큼만 계속 되지.

7 학생 3: 아... 그럼 계속 정비례 아니네.

8 학생 1: 응. 멈추는거니까 아까차럼 일직선을 해

야 해.

위 발췌문에서 보면 영재 학생들은 개인 수행 단계

시 [그림 7-(a)]와 같이 계속 증가하는 정비례 그래프

로 개인적 표상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CBR을 이용한

함수를 탐구하고 난 후 전체 논쟁을 거치면서 다시 동

일한 문제를 제시하였을 때 학생들은 [그림 7-(b)]와

같이 정지된 상태의 상황을 추가하여 문제를 해결하였

다(7, 8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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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인 수행 단계의 표상

(b) 자기 반성 단계의 표상

[그림 7] 시간에 따른 물의 높이 변화를 나타난 그래프

[Fig. 7] Graph shown a water level change with time

이러한 유형은 영재 학생들이 CAS 계산기를 활용

한 그래프 탐구 활동을 하는 동안 CAS 계산기가 학생

들이 그래프의 전체적인 경향(질적 접근) 뿐만 아니라

한 점의 근방에서 증가와 감소, 빠르기와 같은 그래프

의 변화(양적 접근)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동시에

제공해주어(강영란, 조정수, 2015) 문제를 해결하는 과

정에서 개인적 표상의 세부 내용을 변수나 그래프 해

석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정교화하도록 조장하

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3. 제한형

제한형은 문제해결 과정에서 문제를 이해하거나 기

록하기 위해 사용한 표상의 세부 내용을 줄여서 간략

하게 제시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에피소드를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학생들은 시력 검사를 할 때 고리의 간격이 1.5mm

인 란돌트 고리의 열린 방향을 판별할 수 있는 최대

거리를 xm, 시력을 y라고 했을 때 두 변수 사이의 관

계를 찾고 있다.

1 학생 1: 식으로 하면 y=


x

2 학생 2: y=


곱하기 x

3 학생 3: 근데 시력이 마이너스도 있잖아. 마이너

스가 되면 거리도 마이너스네.

4 학생 1: 거리는 마이너스 없잖아.

5 학생 2: 잠깐만, 친구 중에 내 시력이 –0.2라고

이야기하던데... 만약에 시력이 –0.2라고 하면

거리가... 잠시만 –1m이네.

6 학생 3: 이상해.

7 학생 4: 검색해볼까? [잠시 후] 선생님 제 폰으

로 검색해도 되요?

8 교사 : [학생들 곁으로 다가와서] 어떤 거?

8 학생 4: 시력에서 마이너스가 있는지 알아보게

요.

..... (중략) .....

9 학생 4: 시력에 마이너스가 없대. 야, 우리가 잘

못 알고 있는거래. 이것 봐봐. 1.0이 정상이고,

그 밑으로는 0.9, ... 0.1이고, 더 나쁘면 0.09부터

내려 간다네.

10 학생 3: 그러면 0.1이라고 하면 50cm 앞에서 글

씨가 보인다는 말이다.

11 학생 1: 우리 거리 그러니까 y의 범위를 정해주

면 어때? 안 그러면 딴 조도 우리처럼 시력이

마이너스 있다고 생각할 걸. y는 0 초과...

12 학생 3: 그거 좋은 생각이다. 시력 젤 좋은 게

1.5니까 그까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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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발췌문에서 보면 제한형은 정교화의 에피소드처

럼 음수 상황에서 나타났다. 본 연구자는 변수의 범위

를 제한하되, 그래프 상에서 그 범위를 정교하게 표현

한 것을 정교화 유형으로 보았으며 변수 자체의 범위

만 한정시키는 것을 제한형으로 구분하였다. 이 유형

에서 영재 학생들은 추가형과 유사하게 개인 수행 단

계에서 풀이 과정 없이 제도적 표상인 y=


×x라는 식

을 찾았다. 하지만 소그룹 수행을 거치고 개인 반성

단계에서 다시 동일한 문제를 제시하였을 때 학생들은

이 식의 변수인 x와 y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학생 3

이 시력, 즉 x가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 거리인 y가 마

이너스가 된다는 것에 주목하였고(3행), 거리는 마이너

스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소그룹 친구들은 문제해

결 과정에서 의문을 제시하였다(4행, 5행). 인터넷으로

‘시력’, ‘마이너스’라는 검색어를 이용하여 검색한 결과

시력은 마이너스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9행),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재 학생들은 y의 범위를 제한하

여 간략하게 제시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11행, 12행).

Andrew(2003)에 따르면 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상을 사용하는데 동일한 표상이라 할지라도 학

생마다 표상의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한다. 이것

은 학생들이 원하는 지식을 표상과 연결하기 위해 대

상들이 가진 성질들의 관계를 알아내고 선택하여 표상

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단을 표상 평가

(evaluating representation)라 하며, 이 표상 평가는 새

로운 표상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본 연구

에서 영재 학생들은 소그룹 수행을 거치는 동안 식 y=




×x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하였고, 소그룹 내에서 이

표상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변수의 범위를 제한하는 표

상의 유형이 되었다. 즉, 본 연구에서는 ‘기호가 사용

되는 상황에 맞는’ 표상으로 변수가 제한되어 나타났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은 영재 학생들이 CAS 계산기에서 그

래프를 탐구하는 동안 [그림 8]과 같이 동일한 그래프

에 대하여 윈도우 설정을 달리하면서 자신의 목적에

맞는 그래프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

으로 본다.

(a) 윈도우 설정 전 (b) 윈도우 설정(Zoom in) 후

[그림 8] 윈도우 설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그래프

모양

[Fig. 8] Windows settings that appear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shape of the graph

다양한 반비례 그래프를 그린 후 계산기에 나타난

그래프에 대해 윈도우 설정을 한다.

1 학생 2: 그래프가 너무 작아. 


, 


, 


을 구

별할 수가 없다. 특징이 뭐지?

2 학생 3: 크게 해서 함 보자.

3 학생 2: 어떻게?

4 학생 3: 이거[Zoom in] 눌러 볼까?

5 학생 1: 커지네. 더 눌러라. 이 쪽[제 1사분면]만

크게 해서 함 보자.

위 발췌문에서 보면 [그림 9-(a)]처럼 계산기 화면

에 그래프가 주어지자 학생들은 


, 


, 


의 특징

을 관찰할 수 없었다(1행). 이 때 계산기 키 익히기에

서 배웠던 윈도우 설정(4행)에 따라 [그림 9-(b)]와 같

이 관찰하려는 목적에 맞는 환경으로 제한하여(5행)

학생들은 반비례 그래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CAS

계산기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한 표상의 잠재성과

표상의 구성 요소가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표상

평가를 촉진하는 역할이 있다고 하겠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수학 영재 학생을 대상

으로 ACODESA 방법을 적용한 문제해결 과정에서 학

생들의 표상 사용 유형을 분석해보았다. Despina의 표

상 사용 유형에 따라 표상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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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정교화, 그리고 제한형은

낮은 비율로 나타났고, 삭제형은 학생들에게 제공한

과제의 성격상 나타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공학도

구인 CAS 계산기는 영재 학생들에게 그래프, 표, 식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환경을 제공해주어 정비례라는 수

학적 개념을 다양한 표상의 창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며 변수나 그래프 해석에 관심을 두도록 조

장하는 역할을 하였다.

연구 결과로부터 얻은 결론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

다.

첫째, 교사는 문제해결 과정에서 개인적 표상이 나

타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개인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나타난 개인적 표상(예: 비

례식을 이용한 문제 해결, 대응 관계를 표로 나타낸

것, 경험에 의해 알고 있는 시력에 관한 정보 등)은 복

잡한 문제를 그래프, 표, 언어적 재진술 등으로 문제해

결의 결정적인 특징을 포착해주면서 학생 개개인의 수

학적 아이디어가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어 제도적 표상

(예: 정비례 관계식)에까지 이끄는 매개체로 작용하였

다. 또 개인적인 표상은 소그룹 내 논쟁과 확인의 과

정을 거쳐 표현이 개선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

도록 돕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교사는 개인적 표상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적 표상이 의사소통 과정

속에서 제도적 표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수업을 설

계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생은 집단 담화를 통해 표상을 만드는 과정

을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ACODESA

방법의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개인적 표

상이 소그룹 토론을 통해 다양한 표상으로 추가되고

구체적으로 정교화되며 변수를 제한하는 표상으로 바

뀌었다. 이것은 소그룹 내에서 영재 학생들이 수학적

아이디어에 대한 의사소통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수학적 기호가 필요하며, 문제해결의 과정에서

결론을 공유하기 위해 더 정교하고 제한된 표상이 요

구되었기 때문이다. Verschaffe, Corte, Jong, &

Elen(2010)에 따르면 표상을 만드는 과정과 이해하는

과정은 학생들이 의사소통하는 과정과 일맥상통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교사는 의사소통이 촉진되는 공유된

상호 작용 공간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표상을 만들고

이해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ACODESA 방법은 사회적 상호작용 환경에서

학습을 증진시키는 수업 설계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

ACODESA 방법의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자기 반성 단계에서 나타난 표상은 개인 수행 단계에

서 사용한 표상과는 질적인 변화를 보였다. 이는 소그

룹이라는 사회적 상호작용 환경을 통해 개인적 표상이

공유되었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개인적 작업 과

정을 통해 표상의 재구성과 자기 반성을 통해 내면화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상의 개인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기 위하여 ACODESA 방

법으로 수업 설계를 조직할 필요가 있으며, 이 때 교

사는 활동체계의 각 활동요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넷째, ACODESA의 절차에서 공학도구가 매개된 탐

구 활동은 표상 생성과 사용에 있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CAS 계산기는 학생들이

그래프, 표, 식을 관찰하고 동일한 그래프에 대하여 윈

도우 설정을 달리하면서 자신의 목적에 맞는 그래프를

탐구할 수 있으며 개인적 표상의 세부 내용을 변수나

그래프 해석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정교화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이를 통해 영재 학생들은 하나

의 표상을 다른 표상으로 번역할 수 있었으며 표상을

평가함으로 표상의 적절성을 판단하면서 정교화하거나

변수를 제한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함수나 기하와 같이

다양한 표상의 표현이 요구되는 내용 영역에서는 공학

도구를 이용하여 풍부한 표상의 생성과 사용의 경험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수학 영재 학생을

대상으로 ACODESA 방법을 적용한 문제해결 과정에

서 학생들의 표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영재원의 교육과정과 과제를 부여할

수 없는 물리적 한계에 의하여 ACODESA 방법의 절

차를 그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ACODESA의 절차에서 개인 반성의 단계는 동일한 활

동을 과제로 제시하여 가정에서 수행하게 되어 있었지

만 본 연구에서는 본 차시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억의 재생에 따른 표상의 변화를 통제할 수 없었다.

따라서 ACODESA의 절차에 따라 연구가 이루어졌을

때 새로운 표상의 유형이 관찰될 것이라 기대하며 이

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더불어 개

인 반성의 단계가 가정에서 이루어진 경우와 수업 중

에 이루어진 경우의 차이도 분석해봄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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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ODESA 방법을 수업에 적용함에 있어 시사점을 제

공해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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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1. 서로 다른 원기둥의 물통 3개와 이 3개의 물통에 매초

일정한 양의 물을 똑같이 넣을 때 시간과 물의 높이 사

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시오.

2. 시력 검사표에는 다음과 같은 C자 모양의 고리가 있습

니다. 이 고리는 프랑스의 안과 의사 랄돌트가 고안한

것입니다. 시력 검사를 할 때 고리의 간격이 1.5mm인

란돌트 고리의 열린 방향을 5m의 거리에서 판별할 수

있으면 시력이 1.0이고 10m의 거리에서 판별할 수 있

으면 시력이 2.0입니다. 즉, 란돌트 고리의 열린 방향을

판별할 수 있는 거리가 멀수록 시력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란돌트 고리의 열린 방향을 판별할 수 있는

최대 거리를 xcm, 시력을 y라 하면 ( )인 관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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