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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경력과 지식을 지닌 교사와 연구자로 구성된 교사연구공동체의 과제설계를 통해, 도함수 활용

에서 고등학교 인문계열 2학년 학생에 대한 교사 지식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닌

학생에 대한 지식의 차이는 과제 해결 경로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 둘째, 과제 해결 경로에 대한 검토를 거쳐 합의

에 이르는 과정은 교사 지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교사와 연구자는 각각 선행연구와 경험에 근거한 지식을 공유함으로

써 지식의 변화를 이끌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교사교육에 있어 교사와 연구자 공동학습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change of teacher knowledge through task design in the teacher-researcher

community focused on knowledge of students in the area of derivatives application. The following subjects were

studied. First, we have analyzed the focus of the discussion related to teacher knowledge of students within the

teacher-researcher community. Second, we have analyzed the change of teacher knowledge of students according

to the focu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ommunity member’ different knowledge of students

led the discussion on the task solving paths. The main focus of the discussion was the possibility in inducing

responses and motivation. Second, the process of reviewing and evaluating task solving paths and reaching

consensus led the improvement of teacher knowledge. Teachers and researchers led changes of teacher knowledge

by sharing the knowledge based on previous research and experience, respectively. This ultimately shows the

necessity of co-learning between teachers and researchers in teach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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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수학 학습에서 과제가 학생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

는 핵심 자료의 역할을 하며, 학생의 수준에 적절한 과제

가 제공되어야 함은 그동안 많은 수학교육 연구자들에

의해 밝혀져 왔다(Grouws et al., 2013; Stein, Grove, &

Henningsen, 1996). 그런데, 과제를 설계하는 교사들이 지

니는 학생의 이해수준과 반응에 대한 지식에 차이가 존

재하며, 지식의 차이는 가설학습경로에 대한 교사의 사고

실험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과제 설계에 반영된다

(Hill, Ball, & Schilling, 2008; Remillard, 1999; Simon &

Tzur, 2004). 이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적절한 과제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지식과 전문성이

향상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동안 과제 설

계에서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논의는 주로 교사의 내용

지식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 졌으며, 학생에 대한 교사 지

식과 관련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Peng &

Luo, 2009; Pino-Fan, Godino, & Font, 2018). 이러한 한

계점을 개선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과제 설계 시

요구되는 학생에 대한 교사 지식에 초점을 맞추어, 교사

지식에 따른 과제 설계의 변화 및 과제 설계를 통한 교

사의 지식 향상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Edwards(2001)와 Zaslavsky & Leikin(1999, 2004) 등

의 선행연구에서는 교사 지식의 변화와 전문성 신장이

교사 개인의 활동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속한 공동체 내의 상호작용에 의해 중재되어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는 사회문화적 관점에 따른 것으로, 교사의 변

화를 연구하는 분석 단위가 그 과정과 맥락을 포함하는

단위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

회문화적 관점을 받아들여, 교사연구공동체의 과제 설계

과정에서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조정되면

서 과제가 설계되어 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사의

지식이 어떻게 다시 변화되어 가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교사연구공동체의 과제 설계 과정에 대한 분석은 그동안

주로 연구되어 온 설계된 과제 활용 중심의 교사 전문성

신장 논의(Boston & Smith, 2011; Swan, 2007)와 차별화

되는 것으로, 과제 설계 과정에서 교사 지식이 어떻게 활

성화되고 성장하는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도함수의 활용은 학생들이 많은 오개념과 오류를

갖고 있는 내용 영역이다(Asiala, Cottrill, Dubinsky, &

Schwingendorf, 1997; Gür & Barak, 2007; Tall, 1992).

교사들은 도함수의 활용을 학습하게 되는 고등학교 인문

계열 2학년 학생 수준에 맞추어 의미 있는 도함수 학습

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갖는다. 이로 인해, 도함수의 활

용 영역에서 학생, 특히 고등학교 인문계열 2학년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지식은 학생에 적합한 과제를 설계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위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선정한 구체적인 연

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교사연구공동체에서의 과제 설계

를 통해, 도함수 활용 영역에서 고등학교 인문계열 2학년

학생에 대한 교사 지식의 변화를 살펴본다.

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도함수 영역에서 고등학교 2학년 인문

계열 학생들의 인지적, 정의적 특징에 대한 교사연구공동

체 구성원 간 지식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과제 설계 과

정에서의 논의 및 논의 과정에서 변화해 가는 교사의 지

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장에서는 첫째, 과

제 설계의 토대가 되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지식을 검토

한 뒤, 지식을 토대로 구성되는 과제 해결 경로와 과제

설계 과정을 살펴본다. 둘째, 도함수의 활용에 대한 학생

지식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셋째,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학생의 오개념과 잘못된 개념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의 유형으로 예 구성과 그래프 해석 활동의 의

미와 특징을 살펴본다.

1. 교사 지식과 과제설계

교수를 위한 과제 설계 시 해당 영역에 대한 교사 지

식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대해 Ball, Thames, &

Phelps(2008)은 교사에게 요구되는 지식을 범주화한 바

있다. Shulman(1986)의 모델을 정교화한 Ball 외(2008, p.

403)의 모델은 교사 지식을 구성하는 부분 지식으로 교수

학적 내용지식을 제안하며, 그 중 하나로 교수 내용 및

학생에 대한 지식을 제시한다([Fig.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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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omain map for mathematical knowledge for

teaching(Ball et al., 2008, p. 403)

학생에 대한 지식은 특정 영역에서 과제에 대한 학생

들의 예상 반응에 초점을 두며, 오개념1)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다(Hill et al., 2008; Peng & Luo, 2009). 교사는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에서 학생들이 어떤 어려움을 갖는

지 알아야 한다. 나아가, 과제에 대한 학생의 해결전략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오개념 뿐 아니라 과제에 대한

학생의 예상 반응을 생각할 수 있을 때, 학생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과제를 해결하고 수학적 개념을 발전시켜

나가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Hill et al., 2008; Pino-Fan

et al., 2018).

Pino-Fan 외(2018)는 학생에 대한 교사 지식을 학생의

인지적 측면뿐 아니라 정의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

다. 인지적 측면이 학생들의 오개념과 과제 해결전략을

포함한다면, 정의적 측면은 학생의 감정적, 태도적인 측면

을 포함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어떤 과제에 대하여 인지

적, 정의적으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특히, 어떤 것을

쉽다고 또는 어렵다고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 예상하는

것이 필요하다(Sullivan, Clarke, & Clarke, 2016). 위 내

용을 종합하면, 학생에 대한 교사 지식은 학생의 인지적

측면으로서 오개념과 과제에 대한 예상 반응, 그리고 정

의적 측면으로서 과제에 대한 학생의 감정으로 구성된다.

Sullivan 외(2016, p. 10)는 학생에 대한 교사 지식을

과제 설계와 연결 지어 설명하였다. 이들은 교사의 과제

설계 시 학생들이 어떻게 과제를 대하는지 고려하는 것

이 필요하며, 학생들의 인지적 참여와 정의적 참여를 모

1) 학생의 오개념이란 특정 맥락에서 유용했던 학생의 인지구조의

일부가 새로운 문제 상황이나 더 넓어진 맥락에서 부적합해지는

지식을 일컫는다(Lee & Kim, 2002, p. 118).

두 촉진하는 과제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나아가 설계 방안으로 학습지원을 위한 발문과 학습 확

장을 위한 발문을 제시하였다. 특히, 학습지원을 위한 발

문으로 해결 단계의 수 줄이기, 결과 표현 방법을 단순화

하기, 더 구체적인 과제로 바꾸기, 더 작은 수를 다루는

과제로 바꾸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Sullivan 외

(2016)의 주장은 Stein 외(1996)의 관점과 이어지는데,

Stein 외(1996)는 수학 과제가 수학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식에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그 지식을 드러낸다고 하

였다. 즉, 설계된 과제는 교사의 지식이 반영된 결과물이

며, 설계된 과제를 통해 교사의 지식을 분석할 수 있다.

한편, 과제를 이용한 수업 설계 시에는 가설학습경로의

구성이 요구된다. 가설학습경로는 학습 목표, 목표한 학습

을 촉진하는 데 사용되는 과제, 과제 해결 과정에 대한

가설로 구성된다(Simon, 1995; Simon & Tzur, 2004). 이

때, 학습 목표는 과제와 과제 해결 경로를 결정짓는 요소

가 되며, 과제와 과제 해결 경로에 대한 가설은 서로 연

결되어 있다. 과제 설계를 위해서는 설정된 목표를 토대

로, 과제 해결 경로에 대한 가설에 기반하여 과제를 설계

하고 다시 설계된 과제를 바탕으로 과제 해결 경로에 대

한 가설을 형성하는 과정이 반복된다(Simon & Tzur,

2004).

위의 논의를 종합하여 과제 설계 과정과 과제 설계 과

정에서 요구되는 학생에 대한 교사 지식을 [Fig. 2]와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Fig. 2]는 교사의 과제 설계에 학생

에 대한 교사 지식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보여준다. 더불

어, 과제에 대한 과제 해결 경로를 구성함으로써 학생에

대한 교사 지식이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위에서 살펴본 학생에 대한 지식과 과제의 설계

는 수학의 각 영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Hill et al,

2008; Simon & Tzur, 2004). 과제는 특정한 수학적 개념

에 대한 학습을 신장시키는 도구로, 교사는 과제 설계 시

특정 영역에 대한 학생의 해결 과정을 예측하고 해당 영

역에서 학생의 인지적, 정의적 측면에 대한 지식을 가져

야 한다. 본 연구는 도함수 활용 영역을 토대로 하는바,

다음 절에서는 도함수의 활용과 관련된 학생들의 내용

지식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2. 학생의 도함수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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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eacher's knowledge of student required to design tasks and to make hypothesis about task solving paths

학생들이 도함수에 대해 갖는 이해의 특징적인 측면을

분석한 연구는 주로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느끼는 어

려움과 오개념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선행연구는 그

원인을 함께 언급하고 있는데, 주로 대수식 중심의 학습

으로 인해 발생한 개념 이미지2)를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

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Asiala et al(1997). Orhun(2012) 등의 선행연구

에서는 학생들이 도함수 학습 시 그래프 해석의 어려움

을 갖는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래프 해석 시 어려움을

느끼는 원인에 대해, 함수 영역 학습 시 주로 대수식을

다루고 그래프를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도함수의 개념

이미지가 식으로 제시된다는 점을 지적한다(Orton, 1983;

Vinner & Dreyfus, 1989). 이에 대해, Orhun(2012)는 함

수 학습에서 그래프 해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

큼, 도함수 학습에서도 그래프 해석에 대한 학습이 이루

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미적분 개념을 처음 접할

때 비형식적, 수치적, 그래프적 탐구를 포함해야 함을 강

조하였다.

둘째, Jeon, Shin(2016), Shim, Choi(2009) 등의 선행연

구에서는 학생들이 도함수 학습 시 극값의 개념을 미분

가능한 함수의 성질과 혼동하는 오개념을 갖는다고 지적

한다. 함수식 ′   을 만족하는 값에서 함수가 극

값을 갖는다는 오개념을 갖는 것이다. 이는 극값의 개념

에 주목하기보다, 대수식을 이용한 미분가능한 함수의 성

질에 주목하여 극값을 절차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을 보여

준다. 이러한 잘못된 개념 이미지에 대한 원인 역시 함수

학습 시 대수식을 주로 다루는 데 기인한다. 이에 대해,

Jeon, Shin(2016)은 미분 불가능한 함수의 예를 통해 함

2) Vinner는 수학의 형식적인 정의를 개념 정의로, 마음속에 연상되

는 비언어적 실체를 개념 이미지로 정의하였다(as cited in

Chong, 2011, p. 138). 개념 이미지는 시각적 표현일 수도 있고,

인상이나 경험의 집합일 수도 있다(Chong, 2011, p. 138). 잘못된

개념 이미지는 오개념의 원인이 된다(Park, 2011, p. 268).

수를 해석해보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도함수 영역과 관련한 위의 두 가지 사례 외에,

Movshovitz-Hadar, Inbar, Zaslavsky(1986)와

Movshovitz-Hadar, Zaslavsky(1987) 등의 선행연구에서

는 학생들이 수학 학습 시 갖는 일반적인 오개념과 오류

를 제시한 바 있다. 이들에 따르면, 학생들은 대부분 조건

을 주의 깊게 고려하지 않고 정리를 적용하려고 함으로

써 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갖

는다.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 오류는 도함수 영역에서도

관찰되는데, Kye, Ha(2010)는 학생들이 도함수 관련 정리

의 활용 시 조건을 간과하는 오류가 발생함을 지적한 바

있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Watson, Mason(2005)은

예 구성 활동을 통해 수학적 문장의 조건과 그 정리의

중요성을 깨닫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도함수에 대한 학생의 지식이

그래프보다 대수식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정확한 개념이 아닌 대수식에 의

존한 잘못된 개념 이미지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정리를 구성하는 조건에 대한 간과가 도함수 성질을

제시하는 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방해하고, 잘못된

개념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Lauten, Graham, Ferrini-Mundy(1994)는 학생들에게 제

공되는 활동의 제한점들이 학생들의 개념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교사는 학생들의 오개념과 그

원인을 알고, 이의 개선을 위한 과제를 개발해야 할 것이

다(Peng & Luo, 2009; Tirosh, 2000).

3. 예 구성하기와 그래프 해석하기

위에서의 논의로부터, 도함수 영역에서 학생들이 갖는

오개념 및 잘못된 개념 이미지의 원인 중 하나로 대수

중심의 학습 및 정리에 제시된 조건의 간과를 들 수 있

다. 이에 따르면, 오개념과 잘못된 개념 이미지 개선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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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도함수 학습 시 그래프를 도입하고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도함수의 예를 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Jeon & Shin, 2016; Orhun, 2012; Watson & Mason,

2005). 구체적으로, 그래프 해석과 예 구성 활동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래프 해석 활동은 함수 학습의 초점을 대수 중심의

양적, 절차적인 논의로부터 그래프에 제시된 상황을 파악

하고 표현하는 질적, 개념적인 논의로 이동시킨다(Kim et

al., 2007; Leinhardt, Zaslavsky, & Stein, 1990). 예를 들

어, Leinhardt 외(1990)는 학생들이 그래프 해석 활동을

통해 그래프의 형태, 증가와 감소구간, 극단적인 증가와

감소구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도함수에서도

학생들은 도함수 식을 구하는 대수적 활동에서 벗어나

도함수 그래프를 해석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도함수에 대

한 대수 중심의 개념 이미지에서 벗어나게 된다.

여러 선행연구(Aydin, 2014; Dahlberg & Housman,

1997; Meehan, 2007)는 예 구성 활동을 통해 오개념과 잘

못된 개념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때, 예

구성 활동이란 제시된 조건을 만족하는 예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Watson & Mason, 2005).

Watson, Mason(2005)은 극단적인 예 구성을 통해 이전

의 잘못된 생각을 깨닫는다고 하였다. 또한, Hazzan,

Zazkis(1999)는 예 구성 활동을 통해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진행되는 알고리즘의 수행에서 벗어나 개념의

성질에 주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학생들은 예 구성

활동을 통해 알고리즘의 단순 획득보다 높은 수준의 수

학적 사고를 하게 되며(Meehan, 2007), 개념에 대한 잘못

되고 불완전한 이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예 구성 활동은 정리의 성립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있

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Watson & Mason, 2005). 예를

들어, ‘한 쌍의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과 ‘한 쌍의 변의

길이가 같고 한 쌍의 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각각 만족하

는 서로 다른 예를 구성해 봄으로써 등변사다리꼴이 되

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Liz 외

(2006)는 학생들이 예 구성을 통해 조작 가능한 변수의

범위를 알게 됨을 덧붙였다. 예컨대, 위의 등변사다리꼴이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서 ‘한 쌍의 변의 길이’의 경우,

예 구성 활동을 통해 길이 자체는 조작이 가능한 변수이

나 길이의 동등성은 조작 불가능함을 알게 되는 것이다.

즉, 학생들은 예 구성 활동을 통해 조건의 필요성을 앎과

동시에 조건에 포함된 정확한 범위를 이해하게 된다.

위의 논의를 토대로, 그래프 해석과 예 구성 활동이 학

생들의 오개념 개선과 정리의 정확한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해당 활동을 한다고 하여

위의 장점들이 항상 발현되는 것은 아니다. Watson,

Mason(2005)이 언급한 바 있듯이, 교사는 세부적인 의도

를 가지고 예 구성하기 과제를 활용해야 한다. 교사는 해

당 활동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파

악하고 있어야 하며, 동일한 활동을 요구할지라도 학생

수준에 따라 과제의 구체성 등이 달라져야 함을 알아야

한다. 말하자면, 예 구성하기와 그래프 해석하기 과제의

설계 시 설계 의도에 맞는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

사가 학생들의 학습 수준과 예상 반응에 대한 지식을 가

지고 있어야 한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구성주의 철학에 연구방법의 토대를 둔다.

Creswell(2013)에 따르면, 구성주의적 접근에서 의미 생성

은 사회적이며 인간 공동체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

다. 이로 인해 구성주의적 접근을 하는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를 추구하며, 연구자는 현장 수집 자료를 해석하고

의미를 구성한다. 질적 연구의 하나인 사례연구는 자연스

러운 맥락에서 드러나는 특정한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얻기 위해 연구로, 결론보다는 과정에, 특정의 변

수보다는 맥락에, 확증보다는 발견에 관심을 둔다(Woo

et al., 2014).

본 연구는 교사연구공동체를 이용한 교사교육에 사회

문화적 관점을 적용한 것으로, 분석 대상은 교사연구공동

체 내의 논의 과정이다. 논의 과정에서 공동체가 갖는 특

징으로서 구성원 간 과제의 검토와 평가, 그리고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지는 측면이 존재하는데, 이때 과제 설계의

토대가 된 학생에 대한 지식에 초점을 두고 검토하면서

교사 지식이 변화하는 부분을 확인하고자 한다. 즉, 논의

의 결과, 변수, 확증보다 과정, 맥락, 발견에 관심을 두고

자 하는 본 연구는, 교사연구공동체 내 논의 과정에 대한

해석을 위해 사례연구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교사가 상호협력하면서 과제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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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하고 실행한 후 성찰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진

연구자-교사 공동체 활동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1. 연구 참여자

교사연구공동체의 참여자는 총 8명으로, 교사 5명과 연

구자 3명으로 구성된다. 각 교사들과 연구자들의 경력은

[Table 1]과 같다. 이들 중 T4는 설계된 과제를 이용하여

직접 수업을 하였으며, 교사연구공동체 내 논의를 종합하

여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T4가 구체

적인 과제를 제시하긴 하나, 제시된 과제는 공동체 내 논

의를 거쳐 설계된 것으로, T4 개인이 아닌 공동체 내 교

사들의 합의된 지식이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Participants career Participants career

T1 10 years T5 2 years

T2 4 years R1 doctoral
degree

T3 4 years R2
the master's
course

T4 3 years R3 the master's
course

[Table 1] Participants of the teacher-researcher community

교사연구공동체에서의 과제 설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각 교사의 사전 지식은 서면 인터뷰 등의 방법으로 수집

되었다. 교사연구공동체에 속한 교사들의 도함수 활용에

대한 교과 내용 지식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학생들의 오

개념에 대해서도 공통된 지식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일

반적인 고등학교 2학년 인문계열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정의적 태도가 긍정적이지 않고, 인지적 수준이 낮다는

데 공통된 지식을 갖고 있었다. 다만, 이후의 연구결과에

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의 구체적인 과제 해결 경로 및

동기유발과 관련한 초기 지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2. 연구 맥락

본 연구의 맥락이 되는 교사연구공동체는 교사와 연구

자의 공동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3년 프로젝트 중 3년 차

에 해당한다. 교사연구공동체 내에서 교사와 연구자는 각

각 다음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첫째, 연구자는 국내외 문헌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협

의회에 참석하였으며, 교사가 제시한 이슈와 관련되거나

이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문헌을 소개하였다. 문

헌 검토 내용은 일상어나 이해하기 편한 언어로 공유하

여 교사가 관련 연구를 충분히 이해하고 교육 연구의 결

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교사는 내러티브를 통해 일상어 또는 기존의 언

어습관에 따라 논점을 제시하였으며, 연구자는 교사가 제

시한 논점과 문헌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

들이 논점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연구자는

국내외 문헌에서 논점을 도출하기보다 교사가 제시한 이

슈를 바탕으로 문헌을 선택하고 교육 연구의 결과로 교

사가 제시한 논점에 대해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셋째, 연구자는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을 공유

할 때, 암묵적으로 남아있는 자신의 교수학적 변환 과정

을 스스로 의식화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넷째, 연구자와 교사는 각각 이론과 실제로부터 논점을

도출하여 공유하였으며, 논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

색하는 데 기회와 책임을 동등하게 가지고자 노력하였다.

다섯째, 연구자와 교사는 도함수 활용의 교수학적 변환

방법을 개선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측면들을 일상어와

학술어로 충분히 논의하여 개선방향에 대한 합의를 도출

하였다. 특히, 학생 반응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교수학적으

로 정당화하고, 설계된 과제의 적절성과 수업의 효과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공동체 활동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교사연구공동체 내의 교사와

연구자가 학생에 대한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교사들은 주로 경험 기반 접근을 하며, 연구자

는 연구 기반 접근을 한다. 이러한 지식 구성과정의 차이

는 공동체 내 논의 과정에서 교사와 연구자의 역할을 구

분 지으면서 과제 설계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교사연구

공동체 내에서 구체적인 과제 설계와 이에 대한 일차적

인 평가는 주로 교사들이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연구

자들이 선행연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시하는 조언

은 교사들에게 과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검토하고 수정하

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과제 설계 과정

에서 학생에 대한 교사 지식의 변화와 향상을 이끄는 원

동력은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진 동료 교사뿐 아니라 여러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 경험을 가진 연구자들과의 논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연구공동체의 구체적인 과제 설계 과정은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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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ask design process through discussion within the teacher-researcher community

과 같다. 이는 [Fig. 2]에 제시된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식

과 과제 해결 경로를 포함한 과제 설계의 과정을 교사연

구공동체로 확장한 것으로, 공동체 내 논의를 통한 과제

해결경로에 대한 검토와 과제 수정의 반복적인 과정이

추가된다. 말하자면, [Fig. 3]은 공동체 내 논의를 통한 과

제 설계 과정임과 동시에, 과제 설계의 바탕이 되는 교사

지식(Hill et al., 2008; Pino-Fan et al., 2018; Simon,

1995; Stein et al., 1996)이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에 따라 자료 분석의 초점은 개인이 아닌 교사연구공동

체 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과제 설계 과정이 된다.

[Fig. 3]의 첫 번째 단계는 과제 설계의 목표를 선정하

는 단계이다. 선정된 목표는 과제 구성의 방향을 결정짓

게 된다. 두 번째 단계는 선정된 목표를 토대로 과제가

제안되고 수정되는 과정이다. 교사연구공동체 내 논의를

통해 과제가 제안, 수정된다. 마지막 단계는 논의를 통해

과제가 최종 설계되는 단계이다. 이들 세 단계 중 교사

지식의 변화가 나타나는 단계는 두 번째 단계로, [Fig. 3]

의 교사연구공동체 내 논의를 통해 과제를 수정, 보완하

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학생의 인지적, 정의적 측면

에 대한 교사 지식의 구체적인 변화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에 대한 지식은 학생들이 갖는 오개념, 학습

수준, 동기가 부여되는 과제 유형에 대해 공동체 구성원

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의미한다. 이때, 공동체 구성원들

이 갖고 있는 지식은 서로 다른데, 학생에 대한 지식의

차이는 동일한 과제에 대한 서로 다른 과제 해결 경로의

구성을 초래한다. 과제 해결 경로의 차이는 다양한 초점

에 대한 교사연구공동체 내 논의를 이끌며, 논의에서는

과제의 구체성, 학생의 동기부여 가능성 등에 대해 구성

원 간 구체적인 평가와 의견교환이 이루어진다. 이때, 연

구자는 관련 분야의 선행연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논의에 참여하며, 교사는 실제 교수 경험 및 연구자들이

제시하는 선행연구를 교사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에 참여한다. 공동체 내 논의 과정에서는

과제 설계 방향, 나아가 과제 설계의 토대가 되는 학생에

대한 지식을 함께 검토하고 평가하며, 궁극적으로 새로운

합의를 이루게 된다.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과제를 다른 관점으로 평가하고 학생의 수준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과정은 교사 지식의 변화를 이끈다. 공동체 내

합의의 결과는 새로운 과제의 제안 혹은 제안된 과제의

세부적인 수정으로 나타난다.

[Fig. 3]의 순환 과정은 여러 번에 걸쳐 발생한다. 여러

번의 논의를 통해 과제 세부 사항이 수정되며, 그 과정에

서 학생들이 지닌 오개념, 학습 수준, 과제해결전략 등에

대한 구성원 간 지식의 차이가 논의를 이끈다. 구성원 간

지식의 차이로 인한 과제 해결 경로의 차이가 과제 점검

의 계기가 되었다면, 과제 점검이 진행되는 논의는 과제

설계를 위한 교사 지식의 변화와 과제 해결 경로의 변화

및 이들 간의 순환성을 자극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는

Zaslavsky, Leikin(2004)이 공동체 내 반성의 기회가 전문

성 향상을 이끈다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3. 자료 수집과 분석

본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료

출처의 다양화가 필요하다(Creswell, 2013). 이를 위해 첫

째, 교사연구공동체의 전 회의 과정을 녹음한 뒤 모두 전

사한다. 교사연구공동체 회의 및 과제 설계는 2018년에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일정은 [Table 2]와 같다.

date topics

1st(7.30) topic selection for task design

2nd(8.16)
determine task types, the method of
activity, and timing of introduction

3rd(8.26) discussion of designed tasks 1

4th(8.26) discussion of designed tasks 2

5th(8.31) discussion of designed tasks 3

6th(9.2) discussion of designed tasks 4

[Table 2] Meeting date and top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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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연구공동체에서 논의된 영역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데 필요한 함수의 증가감소, 극대극소 관련 영역

이다. 실제로 각각 50분씩 진행되는 총 4차시 분량의 수

업을 위한 과제를 설계하였다. 과제는 고등학교 2학년 인

문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때, 교사는 T1, T2 등

으로, 연구자는 R1, R2 등으로 기록한다. 전사 번호는 ‘회

의 순서-발언 순서’로 기록한다. 예를 들어, T1이 네 번

째 회의에서 204번째로 ‘그래프로 그려보는 건 어때요?’라

는 발언을 했다면, ‘4-204 T1: 그래프도 그려보는 건 어

때요?’로 전사한다. 둘째, 회의에서 논의된 설계되는 과정

중의 과제를 모두 수합한 뒤 스캔한다. [Table 2]에서 알

수 있듯이, 구체적으로 설계된 과제는 세 번째 회의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으며 이후 논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수정되었다. 초기에 제시된 과제와 수정된 과제, 최종 과

제 모두 수합하여 스캔한다. 셋째, 회의 자료로 제공된 고

등학교 교과서와 논문 등의 자료를 수합하여 스캔하다.

넷째, 회의 과정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필기한 자료를

수합하여 스캔한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녹음한 회

의 전사자료, 회의 중 제안 및 수정된 모든 과제, 회의 자

료로 제공된 교과서와 논문, 회의 중 구성원들이 필기한

자료로 자료 수집의 출처를 다양화하였다.

위와 같이 수합한 자료를 선행연구(Creswell, 2013;

Woo et al., 2014)에서 제시하는 사례분석 절차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첫째, 모든 자료를 읽고 확인한다.

둘째, Saldaῇa(2012, pp. 142-144)의 총체적 코딩 전략을

활용하여 교사연구공동체 내 논점을 확인한다. 이때, 총체

적 코딩 전략이란 자료에서 드러나는 주제 혹은 이슈를

이해하기 위해 자료를 하나의 전체로서 통합하여 분석하

는 방법을 의미한다. 셋째, 도출한 논점을 중심으로 교사

연구공동체 내의 논의를 검토한다. 하나의 논점 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Fig. 3]에 근거하여 분석한다.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료 출처의

다양화 외에 분석 과정에 대한 풍부한 서술을 제시한다

(Creswell, 2013). 또한, 동료 보고와 연구 참여자 보고를

실시한다(Woo et al., 2014). 해석 결과에 대해 의견이 불

일치하는 부분은 녹음 자료 재검토, 동료 혹은 연구 참여

자와의 논의 후 해석 결과에 대한 합의를 거쳐 조정한다.

Ⅳ. 결과 분석 및 논의

본 연구에서 설계된 과제는 고등학교 인문계열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교사들은 일반 고등학교 인문계열

2학년 학생들에 대해, 수학 교과에 대한 인지적, 정의적

측면이 모두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학생들에 대

한 이러한 인식은 과제 설계에 영향을 미쳤으며, 과제 설

계 과정에서의 논의는 주로 제시된 과제가 학생의 인지

적, 정의적 수준에 비추어 봤을 때 적절한지 여부에 초점

이 맞추어졌다.

위의 사실을 견지하면서, 이 장에서는 [Fig. 3]의 과정

을 토대로 과제 설계 과정에서 관찰된 교사연구공동체

구성원 간의 논점과 논점에 대한 논의 과정을 다음의 절

차로 제시한다. 먼저, 사례별로 과제 설계의 목표를 확인

한다. 그 뒤 교사연구공동체 구성원들이 추측하는 서로

다른 과제 해결 경로를 확인한 후, 이로부터 발생하는 논

의의 초점을 명확히 한다. 논의의 원인이 되는 구성원들

의 학생에 대한 서로 다른 지식을 분석한 뒤, 마지막으로

과제의 검토 및 평가를 거쳐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서 교사 지식이 변화된 부분을 확인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교사연구공동체의 과제 설계가 아니

며, 과제 설계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에 대한 교사 지식

의 변화를 확인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교사연구공동체

에서 설계된 과제 자체가 아닌 과제 설계 과정을 통해,

교사들이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뿐 학생들의 구체적

인 수준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결과 표현 방법의

단순화가 필요한 수준이다.’라고 학생들의 구체적인 수준

을 파악하는 등 학생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

는지 살펴본다.

1. 사례1. 그래프 해석하기 과제 설계

교사연구공동체는 학생들이 갖는 오개념 개선 방안으

로 그래프 해석하기와 예 구성하기 과제를 제안하고, 함

수의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영역의 과제 설계에 적용하

였다. 나아가, 그래프 해석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독

립된 과제를 추가하였다. 이 절에서는 독립된 과제로 제

시된 그래프 해석하기 과제의 설계 과정을 살펴본다.

1) 과제 설계의 목표

그래프 해석하기 과제 설계의 목표는 대수식 중심의

도함수 지식으로부터 그래프 구성 및 해석을 거쳐 최종



교사연구공동체에서 과제 설계를 통한 교사 지식의 변화 : 도함수 활용 영역에서 학생에 대한 지식을 중심으로

307

적으로 도함수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교사연구공동체 구성원들은 각자의 교수 경험 혹은 연구

경험에 기초한 그래프 해석의 필요성을 공유하면서, 기존

의 대수 중심의 학습이 아닌 그래프 중심의 학습으로 과

제 설계의 방향을 결정지었다. 논의 과정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의 대수식 위주의 도함수 학습 시 나타나는 문제

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그래프 해석 활동을 제안하

였다(1-53, 1-54). 이는 그래프 해석하기 과제를 통해 그

래프에 제시된 상황을 파악하고 표현함으로써 도함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본 Leinhardt et al(1990)의

연구결과와 연결된다. 연구자는 교사들의 의견을 받아들

이고 그래프 해석 활동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장점을

추가로 제시하였다(1-63).

1-53 T1: ...대수식만 계산해서 극댓값이 얼마다...

1-54 T3: ...시험문제 하나 냈는데.. 결국엔 한 명도 그래프도 못

그리거든요.

1-63 R1: ...이럴 때(식 위주일 때)는 그래프랑 개형이랑 아무리

연결을 지어봤자 계속 테크닉 느낌이 나는데... 해석 활동? 그게

conceptual understanding을 목표로 하는 게 되니까...

다음 절에서 제시되는 과제 해결 경로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그래프적 활동의 필요성을 전제로 한다. 다만, 학

생들의 인지적, 정의적 측면에 따른 과제 해결 경로를 고

려했을 때, 과제가 제시되는 적절한 순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 과제 제시를 위한 학생의 인지적, 정의적 측면 논의

: 과제 제시 순서의 변경

구체적인 과제가 제시되기 전에 진행된 교사연구공동

체 논의의 초점은 과제 배열순서와 관련된 것으로, 학생

의 인지적, 정의적 측면을 고려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구

체적으로, 그래프 해석하기 과제의 순서와 관련하여, 해당

과제를 도함수 활용에 속한 세부 주제 학습이 끝난 후에

제시할지 혹은 시작 전에 제시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

어졌다. 논의 초반에는 세부 주제 학습이 끝난 후에 제시

되어야 한다는 데 큰 이견이 존재하지 않았다(1-98,

1-105, 1-115, 1-121). 교사와 연구자 모두 자연스럽게 개

념학습이 끝난 후 활용 영역에서 ‘파편화되어 있는 지식

을 종합’하기 위해 그래프 해석 활동이 필요하다는 데 동

의하였다(1-122).

1-98 T4: 활용을 다 배우고 해야 하니까.

1-105 T3: 마무리하는 상황으로 제시하는 게 제일 최선 아닌가.

1-115 T5: 미적분을 활용해서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문제.

1-121 R1: ...미적분학을 배우고 나서 정작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상황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미적분의 언어로 풀어내고 그래

프로 나타내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좀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해

볼까? ...여러 표현을 허용하면서 아까 말한 해석 경험이라든지...

1-122 T1: 기존하고 다른 건 어쨌든 개념학습을 위함인데 다르

지 않을까. 파편화되어 있는 걸 종합...

하지만, 이후 학생들의 구체적인 과제 해결 경로를 구

성하는 과정에서, T1은 학생들의 교과 내용 지식을 고려

했을 때 과제의 순서가 이상한 것 같다는 의문을 제기하

였다(2-92). T1은 이미 개념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

프 해석 활동을 제시하면 그래프 해석을 통한 개념의 이

해보다 이미 형성된 개념의 확인에 그칠 수 있다고 보고,

학생 스스로 개념을 구성할 수 있는 상황으로 그래프 해

석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2-93). 특

히, 평균값 정리 등의 내용이 학생 수준에 비추어 어려우

므로 평균값 정리 등의 학습 시에는 그래프 해석 활동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과제 제시

순서의 변경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2-98). 이와 같은 제

안은 비수치적이고 개략적인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는 활

동에 주목하는 방식으로 함수 학습을 지도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Verstapapen과 Krabbendam의 주장과도 일치

한다(as cited in Chong, 2011, p. 133).

2-92 T1: ...약간 순서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극대 극소를 정의해

놓고 아는 그래프에서 찾아보고...

2-93 T1: 그래프가 되게 많은 상태에서 애들이 찾는다... 예를 들

어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 지점,.. 이 부분을 극대, 극소로 우리가

naming을 한다.

2-98 T1: 평균값 정리랑 롤의 정리랑 사실 너무 수학적이고 너

무 어려운 내용이고,.. 거기를 좀 뒤집어 봐도 재미있지 않을까?

T1이 제시한 새로운 관점의 사고는 구성원의 관점을

전환하고 사고를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2-99). T1의 사

고에 덧붙여, T3, T4, T5는 개념 구성 활동으로 그래프

해석하기 과제를 수행하게 될 경우의 과제 해결 경로를

구성하였다(2-101, 2-104, 2-106, 2-108). 구성원들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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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누적적으로 공유됨으로써 집단 내 사고가 확장된

것이다. T1은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고려했을 때 그래프

를 이용한 개념 이미지 형성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였

으며(2-110), 이에 대해 T3는 그래프 해석하기 과제의 순

서가 도함수 활용 시작 시 제시되어야 함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2-112). R1과 T3가 학생들의 인지적 수준에

맞추어 과제 순서의 적절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 도입

순서가 결정되었다(2-113, 2-137, 2-138).

2-99 T3: T1이 말한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프를 묘사해

보는 활동은 재미있을 것 같아요.

2-101 T5: 한 명 나와서 그래프를 그려보고, 설명해 봐라 하고...

2-104 T1: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말을...

2-106 T3: 3, 4 사이에서 값이 제일 작아 이런...

2-108 T4: 그 사이에서 그래프에서 필요한 것을 뽑아낼 수 있겠

네요...

2-110 T1: ...문과생이고... 이미지만 가져가도 애들이 많이 아는

건데, 그것조차 공부를 안해서

2-112 T3: 그러려면 처음에 이거로 도입을 해야

2-113 T1: 그렇지 도입을 해야되는 거지~

2-137 R1: 거기 애들은 괜찮겠지?

2-138 T3: ...(2-99가) 제일 애들이 막 도전해 볼 만한 활동인 거

같기는 해요...

도입 순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정의적

측면에서 그래프 해석하기 과제의 제시 순서가 검토되었

다. T2는 학생들의 정의적 측면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해당 과제가 학생의 학습 결과에 미치는 영향보다 그래

프 해석 활동 자체가 학생들의 흥미와 내적 동기부여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도함수의 활용 시작 시 제시

할 것을 제안하였다(2-196, 2-198). T2의 제안에 이어서,

T5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을 구성하였

으며, T2는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T5의 제안을 보충하였

다(2-199, 2-204). 다른 구성원들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2-205, 2-206), 그래프 해석하기 과제의 순서는 기존의

개념학습 후에서 전으로 변경되었다.

2-196 T2: ...뒤에 나오면 좀 흥미가 떨어지는...

2-198 T2: ,..동기부여 될 수 있게 아예 초반에서 나와 버리는

게, 한 차시 그냥 써서.

2-199 T5: ...한 차시 해서 약간 게임하듯이 하고, 거기에 나온

설명들을 빼서 용어 정리하고...

2-204 T2: ...그라운드 액티비티 하는 걸 여기서... 한 차시가 앞

에 들어가는 것

2-205 T1: 되게 신선한데?

2-206 R1: 응, 그 한 차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

논의 과정에서 변화된 과제 제시 순서를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과제 제시 순서의 변화과정에서 논의된

분석의 초점은 교사 지식의 변화를 이끌었다. 인지적 측

면에서의 검토는 학생들의 학습 수준이 파편화되어 있는

지식을 종합할 수 있을 정도로 높지 않으며, 정확한 개념

학습을 이유로 복잡한 사례를 이용한 접근을 하기보다

그래프와 언어적 표현을 이용한 비교적 쉬운 수준에서의

올바른 개념 이미지 형성이 필요함을 알게 해 주었다. 이

는 개념 이미지를 이용한 개념의 이해라는 학습의 긍정

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Park, 2011, p. 268).

정의적 측면에서의 검토는 학생들의 수학 교과에 대한

흥미가 이미 학습한 내용을 통합하는 활동보다 아직 학

습할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게임 형태의 활동을 할 때

더 높게 나타남을 자각시켜 주었다.

beginning final

order
after learning the
concept for concept
summarization

before learning the
concept for concept
introduction

[Table 3] The change in the tasks sequence

위의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제시된 과제는

[Fig. 4]과 같다. [Fig. 4]의 그래프에는 극대, 극소, 증가,

감소 개념이 반영되었다. 학생들은 4인 1조가 되어, 조별

로 주어지는 그래프를 해석하고 구성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Fig. 4] Graph interpretation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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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2. 함수의 증가, 감소 과제 설계

1) 과제 설계의 목표

과제 설계의 목표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갖는

′   일 때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여부 판단, 즉,

미분계수와 증가, 감소의 관계에 대한 오개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과제 설계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과제 설계 과

정에서 언급되었다.

4-19 T3: 미분계수가 0이 되지만 증가하는 함수가 있다, 이런 거

를 개선하고 싶은 건데...

4-49 T4: ‘증가 혹은 감소하지만 미분계수가 0인 경우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떤 그런 그래프의 형상을 갖게 하는

게 목표...

과제 설계의 목표는 과제 설계의 방향을 결정짓는 기

초가 되었다. 다음 절에서 논의될 과제 해결 경로에 대한

논의 역시 궁극적으로 어떤 방향의 과제 설계가 학생들

의 오개념 개선에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논의로 볼 수

있다. 다만, 오개념에 대한 공통된 인식과 과제 설계 목표

에도 불구하고 설계된 과제의 해결 경로에 대한 가설은

구성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2) 과제 해결 경로에 대한 논의

[Fig. 5]는 ′   이 되는 지점에서 증가, 감소를 판
단할 수 없음을 학생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예 구성하기

과제이다.

[Fig. 5] Exemplification of increasing function when ′  

이는 예 구성하기 과제를 통해 정리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는 Watson &

Mason(2005)의 관점을 교사연구공동체 구성원들 역시 지

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Fig. 5]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

교사연구공동체 내 논의의 초점은 인지적, 정의적 측면

모두에 맞추어졌다. 인지적 측면과 관련된 과제의 의도한

반응유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졌으며, 정의

적 측면과 관련된 과제의 동기부여 가능성에 대한 논의

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졌다.

(1) 예 구성하기 과제 해결을 위한 학생의 인지적 측

면 논의 : 의도한 반응유도 가능성과 해결단계 축소

[Fig. 5]에서 요구하는 예 구성에 대하여, 교사들은 학

생의 과제 해결 경로를 다르게 구성하였다. T4는 학생들

이 단계적인 예 구성을 통해 과제가 의도한 예(즉,

  )를 찾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4-17). 반면, T1은

학생들이 다양한 형태의 함수가 아닌,    ,   와

같이 가장 쉬운 수준에서 동일한 형태의 함수를 답할 것

이며, 궁극적으로 과제가 의도한 답을 제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였다(4-16). T1과 T4가 구성한 과제 해결

경로의 차이는 학생들의 함수 구조 관련 인지적 수준에

대한 교사의 서로 다른 지식을 보여준다. 세 번의 예 구

성으로 과제에서 의도한 예를 제시할 수 있다고 예상한

T4는 학생들이 일차함수보다 더 복잡한 구조의 함수를

생각해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T1에 비해 학생들

의 학습 수준을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16 T1: ...이렇게 물어보면 난    ,    ... 그냥 막 때려서

할 것 같아.

4-17 T4: ...아이들이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여러 예를 생각해서

      ,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찾겠죠...

학생들의 학습 수준에 대한 T1과 T4 지식의 차이로부

터 유도된 과제 해결 경로의 차이는 과제의 의도한 반응

유도 가능성에 대한 공동체 내 논의를 이끌었다. 논의 과

정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은 각각 학생 수준을 반영한 과

제 해결 경로를 구성함으로써 과제와 학생의 학습 수준

을 점검하고 이해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T2와 T5는

과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학생이 존재

할 수 있다고 평가했으며(4-33, 4-44), T3는 과제의 높은

개방성으로 인해 학생들이 해당 과제를 해결하기에 어려



이경화, 송창근, 정혜윤

310

움이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하였다(4-52).

4-33 T5: ...앞에서 사실 ‘0보다 클 때 증가한다.’라고 돼 있어서

‘0일 때 증가한다.’라는 게 들어가는 것 자체로 학생들이 되게 이

상할 것 같아요. 모르는 학생이면...

4-44 T2: ...이거는 알면 쓰고 아니면 못 쓰는 그런 거 같아서.

4-52 T3: 애들이 굳이 예를 만들 필요까지는 없는.. 여기서는 원

하는 예가 너무 넓어서...

구성원들은 학생 수준과 비교했을 때 [Fig. 5] 과제의

높은 개방성이 과제가 의도한 반응을 유도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고 최종 평가하였다. 그리고 학생 수준에 맞

추어 과제의 높은 개방성을 개선하고 구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과제를 수정해 갔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학생 수

준에 비추어 어떠한 유형의 과제가 원래 의도한 반응을

유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성원 간 견해차가 존재하였

다. T3는 예 고르기(4-45)를, T1은 명제의 역 제시하기

(4-53)를, R1은 ′   인 함수 구성하기(4-65)를 제안
하였으며, 이러한 구성원들의 지식은 공동체 내에 누적되

고 공유되었다.

4-45 T3: 함수를 좀 많이 주고 그 중에 해당하는 걸 고르게 해

야 할 것 같아요...

4-53 T1: ...어떤 명제 이거 하나를 증명해서 알았고 그 역을 생

각을 해보는 건... 그걸 모티브로 해서 점점 뭔가 해보는 게 어떤

가...

4-65 R1: ...지금 구간 따지고 거기서 또 증가 따지고 중간에 쉬

어가는 target을 딱 정해놓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

해서. 그냥 ′  인 함수 찾아봐라...클 때도 있고 증가할 때
도 있고 감소할 때도 있고 경우가 여러 가지라서 말할 수가 없

다...

R1의 제안은 논의의 계기가 된 [Fig. 5] 과제의 높은

개방성과 다단계에 걸친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

로, 예 구성 활동을 유지하면서도 과제의 구체성을 높이

고 단계의 축소를 제안한다. 이후 공동체는 R1의 방안이

논의의 계기가 된 원인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합의하였다. 결과적으로, 최종 설계된 과제는 [Fig. 6]와

같다. [Fig. 6]는 ‘예 구성하기’라는 과제의 구조를 유지함

과 동시에, [Fig. 5] 과제의 높은 개방성과 다단계에 걸친

복잡성으로 인해 의도된 반응을 유도하는 데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예의 특징을

′   로 구체화하였다.

[Fig. 6] The final task of [Fig. 5]

논의 과정에서 수정된 과제와 변화의 초점을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이때, Stein 외(1996)가 주장하였듯이,

[Table 4]에 나타난 과제의 변화는 교사연구공동체에 속한

교사 지식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beginning final change

task [Fig. 5] [Fig. 6] specification

[Table 4] The change of the task

[Fig. 5] 과제 변화의 핵심은 과제의 구체화이며,

Sullivan 외(2016)에 따르면 이는 학습지원을 위한 발문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   일 때 함
수의 증가 여부에 대한 학생들의 오개념 및 일반적인 학

생의 인지적 수준이 높지 않다는 지식을 갖고 있었음에

도, 오개념 개선을 위한 예 구성하기 과제를 수행할 때

요구되는 필요한 학생의 인지적 수준을 정확하게 예측하

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공동체 내 논의를 통한 과

제의 구체화는 고등학교 인문계열 2학년 학생들에 대한

교사 지식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상태에서 과제의 구체화

가 필요한 수준이라는 구체적인 수준으로 변화했음을 보

여준다.

(2) 예 구성하기 과제 해결을 위한 학생의 정의적 측

면 논의 : 동기유발의 어려움과 흥미를 제공하는 상황

학생의 학습 수준을 반영한 구체적인 과제 설계 방향

에 대한 구성원 간의 논의는 학생의 동기부여 방안에 대

한 검토로 이어졌다. 앞의 논의 과정에서 T1은 과제 수

정의 방향으로 명제의 역 제시하기를 제안하였는데, T1

은 수학에서 명제의 역을 생각해보는 활동이 구체성을

강화할 뿐 아니라 활동의 모티브가 된다고 평가하였다

(4-53). 이에 대해 T3와 T5가 동의하며 구체적으로 과제

의 수정 방향을 제시하는 등 과제 수정과정에서 동기부

여 가능성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다(4-57, 4-60). 결과적

으로, T1의 제안은 동기부여 측면으로 관점을 확장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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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계기가 되었다.

4-54 R2: 이라는 특수한 예를 찾았으면 하는 거고... 그 명제

와 관련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뒤에 역인 명제를 가져오자는

그런 거죠?

4-57 T5: ...두 개가 다르니까. ‘증가하면 0 이상이라 했고. 0 초

과면 증가라고 했다. 그러면 0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

나?’...

4-60 T3: 뒤에서 역을 다룰 거면 역을 먼저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과제 수정과정에서 연구자들은 논의내용을 정리하면서

과제의 의미를 정리하기도 하였으며, 선행연구에 대한 해

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과제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R2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여 이후 과제 설계

의 방향을 명확히 하였다(4-54). 또한, R1은 논의의 초점

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과제를 제안하였다(4-65).

4-65 R1: ...′  인 함수 찾아봐라...
4-66 T3: 왜 0인 걸 찾으라고 하지? 라고 생각...

4-67 R1: ...굳이 역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왜 이걸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만 생각을 하는지... 조건명제일 때 빠진 조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4-68 T3 :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다.

4-69 T1 : 0일 때 증가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4-70 R1 : 그렇지!

R1은 논의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된 학생의 학습 수준과

동기유발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   인 함수의
예 구성하기 과제를 제안하였다. R1의 제안은 예 구성 활

동이 학생들에게 제시된 과제의 수학적인 구조에 주목하

게 하는 동기를 유발하고, 직관을 점검하게 한다는

Watson, Mason(2005)의 관점을 따른다. R1이 제안한 과

제에 대해 T3는 학생의 동기유발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과제를 검토하는 모습을 보였다(4-66). 그리고 이어진 R1

의 설명으로부터 T3와 T1은 과제가 동기유발 가능성을

가진다는 평가를 내렸다(4-67, 4-68, 4-69).

논의 과정에서 관찰된 학생의 정의적 측면에 대한 교

사의 인지 부분을 정리하면 [Table 5]와 같다. 이는 연구

초기에 교사가 지녔던 고등학교 인문계열 2학년 학생들

의 정의적 태도가 부정적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상태

의 지식이 학습 동기를 유도할 수 있는 과제 유형을 점

검하는 등 학생의 정의적 수준에서 상황에 대한 흥미를

파악하는 구체적인 수준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speaking

- I think students might think "why do
you want me to find solutions of
′  "
- It can be motivation.

affective
aspect

awareness of the situations in which
students are interested

[Table 5] Student's affective aspect perceived by teacher in

the course of the revision of the task

3. 사례3. 함수의 극대, 극소 과제 설계

1) 과제 설계의 목표

과제 설계의 목표는 미분가능한 함수만 극값을 갖는다

는 학생들의 오개념, 구체적으로는 ′   을 만족하는
지점에서 극값이 존재한다는 오개념을 개선하기 위함이

다. 과제 설계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과제 수정과정에서

언급되기도 하였다(4-164, 4-165).

4-164 T4: ...미분가능한 점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점에 대해

서도 극값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

4-165 T5: ...미분이 불가능하면 극값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애들

도 많기 때문에...

과제 설계의 목표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 다음 절에서

논의될 과제 해결 경로에 대한 논의 역시 궁극적으로 어

떤 방향의 과제 설계가 학생들의 오개념 개선에 더 효과

적인지에 대한 논의로 볼 수 있다. 다만, 오개념에 대한

공통된 인식과 과제 설계 목표에도 불구하고 설계된 과

제의 해결 경로에 대한 가설은 구성원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났다.

2) 과제 해결 경로에 대한 논의

[Fig. 7]은 극값의 특징을 확인하고 미분 불가능한 점에

서도 극값이 존재함을 학생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그래

프 해석하기 과제이며, [Fig. 8]은 동일 목적의 예 구성하

기 과제이다. 두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 교사연구공동체

내 논의와 그에 따른 과제 수정의 초점은 주로 학생의

인지적 수준과 관련한 반응유도 가능성에 맞추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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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Interpretation task about graph which has extreme

value

[Fig. 8] Exemplification of functions which have extreme value

(1) 그래프 해석하기 과제 해결을 위한 학생의 인지적

측면 논의 : 다양한 반응유도의 어려움과 결과 표현 방법

의 단순화

[Fig. 7]은 다양한 표현을 유도하여 그래프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극값과 미분가능성, 그리고 미분계수의 관계를

이해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다양한 표현이 제시될

것이라는 의견과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비되면

서, 학생의 인지적 수준에 따른 과제의 다양한 반응유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T4는 해당 과제에 대한 학생들의 예상 반응이 다양할

것으로 추측하였다. 해당 과제를 통해, 학생들이 그래프를

해석하면서 일상적 언어 표현, 수학적 표현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히, 미분계수를 이용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

라는 과제 해결 경로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다른 구성원

들은 증가감소가 바뀐다는 표현 외에 다양한 표현이 나오

지 않을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구성원들이 구

성한 과제 해결 경로의 차이는 학생의 함수적 표현 관련

학습 수준에 대한 구성원들의 서로 다른 지식을 보여준다.

학생들의 학습 수준에 대한 구성원 간 지식의 차이는

서로 다른 과제 해결 경로의 구성을 이끌었으며, 다시 과

제의 적절성 평가와 과제 수정 방향에 대한 논의로 이어

졌다. 학생들이 다양한 표현을 이용한 문제 해결 전략을

취할 수 없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유도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T1과 T5는 미분계

수의 부호를 찾는 과제를 제안하였다(4-147, 4-150). 다양

한 반응 제시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Fig. 7] 과제

의 의도를 직접 제시하는 전략을 제안한 것이다. 또한,

T3는 특징을 찾으라는 질문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4-159). 학생 수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미분가능

함수와 불가능 함수를 나누어 극값의 특징을 발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논의 과정에서

T4는 T3과 T5의 의견에 동의하였다(4-160). 논의 과정에

서 구성원들의 지식이 누적되고 공유된 것이다.

4-147 T5: ...구간별로 미분계수의 부호 적어봐라.

4-150 T1: 지점을 주고 ′ 값을 생각을 해보게 한다던가. 구간

말고 이제 지점을 주고...

4-159 T3: 극값을 찾는 정도로만.

4-160 T4: 극값을 찾아보자. 괜찮은 것 같아요.

4-166 R1: ...‘극값을 찾고 그것이 극값인 이유를 설명해라.’...애들

이 미분가능 할 때만 뭐 신경을 쓰고 안 쓰고 이거까지는 좀 어

려울 것 같은데...계속 그 정의를 이유로 제시를 하게 되는 건

데...

4-167 R3: 정의를 갖고 있으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할 수 있는

데, 극값이 되는 를 잡고 열린 구간을 잡아보게 하는 활동도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이후 R1은 두 가지 과제 수정 방향과 그 속에 내포된

학생들의 오개념 가능성 및 다양한 표현을 이용한 그래

프 해석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면서, 극값의 특징이 아닌

극값인 이유를 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4-166). 그래프

해석 활동을 유지하면서 극값의 정의에 주목하도록 함으

로써, 잘못된 개념 이미지의 형성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

다. 학생들은 이유를 찾기 위해 스스로 열린 구간을 찾게

되고, 극값을 대수적 절차가 아닌 개념적으로 이해하게

된다(4-167). 연구에 기반한 연구자들의 비판적 과제 검

토 및 수정 방향 제안은 학생 수준에 맞춘 오개념 개선

을 위한 과제 수정의 방향을 ‘정리의 정확한 이해’로부터

‘개념에 충실한 이해’로 이동, 확장해 주었다. 이는 구성원

들의 지식이 누적적으로 공유됨으로써 집단 내 사고가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교사연구공동체 내 논의를 통해 최종 설계

된 과제는 [Fig. 9]과 같다. [Fig. 9]은 과제 수정 방향에

대한 논의에서 제시된 공동체 내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제시된 것으로, 극값을 찾고 미분계수의 부호에

맞추어 열린구간을 찾아보는 그래프 해석 활동을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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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ig. 7]과 달리 [Fig. 9] 과제는 결과 표현 방법을 단

순화하여, 단답형의 명시적인 답을 유도한다.

[Fig. 9] The final task of [Fig. 7]

논의 과정에서 수정된 과제와 과제에 드러난 과제 유

형의 변화를 정리하면 [Table 6]과 같다. 이때, [Table 6]에

나타난 과제 유형의 변화는 교사가 제공하는 학습기회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는 곧 학생에 대한 교사 지식의 변화

를 의미한다(Stein et al., 1996)

beginning final changes

task [Fig. 7] [Fig. 9]
simplification of the

representation method of
graph analysis result

[Table 6] The change of the task

[Table 6] 과제의 수정과정에서 변화된 결과 표현 방법

의 단순화는 Sullivan 외(2016)가 제시한 학습지원을 위한

질문 유형 중 하나이다. 그래프 해석 활동을 유지하면서

도 학생의 인지적 측면에 대한 교사 지식에 조정이 이루

어졌음을 보여준다. 예컨대, 특징을 제시하라는 다소 추상

적이고 다양한 표현을 요구하는 발문으로부터 미분계수

의 부호에 따라 열린 구간을 표현하라는 구체적이고 단

일한 표현을 포함한 발문으로의 변화는 고등학교 인문계

열 2학년 학생들의 학습 수준이 높지 않다는 추상적인

지식으로부터, 다양한 표현을 어려워하며 결과 표현 방법

의 단순화를 통해 지원가능한 수준이라는 구체적인 수준

으로 지식이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

(2) 예 구성하기 과제 해결을 위한 학생의 인지적 측

면 논의 : 반응유도의 어려움과 과제의 구체화

[Fig. 8]은 학생 스스로 예 구성 활동을 통해 미분 가능

한 함수의 경우 극값에서 ′   을 만족하지만,

′   을 만족한다고 하여 극값이 되진 않음을 보여

주고 미분 불가능한 경우에도 극값을 가질 수 있음을 깨

닫게 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해, T4는 예 구성이 잘 이루

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반면, T5는 T4와 달리 예 구성

이 힘들 것으로 예상하였다. 예 구성 활동을 통해 미분

가능성, 극값, 미분계수 등 여러 개념을 다양하게 연결 짓

도록 요구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부담될 것(Hazzan &

Zazkis, 1999)으로 판단한 것이다. 구성원 간 지식의 차이

는 서로 다른 과제 해결 경로를 초래하였으며, 다시 과제

에서 의도한 반응유도 가능성과 관련한 [Fig. 8] 과제의

검토를 이끌었다.

4-219 R1: ...막연하게 ‘극값을 갖는’ 하니까 좀 그래서. 어차피

  에서 극값을 갖는 함수의 예를 하나 찾아봅시다. 요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4-229 R1: ...에서 미분가능 불가능을 열어두고 그냥 함수의 예

를 가능한 한 많이 찾아라, 그러면 이제 미분가능인 것도 나오

고, 불가능인 것도 나오면... 미분가능 불가능을 비교해 보고....

논의 과정에서, T5는 교사가 구체적인 예들을 제시하

고 학생들은 예를 관찰할 것을 제안하였다. R1은 T5의

우려가 학생 수준에 비해 [Fig. 8] 과제의 수준이 높은 데

서 비롯된다고 보고, 학생 수준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예

구성 활동이 지닌 장점들(Aydin, 2014; Hazzan & Zazkis,

1997; Watson & Mason, 2005)을 반영하기 위하여, 과제

의 구체성을 높이는 방향을 제안하였다(4-219). 더불어,

오개념 개선이라는 과제의 의도에 맞는 반응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나의 예보다 다양한 예를 제시하는 방향을 제

안하였다(4-229). R1의 제안을 받아들여 수정된 과제는

[Fig. 10]와 같다.

[Fig. 10] Revision of [Fig. 8]

R1이 제안한 과제의 구체성 검토는 이후에도 지속적인

논의의 초점이 되었다. T5는 [Fig. 10]의 과제가 [Fig. 8]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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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구체성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학생들 수준에는 과제

의 초점 찾기가 어렵다고 보고 구체성 강화를 위해 극값

이 아닌 극댓값을 갖는 함수의 예를 찾는 과제를 제안하

였다. 제안에 대한 공동체 내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결과

적으로 [Fig. 8]의 초기 과제는 [Fig. 11]과 같이 학생들에

게 요구하는 답의 구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최종 설계

되었다.

[Fig. 11] The final task of [Fig. 8]

다만, T3는 다양한 예를 찾는다고 하여 학생들이 미분

불가능한 경우의 예까지 찾기는 어려울 것이며 오개념

개선을 위한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았다(6-471).

T3의 지적은 예 구성 활동의 설계 시 학생들의 예 공간

에 따라 선택의 여지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요

구되어야 함을 보여준다(Watson & Mason, 2005). 이후,

T3가 학생들의 예 공간이 협소할 경우 지도 교사가 직접

정리해 줄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자, T4가 이에 동의하

여 학생들의 예 공간이 협소할 경우를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6-472).

6-471 T3: ...0에서 극값을 가능한 한 많이 찾아본다 했을 때...

오히려 미분 가능한 경우에 함수만 나올 거 같아서 걱정이어서,

T4가 미분 불가능한 경우에서도 된다 라는걸 설명해주고,..

6-472 T4: ...아이들이 첨점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이 안 나오면

제시를 하고 뒤로 넘어 가는....

논의 과정에서 수정된 과제와 과제에 드러나 과제 유

형의 변화를 정리하면 [Table 7]과 같다. 동일한 활동을 요

구할지라도 학생 수준에 따라 과제의 구체성이 달라져야

하는바, [Table 7]에 나타난 과제 변화는 학생 수준에 대한

교사 지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beginning final change

task [Fig. 8] [Fig. 11] specification

[Table 7] The change of the task

과제의 구체화는 Sullivan 외(2016)가 제시한 가능 프

롬프트 중 하나로, 학습지원을 위한 질문 유형에 해당한

다. 즉, 학생들의 학습 수준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초기와 달리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설명

을 제시한다는 계획을 세운 점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

어 과제 해결전략을 좀 더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학생의 인지적 수준이 높지 않다는 막연한 지식으

로부터 과제의 구체화와 교사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수

준이라는 구체적인 수준으로 지식이 변화하였음을 보여

준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교사연구공동체의 과제 설계 시 발생하

는 논의 과정에서 교사 지식이 변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학생의 인지적, 정의적 측면에

대한 서로 다른 지식으로 인해 서로 다른 과제 해결 경

로를 구성하였다. 서로 다른 과제 해결 경로는 공동체 내

검토와 평가의 대상이 되었으며, 검토와 평가를 거쳐 합

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교사 지식의 변화를 이끌었다. 논

의 과정에서 드러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논의의 초점과 관련하여, 학생의 인지적, 정의적

측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학생의 인지적 측면에서

는 주로 과제에 대한 반응유도 가능성에 맞추어졌다. 아

래의 [Table 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로 과제에 반응할

수 있는지, 있다면 의도한 반응을 할 수 있는지,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지 등 학생들이 과제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평가가 이루어졌다. 정의적

측면에서는 동기부여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평가가 이루

어졌다. 다만, 정의적 측면에 대한 논의는 인지적 측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제 설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사례 1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논의의 초점은

주로 인지적 측면에 맞추어졌으며, 정의적 측면은 인지적

측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추가적으로 검토되

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러한 논의의 초점은 고등학교 수

학 교사들이 학생들의 정의적 측면을 의식하고 있기는

하나 과제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을 보여준다.

둘째, 과제 수정 및 학생에 대한 교사 지식의 변화와

관련하여, 논의의 초점을 중심으로 과제 수정이 이루어졌

으며 [Table 8]의 수정된 최종 과제는 교사 지식의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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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beginning task type focus of discussion final changes

graph
interpretation

graph
interpretation

cognitive conceptualization,
integration [Fig. 4]

change in task presentation
order (after concept learning

→ before)affective motivation

increasing and
decreasing
functions

[Fig. 5] exemplification cognitive
possibility in

inducing intended
responses

[Fig. 6]
specification and awareness
of situations in which students

are interested

increasing and
decreasing
functions

[Fig. 7] graph
interpretation

affective
difficulty in
inducing
motivation

[Fig. 9]
simplification of the

representation method of
graph analysis result

local
maximum and
minimum of
functions

[Fig. 8] exemplification
cognitive

difficulty in
inducing various
responses [Fig. 11] specification

cognitive
difficulty in

inducing response

[Table 8] Focus of discussion and changes of tasks revealing changes of teacher knowledge according to focus

보여준다(Stein et al., 1996). 공동체 내 구성원들의 지식

의 차이로부터 제기된 논의의 초점은 과제 수정의 방향

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에 맞추어 교사의 지식이 집단

내 공유되고 누적되면서 모호성을 지닌 교사의 지식이

구체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요약하자면, 과제

설계 과정은 교사 지식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교사 지식

의 변화는 다시 과제 설계에 반영되었다. 논의의 초점에

서 제시된 새로운 관점은 학생에 대한 교사 지식을 변화

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수정된 과제는 변화된 지식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교사연구공동체 활동을 통해 학생에 대

한 교사 지식이 향상되는 실질적인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교사교육이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

을 보여준다. 이때, 교사연구공동체에서 연구자와 교사의

역할은 논의과정에서 관찰된 연구자와 교사의 모습을 통

해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연구자는 선행연구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논의를

중재하거나 과제에 대한 논의의 관점을 전환시키는 역할

을 하였다. 특히, 과제 개선의 방향을 제안함으로써 학생

들의 수학적 표현 수준과 오개념 개선 전략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결과적으로, 연구자의 적절한 개

입은 교사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연구자

의 역할은 교사와 연구자의 공동학습의 필요성을 보여주

는 것으로, 수학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해 대학과 학교의

학습공동체를 제안한 Park(2011)의 연구와 그 맥락을 같

이한다.

둘째, 교사는 경험 기반 지식을 토대로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지식의 외연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경력 교사의 경우 과제에 대한 논

의를 제기하는 역할을 하였다. Zaslavsky, Leikin(2004)이

교사교육에 있어 교사 스스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

였듯이, 교사연구공동체를 통해 교사 지식이 누적되고 공

유되는 과정은 교사 스스로 교사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교사들의 경험 기반 지식은 연구자

들의 연구 기반 지식과 함께 교사 지식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사의 경험에 기반한

능동적 학습 가능성을 제시한 Park(2011), Sunwoo &

Pang(2014) 등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학생에 대한 교사 지식과 관련하여, 교사교

육과 후속 연구 시 다음의 측면에 초점을 둘 것을 제안

한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교사 대상 고등학교 인

문계열 2학년을 위한 과제 설계 교육의 초점을 과제의

반응유도 가능성에 둘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관찰

된 대부분의 논의가 반응 자체의 유도 가능성, 의도한 반

응유도 가능성, 다양한 반응유도 가능성 등 반응유도 가

능성에 대한 논의에 맞추어졌다. 그리고 그 결과, 과제를

구체화하거나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과제가 수정되었다.

이는 학생의 인지적 수준이 높지 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제 설계의 방향이 반응유도 가능성에 맞추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둘째, 본 연구의 후속 연구로서 정의적 측면을 고려한

과제설계 및 이에 대한 교사 교육 방안 모색을 제안한다.

학생의 정의적 측면에 대한 지식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

하고, 대학 입시와 학습 수준 차이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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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 인지적 측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려되지 못

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의적 측면에 대한 지식 역

시 수업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바, 학생의 정의적 측면에

대한 지식을 넓힐 수 있는 교사교육과 연구가 필요하다.

학습자의 지식과 환경을 해석하고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과제를 설계하는 일은 높은 숙련도를 요

구한다(Edwards, 2001). 교사연구공동체 내 논의는 숙련

도를 높이고 학생에 대한 교사 지식을 향상시키는 대안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가 향후 교사연구공동체를

통한 교사교육의 토대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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