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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정호(2007)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학에 대

한 이해가 부족한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수

학적 구조에 대한 진정한 이해의 결여라고 보았

다. 이는 수학의 이해에서 수학적 구조의 이해가 

근본적임을 내포하고 있다. 우정호(2007) 외에도 

다수의 연구자들이 수학적 지식의 이면에 있는 

수학적 구조(mathematical structure)를 강조해 왔

으며, 수학교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다.

대표적으로 수학적 구조를 가르쳐야 한다고 강

조했던 학자는 Bruner이며, 그의 주장은 수학적

인 사실이나 결과만을 가르치던 교육에 대한 반

성으로 이해되어 큰 호응을 얻어왔다(홍진곤,

2000). 수학적 구조를 가르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Bruner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였던 Freudenthal

도 수학적 지식 이면에 내재해 있는 수학적 구

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는 Bruner와 의

견이 일치하였다(공정택, 1999). 남진영(2008a)도 

수학적 지식의 구성은 수학적 구조의 구성으로 

나아가야 하며, 수학적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이

를 통해 현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형성할 수 있

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Mason, Stephens, &

Watson(2009)은 수학적 구조를 학습함으로써 

Wertheimer가 말하는 생산적 사고(productive

thinking)가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수학적 구조를 

강조하였다. 최근배(2009)도 구조적인 이해에 기

초한 사고가 곧 생산적 사고이며, 구조적인 이해

가 동반되지 않은 형식화는 무의미하다고 주장

하였다. 심지어 Watson & Mason(2006)은 교사가 

연습문제조차도 학생들이 수학적 구조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수학교육에서 수학적 구조는 매우 강조되어왔다.

대한수학교육학회지 <학교수학> 제 18 권 제 3 호
Journal of Korea Society Educational Studies in Mathematics

School Mathematics Vol. 18, No. 3, 571 ~ 587. Sep 2016

예 구성 활동을 통한 암묵적 지식의 현시에 관한 연구

이 근 범*․이 경 화**

남진영(2008a)은 학생의 수학적 구조의 학습을 돕기 위한 교사의 역할을 암묵적 지식의 현

시자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아직 암묵적 지식의 현시의 의미를 구체화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Watson & Mason(2015)의 제안한 예 구성 활동이 그 목표, 내용, 방법 면

에서 암묵적 지식을 현시하는 한 가지 방식임을 보임으로써, 암묵적 지식의 현시의 의미를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첫째, 예 구성 활동을 통한 암묵적 지식의 현시는 암묵적 영역에 있는 

수학적 구조의 학습을 목표로 한다. 둘째, 예 구성 활동을 통한 암묵적 지식의 현시는 예를 

통해 변이 속에서 불변적인 요소를 인식함으로써 암묵적 영역에 있는 수학적 구조를 교육하

고자 한다. 셋째, 예 구성 활동을 통한 암묵적 지식의 현시는 명시적 지식을 창의적으로 구

성해보는 활동, 활동에 대한 반성 과정,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암묵적 영역에 있는 수학적 

구조를 교육하고자 한다. 따라서 예 구성 활동은 그 목표, 내용, 방법 면에서 암묵적 지식을 

현시하는 구체적인 한 수업 방식으로 볼 수 있다.

* 월계고등학교, lkb4u0@snu.ac.kr (제1 저자)

** 서울대학교, khmath@snu.ac.kr (교신저자)



- 572 -

그렇다면 이토록 강조되고 있는 수학적 구조

를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수학

교육 현대화 운동에서 수학적 구조를 완성된 공

리체계로 직접 학생들에게 제시하였던 실패의 

역사를 통해 수학적 구조를 가르치는 것이 얼마

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다(공정택, 1999; 남

진영, 2008a; 박미미, 2015; 홍진곤, 2000). 수학교

육 현대화 운동의 실패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

발하여 수학적 구조의 교육 방법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 Bruner의 발견학습을 보

완하여 Freudenthal은 수학화 이론에 따라 수학화

를 거쳐서 수학적 구조를 구성해나가는 방법을 

제안하였다(공정택, 1999). 홍진곤(2000)은 수학적 

구조를 구성 가능한 하나의 변형의 체계로 보아

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학습자가 직접 구조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학생이 스스로 교과서를 공부하면서 수학적 구

조를 구성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

다. 왜냐하면 수학 교과서에 있는 지식은 내용이 

축약된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 이면에 있는 

수학적 구조나 그 발견의 과정을 스스로 아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남진영, 2008a). 따라서 

학생들에게 수학적 구조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Mason,

Stephens, & Watson(2009)도 학생이 구조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수학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Watson

& Mason(2006)은 교사가 변이(variation)를 고려

함으로써 학생들이 연습문제도 수학적 구조를 

가르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박미미(2015)는 학교 수학에서 다룰 수 있는 구

조인 관계적 구조(relational structure)를 가르치기 

위해 수학 문제 유추 수업을 지도하는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특히 남진영(2008a)은 

Polanyi의 인식론을 바탕으로, 교사는 학생들이 

암묵적 영역(tacit dimension)에 있는 수학적 구조

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같은 교사를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

의 현시자’라고 하였으며, 그 의미를 다음과 같

이 설명하였다.

교사는 암묵적 지식을 구현하고 있는 사람, 수

학적 지식의 구조를 구성하여 수학적 지식이 

반영하는 실재에 더 다가간 사람, 학생들보다 

높은 수준에서 인간 본성이 회복된 사람, 수학

적 지식이 나타나는 형이상학적 마음을 소유하

고자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마음을, 학

생들에게 드러내어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여, 교사는 수학적 지식을 공

부하는 것은 인간 본성을 회복하는 과정임을 

자기 자신을 예로 하여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인간 본성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수학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자세이다(pp. 178-179).

남진영(2008b)은 교사가 명시적 지식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암묵적 지식을 가르칠 수 있으나, 암

묵적 지식은 언어로 가르치기 힘들기 때문에 교

사는 시범을 보여주면서 학생들이 모방하고 직

접 경험해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남진

영(2014)은 수학적 개념, 원리, 법칙을 학생들에

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암묵적이었던 조작적 원

리를 가능한 한 명시화하여 의사소통이 가능하

도록 해야 하며, 언어를 통해 아무리 체계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더라도 언어는 한계가 있으므로 

학생들이 직접 학문에 참여하면서 체득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이은정(2015)은 암묵적 지식의 

현시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사가 명시적 지식 이면에 있는 암묵적 

지식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한 

인식이 교사의 실천적 지식(practical knowledge)

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

았다.

위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수

학교육에서 수학적 구조는 매우 강조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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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이를 교육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남진영(2008a)은 이처럼 어려운 수학적 구조의 

학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

으로 암묵적 지식의 현시를 제안하였다. 암묵적 

지식의 현시는 학생들에게 언어로 표현할 수 없

는 암묵적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 지식의 발생 

과정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교사가 먼저 암묵적 지식을 인식하는 모습을 보

이면서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암묵적 지식의 현시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연구는 부족하다. 암묵적 지

식의 현시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실제

로 현시하는 수업이 어떠한 수업이 될 수 있는

지 구체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Watson & Mason(2015)이 제안한 예 구성 활

동이 그 목표, 내용, 방법 면에서 암묵적 지식을 

현시하는 한 가지 수업 방식이 될 수 있음을 보

임으로써, 예 구성 활동을 통해 암묵적 지식의 

현시의 의미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수

학적 구조의 학습을 위해 암묵적 지식을 현시하

는 구체적인 수업 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

고자 한다.

Ⅱ. 선행 연구 분석

본 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암묵적 지

식의 현시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남진영

(2008a)은 Polanyi의 인식론을 바탕으로 암묵적 

지식의 현시라는 용어를 제시하였으므로, 먼저 

Polanyi의 인식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Polanyi

의 인식론의 키워드는 ‘개인적 지식(personal

knowledge)’과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이다

(남진영, 2008b). 따라서 두 가지 지식의 의미를 

중심으로 Polanyi의 인식론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Polanyi는 학문이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

는 것에 반대하면서, 자유롭게 진리를 추구하고 

우리의 감각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심층의 실재

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을 학문의 

목적으로 보았다(장상호, 1994). 그리고 Polanyi는 

이러한 실재가 불연속적이고 위계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으며(장상호, 1994), 더 높은 

수준의 실재로 나아가는 것을 ‘발견’이라고 하였

다(남진영, 2008a). 이러한 발견을 통해 우리는 

희열을 느낄 수 있고, 끊임없이 인간은 미지의 

세계를 발견하고자 도전하게 된다. Polanyi는 이

러한 발견의 과정을 거쳐 심층적인 실재에 도달

하는 것을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이것이 곧 학문의 목적이라고 하였다(남진영,

2008a).

실재는 절대적인 진리이지만 진리를 판단하는 

것은 인식 주체의 몫이다. Polanyi(2001)는 “진리

의 수립은 형식적으로 정의될 수 없는 일련의 

개인적 기준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p. 71).”고 

하였다. 즉 Polanyi에 따르면 진리의 판단 기준은 

인식 주체에게 있는 것이므로, 지식은 주체의 판

단, 이해, 직관, 상상, 개인적 배경 및 한계 등 

개인의 개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남진영,

2008a). 이를 Polanyi는 ‘개인적 지식’이라고 하였

으며, 지식은 본질적으로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

는 것이라고 하였다(남진영, 2008a). 언뜻 보기에 

Polanyi는 지식의 주관성만 강조한 것처럼 보이

지만, 지식을 이해한다는 것을 ‘보편적 타당성을 

주장하는 책임 있는 행위’라고 하면서 지식의 

객관성 또한 강조하였다(남진영, 2008a). 즉 개인

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개인적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며, 보편성 또한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Polanyi는 모든 개인적 지식이 언제나 언어로 

명료화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장상호, 1994).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접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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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언어로 접해왔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 지

식을 습득하는 것을 당연히 여겨왔다. 그러나 

Polanyi(2015)는 “우리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p. 31).”고 하면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지식이 훨씬 더 큰 부분

을 차지하며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Polanyi는 언

어로 표현할 수 있는 지식을 ‘명시적 지식’이라

고 하고,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지식을 ‘암묵적 

지식’이라고 하였으며, 명시적 지식이 그보다 훨

씬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암묵적 지식에 

근거한다고 하였다(남진영, 2008a). 이러한 암묵

적 지식은 우리 삶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얼굴을 안다고 

할 때, 수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 사람

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지만, 어떻게 인식하는

지를 정확하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다(Polanyi,

2015).

Polanyi(1969)는 명시적 지식의 이면에서 암묵

적 지식이 이들을 통제한다고 보았다. 암묵적 지

식은 명시적 지식의 근거가 되는 더 크고 본질

적이므로 명시적 지식보다 더 중요할 수밖에 없

다. 그러나 암묵적 지식은 말 그대로 암묵적 영

역에 존재하므로 이를 의식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Polanyi

(2015)는 암묵적 지식을 배제하고 지식이 성립한

다고 보는 것은 결국 자충수를 두는 것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지식은 암묵적 지식을 배제하

고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수학 교육에

서도 마찬가지이며, 학생들이 수학적 지식을 학

습하기 위해서는 암묵적 지식을 학습하도록 해

야 한다. 그렇다면 학교 수학에서의 암묵적 지식

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남진영(2008a)은 수학에

서 “수식이나 정리를 유도하고, 이들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

고, 그 상황에서 수식이나 정리를 알맞게 사용하

는 과정, 얻어진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 모두에서 

암묵적 지식이 작용한다(p. 146).”고 하였다.

Polanyi는 암묵적 지식이 인식 주체, 보조식

(subsidiary awareness), 초점식(focal awareness)이

라는 세 가지 요소에 의한 삼원적 구조로 이루

어져 있다고 보았다(이은정, 2015). Polanyi는 암

묵적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종류의 

인식(awareness)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초점

식과 보조식이다(장상호, 1994). 초점식에는 인식 

주체의 주의가 집중적으로 모아지는 반면, 보조

식은 인식 주체가 사용하거나 파악하면서도 집

중하지는 않는 인식을 말한다(남진영, 2008a). 주

체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초점식을 의

식하지만, 초점식은 의식하지 못하는 보조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Polanyi는 보조식에 더 큰 비중

을 두었다(남진영, 2008a; 장상호, 1994).

보조식과 초점식의 예를 수학의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보조식으로 작용하면서 의식하

지 못하고 암묵적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초점식

으로 의식하면서 새로운 이론으로 발전시키거나 

또는 기존의 이론에 통합하여 더욱 발전시킨 다

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다(남진영, 2008b). 예를 

들어, 방정식과 해의 구조에 대한 연구에서 보조

식으로 작용하던 군(group) 아이디어가 초점식이 

되었고, 다른 보조식들과 통합하여 새로운 군론

(group theory)이 되었으며, 이것은 다시 보조식이 

되어 현대 대수학 정립의 바탕이 되었다.

학교 수학에서의 초점식과 보조식은 다음과 

같이 해석해볼 수 있다(남진영, 2008b).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명시적 지식들은 학생들이 의식적으

로 학습하고자 하는 지식이므로 모두 초점식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보조식은 과거에 배웠던 

개념, 원리, 법칙 등과 학생 입장에서 아직 배우

지 않았거나 의식하지 못하지만 교사는 알고 있

는 내용들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암묵적 지식

을 교사는 어떻게 가르치고 학생은 어떻게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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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까? 남진영(2008b)은 암묵적 지식은 

명시적 지식의 이면에 존재하고, 명시적 지식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명시

적 지식을 통해서 암묵적 지식을 교육할 수 있

다고 보았다. 하지만 학생들이 명시적 지식을 학

습한다고 해서 암묵적 지식을 항상 학습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교과서에서 언어로 

표현된 지수부등식의 풀이 방법을 습득했다고 

해서, 이면에 전제되어 있는 지수함수의 증가 또

는 감소하는 성질까지 습득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이 명시적 지식의 학습에 

암묵적 지식의 학습이 늘 뒤따라오는 것은 아니

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암묵적 지식의 교육을 위

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Polanyi는 암묵적 지식은 초점식과 보조

식의 교대작용을 통해 학습할 수 있다고 설명하

였다(남진영, 2008b). 즉 보조식으로 작용하던 것

을 초점식으로 인식하고, 이를 다시 보조식으로 

통합하면서 암묵적 지식을 학습할 수 있다고 보

았다. Polanyi는 보조식의 끝에 초점식이 나타나

며, 그 초점식이 다시 보조식이 되어 새로운 통

합적인 발견에 이르게 된다고 보았다(장상호,

1994). 이러한 발견이 곧 지식의 수준 상승을 의

미하며, Polanyi는 이를 추구하는 것을 ‘발견의 

열정’이라고 하였다(남진영, 2008a).

학교 수학에서도 초점식과 보조식의 교대작용

에 대한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함수의 극값 단원을 배울 때, 미분 가

능한 함수가 극값을 갖는 점에서 미분계수가 0

이 된다는 정리를 초점식으로 의식하여 학습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연속 함수에 대하

여 극값이란 한 점의 열린 근방에서 최댓값 또

는 최솟값을 의미한다는 극값의 정의나 미분 가

능성 등이 전제되어 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를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이들이 하나의 보조식이 된다. 하지만 함수 

  를 고려한다면, 비로소 보조식을 초점식

으로 의식할 수 있고 극값의 정의나 미분 가능

성이 의미를 갖게 되며 이들에 대하여 더 높은 

수준의 지식으로 통합될 수 있다. 의식하지 못하

던 것을 의식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과정은 반

성적 사고와 관련된다. 즉 학생들은 이전에 배웠

던 것에 대한 반성을 통하여 보조식으로 작용하

였던 것들을 초점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보다 발

전된 형태로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남진영, 2008b). 그리고 이들은 또 다른 내용을 

학습할 때, 새로운 보조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Polanyi(1969)는 암묵적 지식을 언어로 

설명할 수 없으므로, 직접 경험함으로써 배울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즉 Polanyi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암묵적 지식을 언어로 전달하는 것 자

체로 모순이므로, 암묵적 지식은 직접 체험해야

만 습득할 수 있다고 보았다(장상호, 1994). 앞서 

제시한 사례와 같이 극값에 대한 지식을 더 높

은 수준의 지식으로 통합하기 위해 학생들이 직

접 충분히 많은 사례를 경험하고 음미할 필요가 

있다(남진영, 2008b).

셋째, Polanyi는 수준의 상승을 위해 전 단계에

서 보조식이 충분히 성숙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남진영, 2008a). 왜냐하면 보조식이 충분히 확충

되어 있지 않다면, 보조식과 초점식의 교대 작용

이 일어나기 힘들기 때문이다. 남진영(2008b)은 

보조식을 통해 대상을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식이 충분히 확충되

지 않으면 대상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앞서 제시한 예에서도 미

분계수, 미분법 등에 관한 보조식이 미리 확충되

어 있지 않다면 초점식과 보조식의 교대 작용이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넷째, Polanyi는 암묵적 지식의 학습을 위해서

는 개인의 ‘발견의 열정’뿐만 아니라 ‘설득의 열

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남진영, 2008a). Polan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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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식을 이해한다는 것은 보편적 타당성을 주

장하는 책임이 뒤따른다고 보았으며, 이를 ‘설득

의 열정’이라고 하였다(남진영, 2008a). 이는 교

사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학생들도 

자신이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교사나 다른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이 발견한 사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위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언어에 의존하는 것

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의 활동과 함께 충분히 

확충된 보조식과 초점식의 교대 작용을 통해 암

묵적 지식을 학습할 수 있다. Polanyi(1969)는 

“발견의 과정이나 암묵적 지식은 교과서에 있는 

명시적 지식을 창의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을 거

쳐 내면화한 교사를 통해서 재현된다.”고 하였다

(남진영, 2008a에서 재인용, p. 174). 즉 교사는 

학생이 암묵적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언어를 

통해서가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구성해보는 활

동으로부터 출발하여 초점식과 보조식의 교대작

용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여기에서 타

인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이 

곧 남진영(2008a)이 말하는 암묵적 지식을 현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Ⅲ. 본 론

지금까지 남진영(2008a)이 제시한 암묵적 지식

의 현시의 의미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선

행연구에서 어떻게 교사가 구체적으로 수업하는 

것이 암묵적 지식을 현시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하다. 이에 본 장에서는 

예 구성 활동을 목표, 내용, 방법 면에서 각각 

고찰해보면서, 예 구성 활동이 암묵적 지식을 현

시하는 한 가지 수업 방식이 될 수 있음을 보이

고자 한다.

1. 목표 : 수학적 구조의 학습

본 절에서는 예 구성 활동과 암묵적 지식의 

현시가 모두 수학적 구조의 학습에 그 목표를 

두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남진영(2008a)은 구성주의를 수학교육에 그대

로 적용하는 것을 반대하며 수학적 지식의 구성

은 수학적 구조의 구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학생들이 수학적 구조를 학습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암묵적 지식을 현시해야 

한다고 하였다(남진영, 2008a). Watson & Mason

(2015)은 학생이 스스로 예를 구성하도록 하고 

자신이 구성한 예를 반성하는 예 구성 활동을 

제안하였고, 이는 수학적 구조의 학습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수학적 구조라고 해서 모

두가 동일한 것이 아니며 그 종류가 다양하므로

(박미미, 2015), 단순히 예 구성 활동과 암묵적 

지식의 현시의 목표가 수학적 구조의 학습이라

고 해서 둘의 목표가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먼저 예 구성 활동에서 의미하는 수학적 

구조와 암묵적 지식을 현시할 때의 수학적 구조

의 의미가 일맥상통하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구조(structure)’는 구성 요소가 상

호 관계되며 이루어진 복잡한 전체를 의미한다

(홍진곤, 2000). 즉 구조를 안다는 것은 전체 중

에서 구성 요소 하나를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구성 요소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여 전체를 

바라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남진영(2008a)과 

Watson & Mason(2015)이 말하는 수학적 구조의 

의미도 이와 유사하다.

남진영(2008a)은 ‘수학적 구조1)’를 다음과 같

이 설명하였다.

이상의 논의에 의하면 ‘구조’는 눈에 보이는 현

상, 즉 외양의 이면에 있는 논리적 형식으로서

1) 남진영(2008a)은 ‘수학적 지식의 구조’라고 표현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수학적 구조’로 용어를 통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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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재를 가리키는 용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식의 구조’는 현상에서 존재하는 

지식 체계 이면에 있는 그 지식 체계의 논리적 

형식을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현

상에서 드러나는 것은 ‘지식 체계’뿐이다. 이러

한 입장에서 보면 ‘수학적 지식의 구조’는 이것

의 이면에 있는 ‘수학적 지식 체계의 표준’이자 

‘수학적 지식 체계의 논리적 형식’이다. 다른 

말로 하면, ‘수학적 지식의 구조’는 ‘수학적 지

식의 본질’이자 ‘수학적 지식이 표현하고 있는 

실재’이다(p. 115).

위의 설명에 따르면 수학적 구조는 수학적 지

식 체계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암

묵적으로 수학적 지식 체계를 통제하는 논리적 

근거가 된다. 따라서 수학적 지식 체계를 명시적 

지식, 그리고 수학적 구조를 그 이면에서 이를 

통제하는 암묵적 지식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남진영(2008a)은 수학적 구조의 학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수학적 지식의 구조를 알아간다는 것은 수학적 

지식 체계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의 규칙성을 

찾고, 이들을 상호 관련짓고, 법칙을 이끌어내

고, 이 법칙으로 다시 요소들의 규칙성과 관련

을 찾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안목과 사고방식의 

변화를 뜻한다(p. 120).

위의 설명에 따르면 수학적 구조의 학습은 전

체 집합을 이루는 대상들 사이의 관계 및 일반

성을 파악하면서 전체 집합을 인식하게 되고 이

를 통해 현상을 바라보는 안목과 사고방식의 변

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남진영, 2008a).

그렇다면 Watson & Mason(2015)의 예 구성 활

동에서 말하는 수학적 구조의 의미는 무엇일까?

Mason, Stephens, & Watson(2009)은 수학적 구조

(mathematical structure)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수학적 구조(mathematical structure)란 어떤 집합에

속하는 수학적 대상들 사이의 관계(relationship)

로서 특수한 상황에서 예시(instantiation)되는 일

반적인 성질에 대한 식별(identification)을 의미

한다(p. 10).

위의 정의에 따르면 수학적 구조를 안다는 것

은 특수한 상황에서 수학적 대상들 사이에 내재

된 관계를 파악하고 일반성을 인식하는 것을 의

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 구성 활동에서도 

학생들이 특수한 예들 속에 내재된 관계를 파악

하고 일반성을 인식하도록 유도한다(Watson &

Mason, 2015; Watson & Shipman, 2008). 따라서 

예 구성 활동에서 의미하는 수학적 구조도 

Mason, Stephens, & Watson(2009)이 말하는 수학

적 구조와 그 의미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예 구성 활동에서 학생들이 구성한 특수한 예

들을 전체 집합을 이루고 있는 대상들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특수한 예들에 내재된 관계 및 

일반성을 파악하면서 예들이 속해 있는 전체 집

합인 예 공간(example space)2)의 구조를 인식하

게 되고, 이를 통해 수학적 구조를 학습하게 된

다. 따라서 예 구성 활동에서 의미하는 수학적 

구조와 남진영(2008a)이 말하는 수학적 구조의 

의미는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위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예 구성 활동은 암묵

적 지식을 현시하는 것과 수학적 구조를 동일하

게 해석하고 있으며 수학적 구조의 학습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

라서 예 구성 활동은 목표 면에서 암묵적 지식

2) Watson & Mason(2015)은 여러 가지 예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예 공간이라고 표현하였으며, 이는 예 구성 
활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용어이다. ‘예 집합(example set)’이라고 표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는 단순히 예들의 집합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벡터 공간(vector space)에서와 같이 예들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암시한다. 다시 말하면 예 공간은 예들이 단순히 축적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들만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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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현시하는 구체적인 하나의 수업 방식으로 볼 

수 있다.

2. 내용 : 변이 속 불변성

본 절에서는 예 구성 활동을 내용 면에서 무

엇을 가르치고자 하는지 고찰해봄으로써, 예 구

성 활동이 내용 면에서 암묵적 지식을 현시하는 

구체적인 하나의 수업 방식이 될 수 있음을 보

이고자 한다.

예 구성 활동에서는 수학의 개념, 원리 등 수

학적 지식 그 자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수학

적인 예를 다룸으로써 수학적 지식에 이르도록 

의도한다(Watson & Mason, 2015). 수학적인 예는 

일반적인 것을 특수화하여 제시하는 것이지만,

단순히 특수한 사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

반성을 파악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 사례를 살펴보자.

변하는 것 중에서 불변의 것을 확인하게 하는 포괄

적인 예를 제시한다. 가령, 정삼각형, 이등변삼각형,

직각삼각형과 같이 특수한 삼각형이 아닌, 임의의 

삼각형에 세 중선을 그리고 그 교점의 위치에 주목

하게 한다(Watson & Mason, 2015, p. 27).

위의 사례에서 삼각형의 변의 길이나 내각의 

크기와 같이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지만, 포괄적인 예를 통해 세 중선이 항상 한 

점에서 만난다는 성질과 같이 불변하는 요소를 

인식할 수 있다. 즉 삼각형마다 변하는 요소들도 

있지만, 모든 삼각형을 대표하는 예를 살펴봄으

로써, 모든 삼각형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성립

하는 불변하는 요소들을 인식할 수 있다. 이처럼 

학생들은 일반적인 것을 특수한 예의 형태로 확

인하지만, 이를 일반성의 전형으로 경험함으로써 

일반화할 수 있게 된다(Watson & Mason, 2015).

Watson & Mason(2015)은 학생들이 하나의 수학

적인 예가 포괄적인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예

가 포함된 집합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하

면서 일반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포괄적인 예만 다룰 경우 모든 

예들이 포괄적인 예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예를 

포함하는 전체집합을 제대로 인식하기 어렵다

(Watson & Mason, 2015). 다음과 같은 다른 사례

를 살펴보자.

sin


역시 처음에 누군가가 연속인 함수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러다가, 좌극한과 우극한

이 다르면 불연속이라는 것을 명확히 한 후에,

0에서 불연속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다.

처음부터 한 점에서 불연속인 함수를 찾다가 

그 예로 이것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다.(Watson & Mason, 2015, pp. 197-198).

위의 사례에서 sin

은 연속함수와 유사하지

만 연속이 아닌 비정상적이고 극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Watson & Mason(2015)은 이러한 비

정상적이고 극단적인 예를 살펴봄으로써 전체집

합의 범위를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의 

사례에서도 학생들이 포괄적인 예만 접한 경우 

sin


을 처음에는 연속함수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연속함수의 예가 아님을 인식하게 되면서 연속

함수들의 집합의 경계와 범위를 인식할 수 있다.

예 구성 활동에서 포괄적인 예를 통해서 일반

성을 파악할 수 있지만, 이에 만족하고 더 이상 

탐구하지 않는다면 포괄적인 예가 왜 전체집합

을 대표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Watson &

Mason, 2015). 따라서 예 구성 활동에서는 하나

의 예만을 논하기 보다는 다양한 예로 이루어진 

집합인 예 공간을 구성하고 그 구조를 파악할 

것을 의도한다. 예 공간의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

은 변하는 것들 사이에서 불변하는 일부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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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하는 것이다(Watson & Mason, 2015). 즉 예 

공간의 예들을 연결지어주는 것이 바로 변할 수 

있는 요소와 변할 수 없는 요소이며, 이들을 고

려하여 예 공간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는 요소를 ‘변화 가능한 차원(dimension of

possible variation)’3)이라고 하며, 각 차원에서 변

할 수 있는 범위를 ‘가능한 차원의 범위(range of

permissible change)’라고 한다(Marton, 2006; Mason,

Stephens, & Watson, 2009; Watson & Mason,

2015). 예를 들어, 앞서 제시한 삼각형의 무게중

심에 관한 사례에서의 변화 가능한 차원은 변의 

길이나 내각의 크기로 볼 수 있고, 가능한 차원

의 범위는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고려한 범위가 

될 것이다. 기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삼각형

의 변의 길이나 내각의 크기를 변형시켜보면, 이

러한 변화에 관계없이 삼각형의 세 중선의 교점

은 늘 한 점에서 만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

다. 이처럼 예 구성 활동에서 예 공간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이러한 변이(variation)를 고려하는 

이유는 변화 속에서 불변성이 상대적으로 더 부

각되어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변성은 모든 예들에서 공통적으로 내

재되어 있으므로 일반성을 띠고 있다. 즉 단순히 

하나의 예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적인 예

나 극단적인 예 등의 다양한 예들을 살펴봄으로

써 예 공간을 구조를 파악하게 되고, 이를 통해 

예들 사이에 내재되어 있는 수학적 구조를 학습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변이 속에서 불변성을 파악함으로

써 수학적 구조의 학습을 하게 되는 예 구성 활

동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각 내용 영역에서 실

제로 구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해석 영역의 함수

의 연속을 가르칠 때, Watson & Mason(2015)이 

제시한 다음과 같은 과제를 통해 함수의 연속이

라는 개념적인 지식을 도입할 수 있다.

한 점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를 

제시하여라.

앞서 제시한 것과 다른 함수를 제시하여라.

앞서 제시한 것과 다른 종류로 한 점에서만 불

연속인 함수를 제시하여라.

가능한 불연속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Watson & Mason, 2015, p. 50)?

위의 과제를 설계한 교사는 아마도 다음과 같

은 사고실험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학생들은 위

와 같은 과제를 접하게 되면 주어진 조건에 맞

는 함수의 예를 구성하기 시작할 것이다. 첫 질

문을 통해 학생은 자기 나름의 표현 방식으로 

한 점에서 불연속인 함수를 하나 구성할 것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에서 학생은 앞에 구성

한 예와 다른 예를 제시해야 하므로, 변할 수 있

는 요소들과 변할 수 없는 요소들을 고민할 것

이고, 변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변할 수 있

는지를 생각하게 된다. 마지막 질문에서 가능한 

불연속의 종류를 대답하고자 할 때, 자신이 구성

한 예들을 한 발 물러서서 살펴보면서 이들 사

이에 변할 수 없는 요소들을 통해 예들 사이의 

공통성, 일반성을 인식할 수 있고, 예들을 범주

화할 수 있다. 즉 위 과제에서는 단순히 학생들

이 국소적인 패턴을 찾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예 공간

의 구조를 인식하도록 돕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예들 사이에 내재되어 있는 함수의 연속의 정의

를 발견하도록 유도한다(Watson & Mason, 2015).

이는 언어를 통해 함수의 연속의 정의를 전달하

는 수업과는 명백히 다르다. 위와 같은 과제를 

활용한 수업은 학생들이 함수의 연속에 대한 수

학적 구조를 인식하도록 의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Watson & Mason(2015)은 ‘변화 가능한 차원’을 예들에 내재된 또는 예들을 관통하는 일반성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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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중학

교 확률과 통계 영역에서 대푯값을 가르칠 때,

Watson & Mason(2015)이 제시한 다음과 같은 과

제를 통해 세 대푯값의 성질을 학습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7개의 수로 이루어졌고, 최빈값 5, 중앙값 6, 평

균은 7인, 자료집합을 제시하여라.

제시한 자료집합을 최빈값 10, 중앙값 12, 평균

이 14가 되도록 변형하여라.

최빈값 8, 중앙값 9, 평균이 10이 되도록 다시 

변형하여라.

최빈값, 중앙값, 평균을 임의로 정하고 이들을 

대푯값으로 하는 5개의 수로 이루어진 자료집

합을 구성할 수 있는가?

최빈값, 중앙값, 평균을 임의로 정하고, 이들을 

대푯값으로 하는 자료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최

소인 경우는 언제이겠는가? 그 조건을 만족하

는 자료집합의 종류는 몇 가지이겠는가(Watson

& Mason, 2015, p. 175)?

위 과제에서는 학생들이 세 대푯값을 유지하

면서 자료집합이 변화할 수 있는 범위를 인식하

고 이를 통해 각 대푯값이 포착하는 자료집합의 

특성에 관하여 생각해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Watson & Mason, 2015). 즉 앞서 제시한 연속 

과제와 마찬가지로 자료집합을 다양하게 구성해 

나가면서 각 대푯값에 따라 그 범위가 제한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예들로부터 각 대푯값의 

고유한 특성을 알고 이들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수와 연산 영역에서도 Watson & Mason(2015)

이 제시한 다음 수업 사례를 통해, 예 구성 활동

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파라는 학생들이 두 자릿수 이상의 곱셈에 대한

예를 만들고, 그 계산 방법을 학급 전체에게 발

표하도록 하였다. 일부 학생들은 

× ××와 같이 각 자릿값을 확인하여

계산하는 관례에 따랐고, × ××와 

같이 피승수의 특징을 고려하여 계산하였다. 이

를테면, 앞의 예에서 피승수 을,   으

로 바꾸어 계산하였다. 파라는 이런 식으로 분

해하는 것을 각별히 칭찬하였다. 학생들이 곱셈

에 대한 분배법칙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융통

성 있는 방법으로 계산하고 암산도 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기 때문이다. 파라는 

이러한 새로운 계산의 예를 학급 전체와 공유

하였다. 한동안 이 문제를 다루지 않다가 2주 

후에 다시 다루었을 때, 자릿값에 따라 곱하기

보다 피승수의 특징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계산하는 학생들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파라가 각별히 관심을 보이고 강조한 덕분으로 

보인다(Watson & Mason, 2015, p. 54-55).

위 수업은 겉보기에 두 자릿수 이상의 곱셈에 

대한 예를 구성함으로써 자연수의 곱셈에 대한 

절차적인 지식을 학습하는 데에 주요 목표가 있

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단순히 수의 곱셈이라

는 절차적인 능숙함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

라, 예를 구성해가면서 절차적인 지식의 이면에 

있는 분배법칙이라는 수학적 구조에 주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Watson & Mason

(2015)은 예 구성 활동을 통해 절차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수학적 

구조를 학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해보면, 예 구성 활동에

서는 수학적인 예를 통해 변이 속에서 불변성을 

발견함으로써 수학적 구조를 학습하도록 의도하

고 있다. 앞서 제시한 사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

라 교육과정에서의 각 내용 영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으며, 단순히 언어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암묵적 영역에 있는 수학적 구조를 발견

하도록 도울 수 있다. 특히 파라의 수업과 같이 

겉보기에는 절차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예를 구성하고 그 이면에 있는 

구조를 반성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수학적 구조

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따라서 내용 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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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구성 활동은 암묵적 지식을 현시하는 것과 

같이 암묵적 영역에 있는 수학적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그 관련성이 깊다고 볼 수 있다.

3. 방법 : 구성, 반성, 상호작용

본 절에서는 예 구성 활동이 방법 면에서 암

묵적 지식을 현시하는 구체적인 하나의 수업 방

식이 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

저 수학적 구조의 교육 방법에 관한 선행 연구

를 살펴본 다음, 예 구성 활동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 수학적 구조를 교육하는 것이며, 이것이 어

떻게 암묵적 지식을 현시하는 방식이 될 수 있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수학교육에서 수학적 구조는 많이 강

조되어 왔지만, 수학적 구조를 가르치는 일은 결

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수학교육 현대화 운동이다. 학생들에게 구조를 

가르치고자 하였던 수학교육 현대화 운동은 구

조를 형식적인 공리적 체계로 직접 제시하는 방

식을 택하였고 결국 실패하였다(남진영, 2008a).

홍진곤(2000)은 이러한 실패의 원인을 대수적 구

조로 사고한다고 하여 곧바로 대수적 구조를 학

습자가 자신의 것으로 개념화할 수 없기 때문이

라고 보았다. 구조는 학습자의 수학적 경험과 사

고 양식으로부터 추상화, 일반화되어 구성되어야 

하며 이는 자신의 사고를 의식화, 주제화한 반성

(reflection)의 결과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홍진곤,

2000). 남진영(2008a)도 수학적 지식의 구조의 구

성은 학습자의 바깥에 있는 수학이 학습자의 마

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마음속

에서 일어나는 변화라고 보았다. 결국 수학적 구

조는 교사가 직접 언어를 통해 제시하여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사고 

과정을 반성하여 발견하고 깨달아야 학습이 가

능하다.

수학적 구조의 교육 방법에 관한 선행연구들

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학생들이 수학적 구조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를 발견하는 활동을 직접 

체험해야 하며(남진영, 2008a), 그러한 활동과 사

고 과정에 대한 반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홍

진곤, 2000). 예 구성 활동은 수학적 구조를 가르

치기 위한 위와 같은 교육 방법이 반영되어 있

다. 예 구성 활동의 방법 면에서의 특징은 다음

과 같으며, 이러한 특징을 통해 예 구성 활동을 

통해 암묵적 지식을 현시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첫째, 예 구성 활동은 학생들이 수학적 구조를 

발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구성적인 활동을 제

공한다. Watson & Mason(2015)은 수학적 지식은 

학생 개인이 소유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타인

에 의해 평가받기 전에 나름의 경험에 근거하여 

수학적으로 탐구하면서 창의적으로 예들을 다루

어보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와 마찬가지로 Polanyi는 개인적 지식을 강조하

면서 개인이 지식을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고(장상호, 1994), 남진영(2008a)은 암묵적 지식을 

개인적 지식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교과서에 있는 명시적 지식을 창의적으로 구성

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 이면에 있는 암묵

적 지식을 발견하도록 도와야 하며, 이를 암묵적 

지식을 현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수학적 구

조를 언어를 통해 명시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

니라, 수학적 대상을 학생 스스로 구성해봄으로

써 그 안에 내재된 암묵적 영역에 있는 수학적 

구조를 스스로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다. 암묵적 

영역에 있는 수학적 구조를 직접 제시하여 가르

칠 수 없다는 사실은 수학교육 현대화 운동에서 

이미 증명되었으며, 이는 학생이 직접 구조의 발

견을 경험함으로써 학습할 수 있다(남진영,

2008a). 예 구성 활동에서 학생들은 구체적인 예

를 직접 스스로 구성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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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구조가 발생하게 된 맥락을 체험할 수 있

다. 즉 예 구성 활동이 수학적 구조의 발견을 체

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예 구성 활동에서는 수학적 구조의 학습을 

위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수학적 대상을 구성

하고 내재된 구조를 발견하는 활동을 제공한다

는 점에서, 예 구성 활동은 암묵적 지식을 현시

할 때 필요한 구성 활동과 그 의미와 일맥상통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구성의 의미도 다양하기 때문에 Watson

& Mason(2015)이 말하는 구성의 의미와 남진영

(2008a)이 말하는 구성의 의미가 동일한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구성주의에서 수학은 독립적으

로 존재하는 객관적인 지식이 아니며, 개인이 주

관적으로 구성하거나 사회적으로 합의된 지식에 

불과하므로,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상태로 지식을 

구성하는 것이 허용된다(이경화, 1999). 남진영

(2008a)은 구성주의에서 무엇을 구성해야 할지에 

관해 불분명한 상태에서 구성주의를 그대로 수

학교육에 적용하는 것을 비판하였고, 수학적 지

식의 구성은 수학적 구조의 구성으로 나아가야 

하며 명시적 지식을 창의적으로 구성해보는 활

동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Watson & Mason(2015)도 기존의 구

성주의와 자신의 이론은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은 수학적 구조의 학습을 목표로 한 수학적 

구성을 중시하는 입장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남

진영(2008a)이 말하는 구성과 Watson & Mason

(2015)이 말하는 구성은 일반적인 구성주의에서 

말하는 구성의 의미와 다르며, 수학적인 대상을 

구성하면서 그 대상들의 이면에 있는 수학적 구

조의 구성을 목표로 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예 구성 활동에서는 학생이 자신의 학습 

결과를 반성해보도록 하여 예 공간의 구조를 파악

하도록 유도한다.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변화 

가능한 차원과 가능한 차원의 범위를 고려함으

로써 예 공간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Marton,

2006; Mason, Stephens, & Watson, 2009; Watson

& Mason, 2015). 학생들은 여러 예들을 살펴보면

서 자연스럽게 이들을 비교하게 되고, 이들의 공

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할 수 있다(Watson &

Mason, 2015). 즉 변하는 요소들 사이에서 변하

지 않는 요소들을 파악함으로써 예들 사이에서 

변하지 않는 일반성을 인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제시한 함수의 연속성에 관한 

과제의 마지막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학생들이 불

연속의 종류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구성물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반성 과정에서 불연속함수들의 변화 가능한 차

원과 그 범위를 인식할 수 있다. 변화 가능한 차

원의 예로는 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점의 좌표,

함숫값, 좌극한, 우극한 등이 있을 것이고, 함숫

값의 경우에는 변화 가능한 범위는 실수 범위 

내에서 좌극한, 우극한과 동시에 같지는 않은 범

위가 될 것이다. 변화하면서도 그 안에서 변하지 

않는 요소들을 통해 한 점에서 불연속 함수들,

더 나아가 연속 함수들을 범주화해가며 예 공간

의 구조를 구성해나갈 수 있다. 그리고 범주화를 

통해 한 점에서 연속인 함수의 개념 정의를 발

견할 수 있다.

예 구성 활동은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예들을 

학생들에게 구성해보도록 하면서 예들에 내재되

어 있는, 즉 예들의 이면에 있는 변화 가능한 차

원과 그 범위를 인식하고 변화 속에서 불변하는 

요소들을 발견함으로써, 예 공간의 구조를 구성

하면서 예들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예들 사이

에 내재된 수학적 구조를 구성해 나가도록 의도

하고 있다(Mason, Stephens, & Watson, 2009;

Watson & Mason, 2015; Watson & Shipman,

2008). 그리고 예 구성 활동을 통해 예 공간을 

탐구하여 서로 다른 요소들을 파악하고, 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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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확장하면서 예 공간의 구조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Watson & Mason, 2015). 이를 통해 수

학적 대상들 사이의 규칙성, 공통성, 일반성과 

같은 관계를 고려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특수한 

현상을 바라보는 안목과 사고방식이 변화할 수 

있다. 즉 예 구성 활동은 예의 구성을 통해 예 

공간의 구성으로 나아가고, 예 공간의 구성을 통

해 수학적 구조의 구성으로 나아가도록 의도하

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예 구성 활동에서 강조하는 반성의 과정은 암

묵적 지식의 습득 과정과 그 메커니즘이 동일하

다. 앞서 Polanyi는 암묵적 지식의 습득을 인식 

주체의 보조식과 초점식의 교대 작용으로 설명

하였음을 살펴보았다. 마찬가지로 예 구성 활동

에서 수학적 구조를 구성해가는 과정 또한 보조

식과 초점식의 교대 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앞서 제시했던 함수의 연속성에 관한 예 구성 

활동 과제를 살펴보면, 불연속 함수의 예를 단순

히 계속 구성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

능한 불연속의 종류를 질문하면서 자신이 구성

한 예들을 한 발 물러서서 반성해보도록 유도하

고 있다. 이 때, 초점식의 대상은 자신이 구성한 

예들이 되고, 이들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학습자

가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초점식의 이면

에는 변화 가능한 차원들과 그 범위, 연속에 대

한 막연한 개념 이미지 등이 보조식으로 작용한

다고 볼 수 있다. 반성적 사고를 통해 변화 가능

한 차원들과 그 범위를 초점식으로 인식하면서 

변이 속에서 불변하는 일반성, 공통성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제시한 예 구성 활동에

서 불연속 함수의 예들을 살펴보면서 함숫값과 

좌극한이 다른 경우,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경

우 등 불연속 함수에 대한 예 공간이 범주화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예들 사이의 변화 가

능한 차원들을 통해 그들을 범주화하면서 예 공

간의 구조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속

함수를 교과서와 같이 정의하게 된 맥락을 체험

하게 되고, 불연속 함수의 예들 이면에 있는 연

속함수에 대하여 높은 수준으로 이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해를 통해 특수한 예들을 보면서도 

그들을 전체로서 바라보게 되고, 함수의 연속성

에 대한 수학적 구조를 구성해나갈 수 있게 된

다. 그리고 이러한 연속함수에 대한 이해는 또 

다른 초점식에 대한 새로운 보조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예 구성 활동에서는 반성적 

사고를 자극함으로써 초점식과 보조식의 교대 

작용이 일어나며, 이를 통해 학습자가 암묵적 영

역에 있는 수학적 구조를 학습하도록 의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학습방법은 

바로 암묵적 지식을 현시할 때의 반성 과정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위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수학적 구조의 학습

을 위해 암묵적 지식의 현시자가 학생들의 반성

적 사고를 자극하듯이, 예 구성 활동에서도 자신

의 구성 결과를 반성하는 교사의 역할을 강조한

다. 학습자가 단지 과정을 수행했다고 해서 그 

과정 전체를 반성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

문에(홍진곤, 2000; Watson & Mason, 2015), 수학

적 구조의 학습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수학적 경

험과 사고 과정을 의식화, 주제화하는 반영적 추

상화와 같은 반성적 사고 과정을 거쳐야 하며

(홍진곤, 2000), 암묵적 지식의 현시자는 그러한 

반성적 사고를 자극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

다(남진영, 2008a). Watson & Mason(2015)도 학습

자가 수학적 구조를 학습하려면 직접 경험하고 

활동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학습을 반

성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예 구성 활동에서

는 학습자가 예들을 구성해본 다음 자신이 구성

한 예들을 돌이켜보도록 유도한다. 즉 예 구성 

활동에서 학생들의 반성적 사고를 자극하는 과

정은 암묵적 지식을 습득하는 초점식과 보조식

의 교대작용과 그 메커니즘이 동일하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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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셋째, 예 구성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수학적 지

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활발한 사회

적 상호작용을 강조한다(Watson & Mason, 2015;

박진형, 김동원, 2016). 학생이 수학적 지식을 소

유하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위기

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수용적인 분위기 속

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Watson & Mason, 2015). Watson & Mason

(2015)은 예를 구성하는 능력은 교사가 명시적으

로 강요함으로써가 아니라, 서로 공유하고 공적

으로 논의하면서 향상될 수 있다고 하였다. 앞서 

제시한 파라의 수업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며, 새

로운 계산의 예를 만든 학생이 자신의 예를 학

급 전체와 공유하면서 학생들의 예 구성 능력이 

향상되고 보다 창의적인 예 구성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다. Cobb, Wood & Yackel(1993)은 학생

들의 사고가 존중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

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교실의 사회적 규범이 

정립되었을 때,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

난다고 하였다. Mason(2000)은 학생들이 수학을 

학습할 때에는 학생이 미숙하더라도 나름대로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보다는 상호 존중하는 수용적인 분위기가 필요

하다고 하였다. 만약 예 구성 활동에서 학생들이 

구성한 예에 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위

기가 조성된다면, 학생들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함부로 예를 구성하지 못할 것이고, 예를 구성한

다거나 그 이면에 있는 구조를 발견했다고 해도 

이를 교사나 다른 학생들과 함께 공유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예 구성 활동이 원활히 일어나기 

위해서는 활발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호 존중하는 수용적인 분위기

가 조성되어야 한다.

Polanyi는 암묵적 지식의 학습을 위해서는 개

인의 ‘발견의 열정’뿐만 아니라 ‘설득의 열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남진영, 2008a). Polanyi는 지

식을 이해한다는 것은 보편적 타당성을 주장하

는 책임이 뒤따른다고 보았으며, 이를 ‘설득의 

열정’이라고 하였다(남진영, 2008a). 이는 교사뿐

만 아니라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학생들도 자신

이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교사나 다른 학생

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이 발견한 사실을 설

득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Polanyi는 그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암묵적 지식의 학습이 원활히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예 구

성 활동은 암묵적 지식의 현시와 일맥상통한다

고 볼 수 있다.

위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예 구성 활동의 주요 

교육 방법을 구성 활동, 활동에 대한 반성, 사회

적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암묵적 지

식을 현시하는 방법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

다. 예 구성 활동은 방법 면에서 암묵적 지식을 

현시하는 구체적인 하나의 수업 방식으로 볼 수 

있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암묵적 지식의 현시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예 구성 활동이 그 목표,

내용, 방법 면에서 암묵적 지식을 현시하는 한 

가지 구체적인 수업 방식이 될 수 있음을 보이

고자 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예 구성 활동을 통한 암묵적 지식의 현

시는 수학적 구조의 학습을 목표로 한다. 예 구

성 활동에서 학생들이 구성한 특수한 예들을 전

체 집합을 이루고 있는 대상들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특수한 예들에 내재된 관계 및 일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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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면서 예들이 속해 있는 전체 집합인 예 

공간의 구조를 인식하게 되고, 이를 통해 수학적 

구조를 학습하게 된다. 암묵적 지식을 현시하는 

것 또한 수학적 구조의 학습에 그 목표를 두고 

있으므로, 목표 면에서 예 구성 활동은 암묵적 

지식을 현시하는 한 가지 수업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예 구성 활동을 통한 암묵적 지식의 현

시는 예를 통해 변이 속에서 불변적인 요소를 

인식함으로써, 각 내용 영역에서 암묵적 영역에 

있는 수학적 구조를 교육하고자 한다. 구성한 예

들의 변화 가능한 차원과 가능한 차원의 범위를 

고려하여 변이 속에서도 불변성을 인식함으로써 

모종의 일반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예 구

성 활동은 각 내용 영역에서 수학적 구조를 학

습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내용 면에서

도 예 구성 활동은 암묵적 지식의 현시와 일맥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내용 면에서 예 

구성 활동은 암묵적 지식을 현시하는 한 가지 

수업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예 구성 활동을 통한 암묵적 지식의 현

시는 명시적 지식을 창의적으로 구성해보는 활

동, 활동에 대한 반성 과정,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암묵적 영역에 있는 수학적 구조를 교육하

고자 한다. 예 구성 활동은 암묵적 지식을 현시

하는 과정에서 의미하는 구성 활동, 초점식과 보

조식의 교대 작용, 사회적 상호작용과 그 의미가 

일맥상통하므로, 방법 면에서도 예 구성 활동은 

암묵적 지식을 현시하는 것과 그 관련성이 깊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방법 면에서 예 구성 활

동은 암묵적 지식을 현시하는 한 가지 수업 방

식으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예 구성 활동이 그 목표, 내용, 방

법 면에서 수학적 구조의 학습을 위해 남진영

(2008a)이 제시하였던 암묵적 지식의 현시와 그 

의미가 일맥상통함을 보였다. 따라서 예 구성 활

동이 수학적 구조의 학습을 위해 암묵적 지식을 

현시하는 한 가지 구체적인 수업 방식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수학적 구조

의 학습을 목표로 하면서 암묵적 지식을 현시하

기 위해 예 구성 활동을 한 가지 수업 방식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Watson & Mason(2015)

은 예 구성 활동을 할 때, 과제를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사가 어떻게 수업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예 구성 활동을 통해 암묵적 지식을 현시하

고자 할 때, 실제 수업이 수학적 구조의 학습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 구성 활동을 통한 

암묵적 지식의 현시가 실제 수업에서 이루어지

는지에 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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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Manifestation of Tacit Knowledge

through Exemplification

Lee, Keun-Bum (Wolgye High School)

Lee, Kyeong-Hwa (Seoul National University)

Nam(2008a) suggested that the role of teacher

for helping students to learn mathematical

structures should be the manifestor of tacit

knowledge. But there have been lack of researches

on embodying the manifestation of tacit knowledge.

This study embodies the manifestation of tacit

knowledge by showing that exemplification is one

way of manifestation of tacit knowledge in terms

of goal, contents, and method. First, the goal of

the manifestation of tacit knowledge through

exemplification is helping students to learn

mathematical structures. Second, the manifestation

of tacit knowledge through exemplification intends

to teach students mathematical structures in the

tacit dimension by perceiving invariance in the

midst of change. Third, the manifestation of tacit

knowledge through exemplification intends to teach

students mathematical structures in the tacit

dimension by constructing explicit knowledge

creatively, reflection on constructive activity and

social interaction. In conclusion, exemplification

could be seen one way of embodying the

manifestation of tacit knowledge in terms of goal,

contents, and method.

* Key Words : manifestation of tacit knowledge(암묵적 지식의 현시), exemplification(예 구성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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