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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예비교사 교육을 담당

하는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는 교생 실습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교 예비교사들이 이

수하는 교생 실습 프로그램은 보통 8~12주에 이

른다. 대부분의 예비교사들은 교생 실습 과정에

서 적지 않은 차시의 수학 수업을 실시하고 있

다. 예비교사들의 수학 수업에 대한 연구는 교사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중요

하다. 그러나 예비교사들이 실시한 수학 수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한편 수학 수업은 다른 여타의 인간 활동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맥락 내에서 

이루어진다. 사회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행하

는 모든 활동에는 그 사회의 문화가 스며들어 

있으며, 인간의 모든 활동은 문화적 맥락에서 벗

어날 수 없다. 문화는 우리가 항상 명확하게 인

식되는 것은 아니지만 살기 위해 숨 쉬고 있는 

공기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학 수업

을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은, 수학 수

업의 복합성과 역동성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 활동을 사회문화적 관점

에서 탐색하는 주요 이론들 중의 하나로 평가받

는 활동 이론(Activity theory)의 관점에서(Cobb,

Perlwitz & Underwood, 1996; Nunez, 2009) 수학 

수업을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예비교사 교육 프

로그램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교생 실

습 기간 중에 이루어진 수학 수업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예비교사가 실시한 수학 수업을 활

동 이론의 관점에서 탐색함으로써 수학 수업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적 측면들을 이해하고,

수학 수업에서 나타난 독특한 현상을 복합적이

고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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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론의 관점에서 예비교사의 수학 수업 탐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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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활동 이론의 관점에서 초등학교 예비교사인 김교사가 실시한 수학 

수업을 탐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Engeström이 제안한 활동 이론(Activity theory)

과 활동체계(Activity system)의 주요 개념인 주체, 목표, 도구, 공동체, 분업, 규칙의 측면

에서 수학 수업과 수학 수업에서 나타난 현상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로서, 활동

체계로서의 김교사의 수학 수업에서 목표와 도구의 동요, 목표-규칙-결과-학생 주체 사

이에서 발생하는 ‘다층-목소리’와 갈등, 분업-공동체-규칙 사이에 내재하는 불협화음 등

의 현상이 발생함을 논의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김교사의 수업에서 수학과 교육과

정의 강조점인 조작 교구를 활용한 수학 원리의 이해가 활동체계의 규칙으로 작용함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규칙이 수학 수업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노력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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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의 배경

1. 이론적 틀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은 활동 이론(Activity theory)

이다. Engeström(2001)에 따르면, 활동 이론은 

1920년대와 1930년대 초반부터 Vygotsky (1978)

에 의해 시작되어 3세대에 걸쳐 여러 연구자들

에 의해 발달되었다. Vygotsky(1978)를 중심으로 

하는 제1세대 연구자들은 문화적 산물인 인공물

(artifact)이 인간의 행위(actions)를 중재한다는

(mediating) 아이디어를 창안하였다. 이러한 Vygotsky

의 아이디어는 ‘행위에 대한 문화적 중재(cultural

mediation of actions)’로 언급되며, 주체(subject),

목표(object), 중재 인공물(mediating artifact)의 세 

요소로 구체화되었다([그림 II-1] 참고).

[그림 II-1] Vygotsky의 모형: 중재된 

행위(Vygotsky, 1978, p. 40)

Engeström(2001)에 따르면, 인간 행위에 문화적 

인공물을 추가한 것은, 사회적 구조와 개인을 분

리하여 분석하는 기존의 관점을 극복했다는 점

에서 혁명적이었다. 개인은 더 이상 문화적 인공

물 없이 이해될 수 없으며, 사회는 인공물을 사

용하고 만들어내는 개인이라는 기관(agency) 없

이 이해될 수 없다. 이것은 목표가 문화적 총제

이며, 행위의 목표-지향성이 인간의 마음을 이해

하는 핵심적인 열쇠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1세대 연구는 여전히 개인을 분석 

단위로만 집중한 것에 그 한계가 있었다

(Engeström, 2001). 이러한 한계는 Leont'ev(1981)

를 중심으로 한 제2세대 연구자들에 의해 극복

되었다. Leont'ev는 개인적 행위(individual action)

와 집단적 활동(collective activity)의 본질적인 차

이점을 설명하였으며, 활동(activity)의 수준을 고

려하였다. Leont'ev(1978)에 따르면, 활동(activity)

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

는 과정이며, 활동은 하위 수준의 목표를 지향하

는 개인의 행위들(actions)로 이루어진다. Leont'ev

는 활동이란 특별한 양식의 사회적 존재이며 사

회적 실재(reality)의 중요한 변화를 포함한다고 

개념화하였다. 활동은 사회의 필요성으로부터 발

생하며, 이는 관련된 목표를 지향하는 동기를 추

동한다는 것이다. 동기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개

인의 행위들이 요구되며, 동기는 각각의 개인 행

위와 관련된 조작을 결정하는 조건과 조화를 이

루면서 달성된다는 것이다.

제3세대의 대표적 연구자인 Engeström(1987)은 

Vygotsky와 Leont'ev가 제안한 여러 개념을 결합

하여 집단적인 활동체계(activity system) 모형을 

제안하였다([그림 II-2] 참고). Engeström이 제안

한 활동체계는 주체(subject), 목표(object), 도구

(tools and signs), 분업(division of labor), 공동체

(community), 규칙(rule)의 여섯 가지 개념 요소로 

구성된다. 주체는 공동의 목표에 관련된 개인이

나 일부 집단을 의미하며, 그 입장이나 관점이 

분석의 초점이 된다. 목표는 활동이 지향하는 문

제 공간(problem space)을 의미하며, 도구의 도움

을 받아서 결과(outcome)로 전환된다. 도구는 중

재하는 매개물이나 기호를 의미한다. 공동체는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는 개인이나 집단으로 구

성된다. 분업은 과제의 수평적 분담 및 권력과 

지위의 수직적 분담을 의미한다. 규칙은 활동체

계에서의 행위를 구속하는 법령, 규범, 관습, 기

준을 의미하며, 명시적 규칙과 암묵적 규칙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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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다.

[그림 II-2] 활동체계 모형(Engeström, 2001, p. 135)

[그림 II-2]에서 목표를 둘러싸고 있는 원은,

활동의 목표에 내재되어 있는 모호성과 목표 자

체의 핵심적인 역할을 동시에 나타낸다. 목표는 

해석되어 개인적 의미로 형성될 수도 있고 사회

적으로 변형될 수도 있다. 또한 목표는 역사적으

로 진화된 활동체계의 일반화된 목표와, 어떤 특

별한 순간에 주어진 행위와 특별한 주체에게 나

타나는 특별한 목표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화된 

목표는 사회적 의미와 연결되며, 특별한 목표는 

개인적 의미와 연결된다.

한편, Mwanza & Engeström(2003)은 활동체계

를 파악하고 어떤 현상이나 실행을 구성원들의 

‘활동’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표 II-1>과 같은 8

가지의 질문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초등학교 예비교사의 수학 수

업을 하나의 활동체계로 파악하고, 수학 수업에

서 나타난 독특한 현상을 활동체계의 구성 요소

인 주체, 목표, 도구, 분업, 공동체, 규칙 등과 관

련지어 이해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고찰 

초등 예비교사의 수학 수업과 관련하여 국내

에서 진행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수학 수업에 대

한 초등 예비교사들의 신념, 인식, 분석 관점 등

을 조사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들

을 살펴보면, 방정숙(2011)은 예비교사가 초등학

교 수학 수업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리고 자신

들의 분석 초점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두 개의 비디오 사례를 중심으

로 예비교사가 수학 수업을 분석할 때 주로 평

가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예비교사들은 수업 전략 영역에 해당하는 평가 

요소, 특히 학습 내용과 학생들의 특성에 적합한 

수업 전략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수학 교구 및 학습 자료의 

효율적 활용이나 교사의 적절한 피드백 제공에 

대해서도 비중있게 평가하였다. 예비교사들의 초

등 수학 수업 분석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수

활동체계의 구성 요소 질문 내용

활동 (activity) 나 또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활동은 무엇인가?

주체 (subjects) 누가 활동을 진행하는 데에 참여하는가?

목표 (object) 활동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도구 (tools) 주체들이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나 도구는 무엇인가?

규칙 (rules) 활동의 수행을 구속하는 문화적 규범, 법령, 관습 등은 무엇인가?

분업 (division of labor) 역할 분담은 어떻게 조직되며, 누가 언제 활동을 하는가?

공동체 (community) 활동이 진행되는 환경은 무엇인가?

결과물 (outcome) 활동의 결과로 나온 산출물은 무엇인가?

<표 II-1> 활동체계 요소 인식을 위한 질문(Mwanza & Engeström,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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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목표 도달과 학생들의 반응 및 흥미를 중심

으로 분석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나귀수(2008)는 교육대학교에서 수학교육을 심

화 전공하고 있는 3학년 예비교사들과 4학년 예

비교사들이 한 초등학교 교사의 수학 수업을 관

찰하면서 작성한 수업 논평문을 분석하는 방식

으로 예비교사들의 수업 관점을 조사하였다. 연

구 결과, 예비교사들의 논평문에서 나타난 주요 

주제는, 학습 문제 제시 및 이해, 개념 이해, 오

개념 제시 및 활용, 수학적 사고 과정 및 수학적 

원리 중시, 교사 중심의 설명식 수업, 학생들의 

참여 수준, 학생들의 호기심과 동기 유발, 학생

들의 자신감 신장, 학생들의 인지 수준 고려, 학

생 사고의 자율성, 교사의 발문, 모든 학생들이 

접근 가능한 과제 제시, 의사소통 방식, 구체적 

조작 활동, 피드백, 시각적 자료 제시 등으로 나

타났다. 한편, 4학년 예비교사들은 Dienes, Polya,

Piaget, Skemp, Bruner, Ausbel 등이 주장하는 수

학교육 이론을 적용하여 수업을 논평한다는 점

에서 3학년 예비교사들과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4학년 예비교사들이 여러 수학교육 이론을 

적용하여 수업을 논평할 때, 일부 이론에 대해서

는 그 이론이 지향하는 본질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하여 수업에 적용하는 경향이 있음이 확인

되었다.

한편, 국내에서 초등 예비교사들이 실습 기간 

중에 실시한 수학 수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연구

는 권성룡(2015)의 연구를 제외하면 거의 존재하

지 않는 실정이다. 권성룡(2015)은 실습 과정에 

참여한 초등학교 예비교사 50명의 수업 지도안,

수업 동영상, 수업 전사 자료를 수집하여 수업에

서 활용된 수학적 과제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연

구 결과, 78%의 예비교사들은 수학 교과서에 제

시된 과제를 수정하여 수업을 실시한 것으로 나

타났다. 예비교사들에 의한 수학적 과제의 수정 

유형은 숫자 변경(15.6%), 상황 변경(78.1%), 소

재 변경(6.3%) 등으로 범주화되었다. 예비교사들

이 활용한 수학적 과제의 74%는 낮은 인지적 수

준을 요구하는 과제였으며, 26%만이 고차적인 

인지적 수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학 교과서에 제시된 과제의 인지적 수준은, 과

제 다음에 곧바로 제시되는 안내문으로 인해 더

욱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수학 교과서의 구

조가 변경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방법 및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초등학교 예비교사에 의해 실시된 

하나의 수학 수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 연구이

며, 사례 연구는 질적 연구의 여러 유형중의 하

나이다. Merriam(1998)은 사례 연구를 ‘하나의 실

례, 현상 또는 사회적 단위에 대한 집중적이고 

전체적인 기술과 분석’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초등학교 예비교사에 의해 실시된 하나

의 수학 수업을 사례로 하여 그 수업에서 나타

난 독특한 현상을 체계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탐색 대상이 된 수학 수업은 다

음과 같은 절차로 선정되었다. H-교육대학교 수

학교육과에서는 4학년 예비교사들이 교생 실습 

기간에 실시하는 하나의 수학 수업에 대해 계획,

실행, 성찰하는 전 과정을 기록한 <수학 수업 보

고서>와 수학 수업을 녹화한 동영상을 함께 제

출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H-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 4학년 예비교사들이 제출한 <수학 

수업 보고서>와 수학 수업 동영상 20여부를 살

펴보면서, 예비교사들이 실시한 수학 수업에 수

학교육적으로 논의할 만한 다양한 현상들이 내

포되어 있음을 파악하게 되었다. 특히 김교사는 

수학 수업에서 매우 의미있는 시도를 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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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김교사의 수업에서는 독특한 현상이 발

생하였다. 이런 이유로 인해 본 연구자는 김교사

의 수학 수업을 본 연구의 사례로 선정하였다.

2.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김교사의 수학 수업 동영상과 

<수학 수업 보고서>를 자료로 활용하였다. 수업 

동영상에는 김교사의 수학 수업 전체가 상세하

게 녹화되어 있다. <수학 수업 보고서>에는 김

교사가 작성한 교수학적 분석, 수학 교육과정 분

석, 교과서 분석, 학습자 실태 분석, 수업 지도

안, 수업 과정 보고, 수업 분석 및 수업 성찰, 재

작성된 수업 지도안 등과 함께 현직교사의 수업 

비평, 동료 예비교사의 수업 비평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용숙(1999)에 따르면 질적 연구에서 활용하

는 자료에는 문서 자료, 참여 관찰 자료, 서술적 

관찰 자료, 면담 자료, 서술적 설문조사 자료 등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술적 관찰 자료로서 

수업 동영상 자료를, 문서 자료로서 <수학 수업 

보고서>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업 동영

상 자료 및 <수학 수업 보고서>에 담긴 다양한 

내용을 활용하여 예비교사의 수학 수업을 탐색

함으로써, 질적 연구에서 강조하는 삼각검증법

(triangulation)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교사의 수학 수업 동영상과 

보고서를 ‘기술적 관찰(descriptive observation) →

집중 관찰(focused observation) → 정선 관찰 

(selective observation)’의 순서로(Spradley, 1980)

탐색하였다. 기술적 관찰 단계에서는 특별한 질

문 없이 김교사의 수학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가를 대략적이고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집중 

관찰 단계에서는 여러 수학교육학자들의 제안

(남승인 외, 2004; NCTM, 2000; Reys, et. al,

2007; Skemp, 1989)과 수학과 교육과정의 성취기

준과 교수․학습 방법상의 강조점(교육과학기술

부, 2009; 교육부, 2015) 등을 중심으로 김교사의 

수업을 살펴보았다.

정선 관찰 단계에서는 김교사의 수업에서 가

장 독특하게 드러나는 현상을 추출하였는데, 그

것은 ‘분수타일을 활용한 진분수 곱셈의 계산 

원리’의 지도와 학습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현상을 활동 이론(Activity theory)의 관점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탐색하고자 한다.

Ⅳ. 예비교사의 수학 수업 이해

1. 활동체계로서 수학 수업 

이 절에서는 김교사의 수학 수업이 하나의 활

동체계로서 파악될 수 있음을 논의하고자 한다.

Ⅱ장에 살펴본 Engeström(2001)가 제안한 활동체

계의 구성 개념인 주체(subject), 목표(object), 도

구(tools), 공동체(community), 규칙(rule), 분업

(division of labor) 등이 김교사의 수학 수업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김교사의 수학 수업에서 주체(subjects)는 수학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한 김교사와 그 수업에 참

여한 학생들이다. 김교사는 H-교육대학교 수학교

육과 4학년에 재학중인 예비교사이다. 김교사는 

H-교육대학교에서 수학교육 관련 강좌로서 「수

학교육Ⅰ」,「수학교육Ⅱ」, 「수와 연산」, 「규

칙성과 함수」, 「확률과 통계」,「수학교육철

학」, 「멀티미디어와 수학교육」 등을 이수한 

상태에서 수학 수업을 실시하였다. 또 다른 주체

인 학생들은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K-초등학교 5

학년 2반에 속해 있는 29명의 학생들이며, 이 학

생들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계층에 속해 있다.

김교사의 수학 수업에서 목표(object)는 ‘진분

수의 곱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계산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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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다. 김교사

는 <수학 수업 보고서>에서 학생들이 계산 원리

를 이해하고 계산을 수행하는 것을 수학과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고 있으며, 이것은 Skemp(1989)

가 말하는 관계적 이해 상태에 학생들이 도달하

도록 지도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언급하였다. 김

교사는 이러한 이유로 ‘진분수끼리의 곱셈의 계

산 원리를 이해하고 계산을 할 수 있다’를 수학 

수업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이 수업에서 

결과(outcome)는 학생들이 진분수끼리의 곱셈 계

산의 원리를 이해하고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김교사의 수학 수업에서 도구(tools)는 분수 타

일(정사각타일)이다. 김교사는 진분수 곱셈의 계

산 이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분수 타일

을 도구로 활용하였다. 김교사는 수업을 크게 

[활동 1]과 [활동 2]로 구성하였다. [활동 1]에서

는 학생들이 모둠별로 분수 타일을 활용하여 


×


이 ×
×

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 이해하고,

‘진분수 곱셈에서는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

자는 분자끼리 곱한다’는 계산 원리를 이끌어 

내도록 시도하였다. [활동 2]에서는 진분수의 곱

셈의 계산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김교사의 수학 수업에서 규칙(rule)은 수학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과 교수ㆍ학습상의 

강조점들이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수학과 교육과정은 교사들이 

수업에서 준수해야 할 하나의 규범으로 작용한

다. 김교사의 수학 수업은 2009 개정 수학과 교

육과정에 따른 것이다.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

정에서는 ‘분수의 곱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를 성취기준으로, ‘구체적 

조작 활동과 탐구 활동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개념, 원리, 법칙을 발견하고 이를 정당화하게 

한다’를 교수ㆍ학습 방법상의 유의점으로 제시

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김교사가 분수

타일을 도구로 활용하여 구체적 조작 활동을 통

해 계산 원리를 이해하도록 수업 목표를 설정한 

것은 수학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교수·학습 

방법상의 강조점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교사의 수학 수업을 둘러싼 공동체(community)

는 좁게는 실습학교인 K-초등학교, 지역교육청,

H-교육대학교 등으로 구성되며, 넓게는 김교사가 

활용한 수학 교과서의 개발자, 수학 교육과정 개

발자, 중앙 정부의 기구인 교육부를 포함한다.

김교사의 수학 수업과 관련하여 분업(division

of labor)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김교사는 수학 수업을 계획, 실천, 성찰하

며 수학 수업 전반에 대한 <수학 수업 보고서>

를 작성한다. 지도교사인 현직교사Q는 실습학교

에서 김교사의 수학 수업 전반을 지도하고, 김교

사의 수업에 대한 비평문을 작성하여 <수학 수

업 보고서>에 수록하도록 한다. 예비교사J는 동

료인 김교사의 수학 수업을 관찰하여 수업 비평

문을 작성하고, 김교사의 <수학 수업 보고서>에 

포함되도록 한다.1)

이상에서는 활동체계의 구성 개념인 주체, 목

표, 도구, 공동체, 규칙, 분업 등에 비추어 김교

사의 수학 수업을 살펴보았다. 김교사가 실시한 

수학 수업과 수학 수업을 둘러싼 환경은 하나의 

활동체계(Activity system)로 파악될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다

음의 <표 IV-1>과 같다.

1) H-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에서는 4학년 예비교사 각자가 실시한 수학 수업에 대해 지도교사의 수업 비평
문과 동료 예비교사 1명의 수업 비평문을 <수학 수업 보고서>에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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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학 수업 현상 탐색

이 절에서는 활동체계로서의 김교사의 수학 

수업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목표와 도구의 동요 현상

1) 학생 주체

활동체계로서의 수학 수업에서 나타난 가장 

독특한 현상은 활동체계의 주체인 학생들에게서 

목표와 도구가 동요(fluctuation)한다는 것이다. 앞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활동체계에서 목표는 

진분수 곱셈의 계산 원리 이해와 계산 수행이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는 분수타일

이다. 김교사는 학생들이 모둠별 활동을 통해 분

수타일을 조작하여 스스로 

×


이 ×

×
이 

됨을 찾고, 진분수 곱셈에서는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한다는 계산 원리를 

이해하도록 시도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분수타일을 목표 달성을 위

한 도구로 활용하지 못하였다. 학생들은 분수타

일을 이용해서 

×


의 계산 원리를 찾고 계산

을 하라는 김교사의 발문에 대해 당황스러워하

였다.

학생들은 모둠 활동에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


을 


으로 계산한 다음에, 


×


=


을 

분수타일로 표현하려고 시도하였다. 학생들에게

는 

×


=


을 분수타일로 표현하는 것이 새

로운 목표가 되었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은 여러 가지 시도를 하였다. 외우고 있는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


=


을 계산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분수타일 표현이 새로운 목표

가 된 것이다.

김교사가 진분수의 곱셈 알고리즘을 지도하기 

이전에 학생들은 알고리즘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학생들은 수업에 참여하기 이전에 사교육 기관

에서 선행학습을 통해 진분수 곱셈의 계산 알고

리즘을 배워서 외우고 있으며 그래서 진분수의 

곱셈 계산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김교사는 

진분수 곱셈의 계산 원리 이해라는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하여 분수타일을 도구로 활용할 것을 학

생들에게 안내하였다. 그러나 선행학습을 통해 

계산 알고리즘을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


이 


이 된다는 계산 결과를 분수타일로 

표현하는 것이 새로운 목표가 되었다. 활동체계

의 주체인 학생들에게 있어서 목표와 도구가 불

안정하게 동요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활동체계의 구성 요소 내용

주체 (subjects) 김교사, 학생들 

목표 (object) 진분수 곱셈의 계산 원리 이해, 진분수 곱셈의 계산 수행

도구 (tools) 분수타일 

규칙 (rules) 수학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교수ㆍ학습 방법 

분업 (division of labor) 지도교사, 동료 예비교사, 김교사 등의 역할 분담  

공동체 (community)
K-초등학교, 지역교육청, H-교육대학교, 수학 교과서 개발자, 수학 교육과정 

개발자, 중앙 정부 기관인 교육부

결과물 (outcome) 학생들이 진분수 곱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계산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표 IV-1> 활동체계로서의 수학 수업의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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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새로운 목표가 된 

×


=


의 분수타

일 표현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이 시도한 여러 

가지 방식 중의 하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생A는 

×


을 분수타일로 표현하고 답을 구

했다고 발표하였다([그림 IV-1] 참고).

  

     ×     


     =     



[그림 IV-1] 학생A의 분수타일 활용

[그림 IV-1]을 살펴보면, 학생A는 

에 해당하

는 분수타일(주황색) 2개로 

를, 


에 해당하는 

분수타일(노란색) 3개로 

을, 


에 해당하는 

분수타일(하늘색) 6개로 


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크기가 가장 작은 분수타일(남색)

을 활용하여 곱셈 기호 ‘×’과 등호 기호 ‘=’을 

외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학생A는 

×


의 

계산 결과가 


임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계산 결과에 맞추어 ‘


×


=


을 분수타일로 

외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학생A가 분수타일을 

활용하여 

×


이 ×
×

이 되는 계산 원리를 

설명하거나 

×


을 계산한 것은 아님을 확인

할 수 있다.

2) 교사 주체

학생들이 분수타일을 도구로 활용하지 못한 

상황에서, 김교사는 분수타일을 활용하여  

×




의 답이 


이 됨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림 IV-2] 참고). 김교사는 먼저 1을 표현하기 

위해 한 조각이 


을 나타내는 검정색 분수타

일 12조각을 놓았다. 거기에서 

을 남긴 다음

에 남은 


중에서 다시 

을 남겼다. 이제 검

정색 분수타일이 6조각 남았으므로 


이고 이

것이 

×


의 답이라고 설명하였다.

김교사의 설명은 

×


이 ×

×
이 된다는 

        1을 표현          ⇒    


를 남김   ⇒   


을 남김

[그림 IV-2] 


×


=


에 대한 김교사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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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원리를 설명한 것이 아니다. 김교사는 

×




의 계산 결과가 


임을 안 상태에서 그 계

산 결과에 맞추어 분수타일로 설명한 것이다. 김

교사가 처음에 1을 나타내기 위해 한 조각이 




을 나타내는 검은색 분수타일 12조각을 놓은 

것은, 


×


의 답에서 분모가 12가 나온다는 이

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분수타일은 진분수 곱셈의 계산 원리 지도라

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이다. 그러나 김교

사는 계산 알고리즘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계산

의 답을 구한 다음에, 그것에 맞추어 분수타일로 

표현하였다. 김교사의 분수타일 활용 방식은 진

분수 곱셈의 계산 원리 지도라는 목표를 달성하

는 방식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학생들과 유사하

게, 김교사에게도 목표와 도구가 전도되고 동요

된 것이다. 이 활동체계에서 분수타일은 주체인 

김교사와 학생들 모두에게 목표 달성을 위한 도

구로 활용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진분수의 곱셈 

계산 알고리즘을 이미 알고 있는 주체들에게 계

산 결과를 분수타일로 표현하는 것이 목표가 되

었다.

김교사는 <수학 수업 보고서>에서 수업을 성

찰하면서 분수타일을 활용하여 진분수 곱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결론지었다. 김교사는 일반적으로 구체물 

조작 활동으로부터 계산 알고리즘의 수학적 원

리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진분수 곱

셈의 경우에는 계산 알고리즘으로부터 구체물 

조작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였다.2)

이상에서는 활동체계의 구성 요소인 목표와 

도구의 측면에서, 김교사의 수학 수업에서 목표

와 도구가 동요하는 현상이 발생함을 살펴보았

다. 활동체계에서 목표와 도구가 동요하는 현상

은, 수학 수업이 미리 계획된 방식대로 선형적으

로 진행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활동체계로서의 

수학 수업에서 주체에게 목표와 도구가 동요되

는 현상은 이전의 연구들에서 보고된 바와(David

& Tomaz, 2011; Engeström & Sannino, 2010) 일

관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David & Tomaz(2011)

은 수학 활동을 구조화하기 위한 시각적 표현의 

역할을 분석한 연구에서, 수학적인 추상적 아이

디어와 그것의 시각적 표현 사이에 잠재되어 있

는 갈등으로 인해 목표가 동요되며, 이것은 예기

치 못한 학습을 하도록 학생들을 압박한다고 보

고하였다.

한편, 활동체계로서의 수학 수업에서 나타난 

목표와 도구의 동요 현상은 메타-인지 이동이라는 

극단적인 교수학적 현상과 구분될 필요가 있다.

메타-인지 이동(meta-cognitive shift)은 학생의 개

인화/배경화의 과정을 돕기 위해 도입된 교수학적

보조 수단에 학생들의 사고가 집중되는 현상을 

의미한다(강완, 1991; 이경화, 1996; Chevallard,

1980). 예를 들어, 분수타일을 교수학적 보조 수

단으로 활용했을 때, 학생들이 배워야 할 수학 

지식은 경시하고 분수타일 그 자체에 집중하여 

분수타일로 로봇, 우주선, 배 모양 등을 만드는 

것에 몰두하는 현상이 메타-인지 이동 현상이다.

반면에, 김교사의 수학 수업에서 학생들은 진분

수 곱셈의 계산 알고리즘을 이미 알고 있는 상

태에서 진분수 곱셈의 계산 결과를 분수타일로 

표현하는 데에 집중하였다. 따라서 김교사의 수

학 수업에서 나타난 목표와 도구의 동요 현상은 

메타-인지 이동 현상과는 구분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2) 비록 김교사가 분수타일을 도구로서 활용하는 것에는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김교사가 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학생들이 진분수 곱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진분수 곱셈을 관계적
으로 이해하도록(Skemp, 1987) 수업을 계획하고 실시한 것은 의미있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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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목표, 결과, 규칙, 학생 주체 사이의 갈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활동체계의 목표

는 진분수 곱셈의 계산 원리 이해, 진분수 곱셈

의 계산 수행의 두 가지이다. 이하에서는 이 두 

가지 목표의 결과(outcome)로의 전환, 그리고 목

표, 규칙, 학생 주체 사이의 갈등에 대해 살펴보

기로 한다.

첫 번째 목표인 진분수 곱셈의 계산 원리(진분

수 곱셈에서는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한다)의 이해는 결과로 전환되지 못

하였다. 학생들은 분수타일을 활용한 모둠 활동

에서 

×


이 ×
×

이 된다는 것을 이끌어내

지 못했다. 김교사는 나름대로 분수타일을 활용

하여 진분수 곱셈의 계산 원리를 설명하려고 시

도하였지만 그 설명은 부적절한 방식이었다. 학

생들 또한 김교사의 설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

였고, 진분수 곱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수학 수업은 마무리되었다.

두 번째 목표인 진분수 곱셈의 계산 수행은 

결과로 전환되었다. 학생들은 진분수 곱셈의 계

산 원리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진분수 곱셈의 계

산은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

에게 있어서 진분수 곱셈의 계산 수행이라는 목

표는 수학 수업이라는 활동체계가 작동하기 이

전에 이미 달성된 상태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교육 기관에서 선행학습을 통해 진분수 곱셈

의 계산 알고리즘을 숙달해 온 상태였다. 학생들

은 수업에서 ‘우리는 이미 진분수의 곱셈을 계

산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한 후에 약분하면 끝이에요.

원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왜 원리를 알아

야 하나요?’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서 발생하는 독특하면서도 다소간은 왜곡된 현

상이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습해야 할 수학 지

식을 사교육 기관에서의 선행학습을 통해 이미 

학습한 상태에서 수학 수업에 임하는 것이다. 앞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수학과 교육과정

에 제시된 성취기준이 활동체계로서의 수학 수

업에서 규칙(rule)으로 작용한다. 수학과 교육과

정에서는 진분수의 곱셈과 관련하여 ‘분수의 곱

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

다’를 성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

부, 2009; 교육부, 2015). 이러한 성취기준을 고려

할 때, 김교사가 설정한 두 가지 수업 목표는 수

학과 교육과정이라는 규칙에 비추어 매우 적절

한 것이었다.

결국 이 활동체계에는 목표 및 규칙(rule)인 수

학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학생들의 실제 수

학 지식 사이에 갈등(contradiction)이 존재하고 

있다.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수학 수업에서 진

분수 곱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하도록 교수ㆍ학습할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학

생들은 진분수 곱셈의 계산 원리는 이해하지 못

하지만 진분수 곱셈의 계산은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수학 수업에 들어오는 것이다. 규칙으

로 작용하는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목

소리’와 목표(교사의 ‘목소리’)는 일관되지만, 학

생의 ‘목소리’는 규칙 및 목표와 다른 현상이 발

생하고 있다.

Engeström(1987, 2001)은 이러한 현상을 ‘다층-

목소리(multi-voicedness)’로 명명하면서, 활동체계

에는 다양한 ‘목소리’, 즉 다양한 주장과 의견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Engeström(1987,

2001)에 따르면, 다층-목소리는 활동체계에서 갈

등을 야기하며, 이러한 갈등은 활동에서의 변화

와 활동체계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

한다. 그러나 김교사의 수학 수업에서 발생한 교

사, 학생, 규칙 사이의 다층-목소리와 갈등은 활



- 365 -

동체계의 발전으로 승화되지 못하고 사장되었다.

김교사의 수학 수업에서 발생한 갈등, 즉 수학

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학생들의 실제 지식 

사이의 갈등은 우리나라의 보통의 초등 수학 수

업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갈등을 

수학 수업의 진화를 이끄는 원동력으로 활용하

기 위해서는, 교사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수학 수업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상황 

및 긍정적 활용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수학 수업의 두 주체인 교사

와 학생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다를 때, 사회문화

적 위치가 다른 두 주체들 사이의 갈등을 어떻

게 발전의 원동력으로 변환시킬 것인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 분업, 공동체, 규칙의 불협화음

활동체계로서의 수학 수업에서 분업(division of

labour)은 수업을 실시한 김교사, 김교사의 실습

학교 지도교사인 현직교사Q, 동료 예비교사J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Ⅳ장 1절 참고). 김교사는 

진분수 곱셈의 계산 원리 지도를 위해 분수타일

을 도구로 활용하는 데에 실패하였다. 또한 김교

사는 수학 수업을 끝마치고 성찰한 이후에 분수

타일을 도구로 활용하여 진분수 곱셈의 계산 원

리를 지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

고 있다.

예비교사J는 수업 비평문에서 김교사가 분수

타일을 활용하여 

×


=


을 설명한 것이 ‘알

고리즘을 활용한 계산 수행 → 계산 결과를 분

수타일로 나타냄’의 순서를 따른 것이며, 분수타

일 조작 활동으로부터 진분수의 곱셈 계산 원리

를 이끌어낸 것은 아니라고 정확하게 지적하였

다. 예비교사J는 분수타일을 활용하여 진분수의 

곱셈 계산의 원리를 지도하기 위한 적절한 방식

을 제시하였으며, 교육대학교의 수학교육 관련 

강좌에서 학습하였다고 언급하였다.3)

현직교사Q도 수업 비평문에서 김교사의 분수

타일 활용 방식의 미흡함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현직교사Q는 김교사의 분수타일 활용 방식의 부

적절함을 정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였다. 현직교

사Q는 학생들이 분수타일을 활용한 진분수의 곱

셈 원리 이해에 성공하지 못한 것은, 학생들이 

분수타일에 익숙하지 않으며 김교사가 분수타일

로 분수의 곱셈을 하는 과정을 학생들에게 먼저 

시범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만 언급하였다.

또한 현직교사Q는 김교사의 수업에서 분수타일

을 처음으로 접했으며, 분수타일을 자신의 수업

에서 한 번도 활용한 적이 없다고 언급하였다.

3) 예비교사J가 제시한 지도 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설명하기: 1을 나타내는 분수타일 위에 


에 해당

하는 분수타일(


을 나타내는 분수타일 2조각)을 세로로 놓는다; ② 


×


설명하기: 


의 

을 나타내

기 위해 


의 분수타일 위에 


의 분수타일(


을 나타내는 분수타일 3조각)을 가로로 놓은 다음에 두 

분수타일이 겹치는 부분이 

×


임을 지도한다; ③ 


×


이 ×
×

이 됨을 지도하기: 두 분수타일이 겹

치는 부분이 분수로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탐색한다; 세로로 3등분하고 가로로 4등분했으므로 전체 1을 
3×4=12등분한 것이고, 따라서 3×4=12가 답의 분모에 해당된다; 겹치는 부분은 가로로 3등분한 것 중의 
2조각과 세로로 4등분한 것 중의 3조각이므로 2×3=6조각이고, 2×3=6이 답의 분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


은 ×

×
가 되며, 진분수 곱셈에서는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게 되는 것이

다(□
○
×△

☆
=□×△
○×☆

). 예비교사J가 제시한 위의 지도방식은 적절하다. 실제로 분수타일을 활용하여 진분

수의 곱셈 알고리즘의 원리를 이해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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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와 관련된 여러 단원에서 분수타일을 활용

하면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하였다.

예비교사J가 김교사의 분수타일 활용 지도의 

부적절함과 적절한 지도 방식을 정확하게 인식

하고 있었지만, 공동체(community) 내의 김교사

와 현직교사Q가 그러한 지도 방식을 전혀 인지

하지 못한 것은 공동체 내의 의사소통의 문제와 

관련된다. 예비교사J와 현직교사Q는 각자 수업 

비평문을 작성하여 김교사의 <수학 수업 보고

서>에 수록하였지만, 수학 수업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충분히 의사소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된다. 공동체 내에서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

졌다면, 진분수 곱셈의 계산 원리 지도를 위한 

분수타일의 적절한 활용 방식에 대한 예비교사J

의 의미충실한 지식을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

하고 이후의 수학 수업 실행에 많은 도움을 얻

었을 것이다.

한편, 김교사는 수학과 교육과정의 교수ㆍ학습 

방법의 강조점을 수학 수업에서 구현하기 위해 

조작 교구로서 분수타일을 설정했음을 <수학 수

업 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하였다. 실제로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적절한 교구를 활용한 

조작 및 탐구 활동을 통해 수학의 개념과 원리

를 이해하도록 지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교육

과학기술부, 2009; 교육부, 2015).4) 수학과 교육

과정의 교수ㆍ학습 방법의 강조 사항은 성취기

준과 더불어 김교사의 수학 수업에서 규칙으로 

작용하였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수학과 

교육과정은 교사들이 수학 수업에서 준수해야 

할 규칙으로 작용한다.

수학 수업이라는 활동체계에서 수학과 교육과

정이 규칙으로 작용한다면, 그 규칙이 수학 수업

에서 성공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현직교사Q는 김교사의 

수업에서 분수타일을 처음으로 접했으며, 분수타

일이 있다면 분수 개념의 도입, 여러 가지 분수,

통분, 분수의 덧셈과 뺄셈 등의 지도에서 다양하

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현직교

사들이 의미있는 교구를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

는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

인할 수 있다. 초등학교 수학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작 교구의 부족은 현직교사Q 뿐만 아

니라 대부분의 교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다.

수학 수업을 둘러싼 공동체를 크게 보았을 때,

초등학교, 지역 교육청, 정부 기관인 교육부 등

이 공동체에 포함된다. 수학 수업에서 적절한 교

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교구를 구비하기 

위한 공동체의 정책적ㆍ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단기간에 수학적 교구를 구입하는 

것에 현실적 제한이 따른다면, 단기/중기/장기에 

걸친 계획안을 마련하여 학교 현장에서 점진적

으로 수학적 교구를 구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김교사의 부적절한 분수타일 활용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 현장에 충분한 교구를 구비하는 것 

자체가 수학 교수ㆍ학습에서 교구의 의미있는 

활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

은, 학생들이 교구를 활용한 탐구 활동을 통해 

수학적 원리를 이해하도록 교사가 지도할 수 있

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구를 활용한 탐구 

활동을 통해 수학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수학 

수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탐색

할 수 있는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현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예비교사를 대상

으로 하는 대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성찰하여 

개선하고, 현직교사를 위한 수학교사 전문성 발

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4) 2015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교구 조작 활동을 통한 수학의 원리 이해를 6가지 교과 역량 중의 하나인 
정보 처리 능력의 하위 항목으로서 더욱 강조하고 있다(교육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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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겠다.

Ⅴ. 요약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활동 이론(Activity theory)의 관

점에서 초등학교 예비교사인 김교사가 실시한 

수학 수업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Engeströmb

(1987, 2001)이 제안한 활동체계(Activity system)

의 주요 개념인 주체, 목표, 도구, 공동체, 분업,

규칙의 측면에서 수학 수업과 수학 수업에서 나

타난 현상을 살펴보았다.

김교사의 수업을 활동체계로서 살펴보았을 때,

활동의 주체는 김교사와 학생들이며, 목표는 진

분수 곱셈의 계산 원리 이해와 진분수 곱셈의 

계산 수행이었다.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는 분수

타일이었으며, 수학 수업이 준수해야 할 규칙은 

수학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교수·학습 방법

상의 강조점이었다. 분업은 김교사와 더불어 실

습학교 지도교사인 현직교사Q, 동료 예비교사J

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공동체는 작게는 K-

초등학교, 지역교육청, H-교육대학교 등으로부터 

크게는 수학 교과서 개발자, 수학 교육과정 개발

자, 정부 기관인 교육부 등을 포함한다.

활동체계로서의 김교사의 수학 수업에서 나타

난 현상은, 첫째, 활동체계의 두 주체인 교사와 

학생들에게 목표와 도구가 동요되는 현상이었다.

김교사와 선행 학습을 통해 진분수 곱셈 계산 

알고리즘을 알고 있는 학생들에게 분수타일은 

도구로 활용되지 못하였다. 진분수의 곱셈 계산 

알고리즘을 이미 알고 있는 주체들에게 진분수

의 곱셈 계산 결과를 분수타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었다.

둘째, 목표, 규칙, 결과, 학생 주체 사이에 갈

등 현상이 발생하였다. 두 가지 목표 중에서 진

분수 곱셈의 계산 원리 이해라는 목표는 결과로 

전환되지 못했으며, 진분수 곱셈의 계산 수행이

라는 목표는 결과로 전환되었다. 두 가지 목표는 

규칙으로 작용한 수학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따라 설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진분수 곱셈의 계

산 수행이라는 목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행 

학습을 통해 이미 달성한 상태였다. 규칙과 규칙

에 따른 김교사의 목표 설정은 일관적이었지만,

규칙 및 목표와 학생 주체 사이에는 갈등이 내

재되어 있었다.

셋째, 분업, 공동체, 규칙 사이에 불협화음이 

존재하였다. 분업 측면에서 예비교사J는 진분수

의 곱셈 원리 지도를 위한 적절한 분수타일 활

용 방식과 김교사의 분수타일 활용의 부적절함

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러한 

지식은 김교사와 지도교사인 현직교사Q에 의해 

공유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수학 수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동체 구성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김교사, 예비교사J, 현직교사Q 사이에 

의사소통의 미흡함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또한,

김교사의 분수타일 활용은, 교구 조작 활동을 통

한 수학 원리의 이해를 강조한 규칙(수학과 교

육과정의 교수ㆍ학습 방법)에 따른 것인데, 현직

교사Q는 분수타일을 김교사의 수업에서 처음 접

해 봄으로써 지도교사로서 적절한 피드백을 제

공하지 못하였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수학과 교육과정은 수학 

수업에서 준수해야 할 규칙으로 작용한다. 수학

과 교육과정이 활동체계로서의 수학 수업에서 

규칙으로 작용한다면, 그 규칙이 수학 수업에서 

목표로서 성공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드웨

어 측면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수학 교실에 양

질의 교구를 충분히 구비할 수 있도록 일선 학

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조작 교구를 활용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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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개념과 원리의 이해가 수학 수업에서 성공적

으로 구현되는 방식을 탐색할 수 있는 교사 교

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

런 맥락에서「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수학 수

업용 교구 표준안 개발 연구’를 공모하고 지원

하는 것은(한국과학창의재단, 2016) 시의적절하

고 의미있는 정책적 시도라고 판단된다.

한편, Engeström(1987, 2001)은 활동체계에서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나타나는 현상을 ‘다층-목

소리(multi-voicedness)’로 명명하면서, 다층-목소

리로 인한 갈등을 활동체계의 변화와 발전을 이

끄는 원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 탐색한 수학 수업에서

도 다층-목소리와 갈등이 발생했지만, 수학 수업

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으로 활용되지 못

하고 사장되었다. 수학과 교육과정이라는 규칙 

및 그에 따른 수업 목표 설정과 학생들의 실제 

수학 지식 사이의 갈등은 우리나라의 수학 수업

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학 수업이라

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상황 및 긍정적 활용에 대한 광범위하고 심층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양한 인간 활동

과 갈등 상황을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총체적으

로 탐색하는 주요 이론으로 평가받는 활동 이론

은(Cobb, Perlwitz & Underwood, 1996; Jaworski

& Potari, 2009; Nunez, 2009), 이러한 연구를 수

행하는 데에 있어서 좋은 분석 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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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a Prospective Teacher’s Mathematics

Lesson in the Perspective of Activity Theory

Na, Gwisoo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is research intends to and understand a

prospective teacher, Kim’s mathematics lesson in

the perspective of Activity Theory. In this study,

Kim’s mathematics lesson was explored in the

aspects of subject, object, tools, division of labor,

community, and rule which are main constituent of

Activity Theory and Activity System suggested by

Engeström. As the result of study, we discussed

the phenomena such as the fluctuation between

object and tool, the multi-voicedness between

object, rule, outcome and student subject, and the

dissonance between division of labor, community

and rule were appeared in Kim’s mathematics

lesson as an activity system.

* Key Words : prospective teacher(예비교사), mathematics lesson(수학 수업), Activity theory(활동 이

론), Activity system(활동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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