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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수학교사의 MKT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에 관한 연구
1)

옥보명 (단국대학교 대학원 학생)

,한혜숙 (단국대학교 교수)✝

본 연구에서는 순열과 조합 영역에서 예비수학교사들의 MKT 수준을 알아보고, 예비교사들의 MKT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MKT-DP)을 개발・실행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예비교사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에 대한 시
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MKT 사전 검사 결과에 의하면,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교사들의 순열과 조합 영역의

MKT 수준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고, 특히 SCK와 KCT의 수준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사후

MKT 검사 분석 결과 KCT 범주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본 연구에서 개발한 MKT-DP는 예비수학교사들의

KCT를 함양시키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3가지 하위 범주(CCK, SCK, KCS)에 대해서는 사전, 사후 검사 간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전 검사에 비해 사후 검사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 상승이 이루

어진 것으로 나타나, MKT 전반에 걸쳐서 MKT-DP의 긍정적 영향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Ⅰ. 서론

학생은 학교 수업에서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교과 지식을 습득하며, 교과 역량을 향상시키기도 한다. 교

사는 학생들의 학습 및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 중 하나이며(임효진, 이지은, 2016; 조한익, 2015), 교사

의 전문성이 학생의 학습 및 성장을 돕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교사의 전문성은 교사의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형성되며, 특히 교사의 지식은 전문적인 교육 또는 훈련을 통해서 함양될 수 있다. 연구자들은 교사 지식의 범주

를 보다 구체화하려고 시도하였는데, 대표적으로 Shulman(1987)이 교사 지식을 ‘일반 교육학적 지식’, ‘학습자에

관한 지식’, ‘교육 상황에 관한 지식’, ‘역사적 배경에 관한 지식’, ‘교과 내용지식’, ‘교육과정 지식’, ‘교수학적 내용

지식’으로 구체화하였다. 이렇게 세분화된 지식 범주는 교사의 전문적인 지식 함양을 위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전문적인 교사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기준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각 교과교육 분야에서도 교사 지

식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수행되었는데, 수학교육 분야에서는 수학교사들이 가져야 할 지식의 범주를 규명

하고, 교사 지식을 측정하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예. Ball, 1990; Ball, Hill, & Bass, 2005; Ball,

Lubienski, & Mewborn, 2001; Copur-Gencturk & Lubienski, 2013; Ma, 1999; Stylianides & Ball, 2008). 수학교

사 지식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Ball과 그의 동료들이 수행한 연구를 들 수 있는데, 그들은 수학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교사의 지식을 MKT(Mathematical Knowledge for Teaching, 이하 MKT)로 명명하며 MKT를 구성

하는 하위 요소를 규명하였고(Ball, Thames, & Phelps, 2008), MKT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 도구를 개발하여

(예. Hill & Ball, 2004; Hill, Ball, & Schilling, 2008; Hill, Schilling, & Ball, 2004), 수학교사의 지식, 학생들의

성취, 수업의 질에 대한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예. Hill, Rowan, & Ball, 2005). 이런 국제 연구 추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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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국외에서 이루어진 MKT 연구에 기반하여 현장수학교사 또는 예비수학교사를 대상으로 수학교사들

이 가져야 할 지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학교사 지식과 관련하여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선행연

구 분야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는데, 특정 수학 교과 영역에서 초등 혹은 중등 수준의

MKT 검사 도구를 개발하여 교사들의 지식에 대해 조사한 연구(예: 김보람, 2016; 문진수, 김구연, 2015; 이현숙,

2011; 전미현, 김구연, 2015; 최민정, 이종학, 김원경, 2016; 한혜숙, 2016; 황진연, 신보미, 2016)와 특정 교과 내용

의 실제 수업에서 나타나는 교사의 MKT 양상을 조사한 연구들(예: 고희정, 고상숙, 2013: 김유경, 방정숙, 2012:

조성민, 노선숙, 2007)이다.

교사 지식에 대한 관심은 교사의 전문성 형성의 첫 단계로 볼 수 있는 예비교사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로 확

장되어, 예비교사들의 수학 교수를 위한 지식의 깊이와 수준을 조사・분석하고 예비교사 교육을 통한 MKT 향
상을 위한 방법과 관련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예. Butterfield & Chinnappan, 2010; Jakobsen, Kazima, &

Kasoka, 2018; Proctor, 2019; Senk, Tatto, Reckase, Rowley, Peck, & Bankov, 2012). 예비교사는 예비교사 교육

과정에서 가르치는 것과 관련된 지식을 접하고, 가르치는 것이 향상될 수 있는 준비를 하며, 교육현장에서 요구

되는 지식을 제공받는다(조경원, 2004). 즉 예비교사 교육과정은 예비교사가 수업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과 내용

이나 수업 방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는 시기이다(김경순, 윤지현, 박지애, 노태현, 2011). 그러나 국내

에서 이루어진 예비수학교사의 MKT에 대한 몇 몇 선행연구에서 예비교사들의 MKT가 대체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윤현경, 권오남, 2011; 전미현, 김구연, 2015; 한혜숙, 2016). 이에 몇 몇 연구자들은 예비수학교사들의

MKT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을 계발시킬 수 있도록 교사 양성 프로그램이 개선되어야 하며, 내실 있게 운영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예. 전미현, 김구연, 2015; 한혜숙, 2016). 특히 한혜숙(2016)은 예비수학교사들의 MKT 역량

을 높이기 위해 예비교사 교육 프로그램에서 구체적인 사례중심 또는 문제중심학습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등 예비수학교사 29명을 대상으로 순열과 조합 영역에서 예비교사들의 MKT 수준을

알아보고, MKT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행하여 그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예비교

사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순열과 조합 영역에서 예비수학교사의 MKT는 어떠한가?

둘째, 순열과 조합 영역에 대한 예비수학교사 MKT 함양 프로그램(MKT-Development Program for

Prospective Teacher, 이하 MKT-DP)을 실행한 후 예비수학교사들의 MKT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수학교사 지식

수학교사 지식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연구로는 Ball과 그의 동료들이 수행한 연구를 들 수 있는데, 그들은 수

학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교사의 지식을 MKT로 명명하며, MKT를 크게 ‘교과내용지식’(Subject Matter

Knowledge, 이하 SMK)과 ‘교수학적 내용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이하 PCK)으로 구분하여 설명

하였다(Ball 외, 2008; Hill 외, 2008). 이 때, SMK는 ‘공통내용지식’(Common Content Knowledge, 이하 CCK),

‘전문화된 내용지식’(Specialized Content Knowledge, 이하 SCK), ‘수학적 식견으로서의 지식’(Horizon Content

Knowledge, 이하 HCK)의 3가지 하위 범주로 구성하였고, PCK는 ‘내용과 학생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Content and Student, 이하 KCS), ‘내용과 교수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Content and Teaching, 이하 K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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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Content and Curriculum, 이하 KCC)의 3가지 하위 범주로 구성하였다

(Ball 외, 2008). 그들은 각 하위 범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표 Ⅱ-1>).

범주 하위
범주

개념 정의

SMK

CCK
가르치는 일 이외의 다양한 상황에서도 필요한 일반적인 수학적 지식이나 기술을

의미함. 간단한 계산 또는 수학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수학 지식.

SCK

수학을 가르치기 위해 교사가 알아야 하는 고유한 수학적 지식과 기술을 의미함. 수

학적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방법, 일반적인 규칙과 절차에 대한 수학적 설

명, 학생들이 제시한 특이한 수학적 오류의 원인 분석에 대한 지식.

HCK
현재의 교수 상황에 놓여 있는 것보다 더 큰 수학적 관점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함.

교육과정에 포함된 수학적 주제들이 어떻게 서로 관련되어 있는지를 아는 지식.

PCK

KCS

학생에 대한 지식과 수학에 대한 지식이 결합된 지식을 의미함. 특정 수학적 내용을

학습할 때 학생들이 전형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나 학습할 때 자주 발견되는 오류

나 오개념을 파악하는 지식.

KCT
가르치는 것에 대한 지식과 수학에 대한 지식이 결합된 형태의 지식을 의미함. 수업

의 설계 또는 교수학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지식.

KCC
교과 내용과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을 의미함. 특정 수학적 개념이 교육과정에 어떻

게 기술되어 있는지,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어떻게 확장되는지에 대한 지식.

<표 Ⅱ-1> MKT 하위 범주의 개념 정의

비록 그들이 제안한 수학교사 지식의 6가지 하위 범주가 완벽하게 독립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들의

연구는 수학교사 지식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고 세분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수학교사 지식

을 측정하고, 함양시키기 위한 방안의 탐색이 훨씬 용이해졌다. 국내외적으로 MKT에 기반하여 수학교사 지식

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Hill & Ball, 2004; Hill 외, 2008; 김해규, 2012; 문진수, 김구연, 2015; 박경미,

2016; 양선아, 이수진, 2019; 윤현경, 권오남, 2011; 전미현, 김구연, 2015; 최민정, 이종학, 김원경, 2016; 한혜숙,

2016; 황진연, 신보미, 2016)들이 수행되었다. 특히, 여러 연구에서 SCK(예. Bair & Rich, 2011; Pettry, 2016;

Pino-Fan, Godino, Font, & Castro, 2013; 강영란, 조정수, 김진환, 2012; 고희정, 고상숙, 2013)를 다룬 것을 볼

수 있었는데, SCK가 교수에 특화된 수학 지식, 즉 교사만이 알 필요가 있는 수학 지식이다 보니 많은 연구자들

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 중 하나가 되었다.

수학교사 지식을 다루는 또 다른 대표적인 연구로는 예비수학교사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국제비교연구인

TEDS-M(Teacher Education and Development Study in Mathematics)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예비

수학교사들의 수학교수를 위한 지식의 깊이와 수준은 어떠한지, 이러한 지식이 교사 양성 프로그램 집단에 따라

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Senk 외, 2012). 기존의 교사 양성과정에 대한 연구들이 작고 특수

한 표본을 사용하거나 편의 표본을 사용하여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면, TEDS-M은 “전국

적 확률 표집(national probability sample)에 기반을 두고”(Senk 외, 2012, p.310) 16개국의 예비교사들의 지식과

관련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TEDS-M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학 교수를 위한 지식

(Knowledge for Teaching Mathematics)을 두 범주 ‘MCK’(Mathematics Content Knowledge)와 ‘MPCK’(Mathematics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로 나누고 각각의 검사 도구1)를 고안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MPCK를 ‘교

1)Ball 외(2005)의 선다형 문항들로 이루어진 검사 도구와는 달리 TEDS-M의 검사 도구는 구성형 문항을 포함하고 있어 응답

에 대하여 부분점수를 부여하는 채점 기준표가 제시되어 있음. 다음 사이트에서 24개 MCK 문항과 10개 MPCK 문항의 예

를 참고할 수 있음. http://www.ugr.es/~tedsm/resources/Informes/Result_Viejo/PrimariaItemsLiberado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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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 지식’(Mathematical curricular knowledge), ‘수학 교수・학습을 위한 계획에 관한 지식’(Knowledge of

planning for mathematics teaching and learning), ‘수학 교수・학습을 위한 실행에 관한 지식’(Enacting

mathematics for teaching and learning) 3가지 하위 범주로 구성하였다. TEDS-M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교사

양성과정에 존재하는 구조적 차이를 보여 주었고, 예비교사들의 지식이 국가 간, 국가 내에서 다양하게 나타남을

밝혔으며, MCK와 MPCK 검사를 통해 예비교사 지식과 역량에 대해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Senk

외, 2012).

수학교사의 지식을 측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교사 교육과정을 점검하고, 예비교사의 지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들도 수행되었다. 예를 들면, Jakobsen 외(2018)의 연구에서는 Malawi의 초등 예비교사 교육

프로그램인 IPTE(Initial Primary Teacher Education)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IPTE 프로그램이 예비교사의 MKT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

Proctor(2019)의 연구에서는 연구에서 실행한 예비교사 교육 프로그램(math and science strategies course)이 초

등 예비교사의 MKT 함양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 예비교사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에 대한 측면(MKT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학생들의 사고 방법을 알 수 있는 기회의 제공, 학습의 향상을

위한 학습 내용의 배열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내용의 부재)이 지목되었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이민희(2014),

이화영(2019)의 연구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민희(2014)의 연구에서는 예비 중등수학교사의 테크놀로지 교수학적

내용지식(TPACK) 함양 과정을 이론 구축하기(theory building from cases)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모델을 구축하

였다. 그 연구 결과들 중 MKT와 관련하여 관심을 끄는 것은 프로그램에서 제공한 활동 및 탐구를 통해 예비교

사의 수학 내용지식이 전문적 수학 내용지식(SCK)으로 확장되었고, 수학 교수 및 학습에 대한 사고의 경험(예.

학습자 입장에서 탐구, 수업 설계)들이 예비교사의 교수학적 내용지식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

화영(2019)은 초등학교 교사의 수학 PCK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설계・운
영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았는데, 연수 프로그램 참여 후 참여 교사들의 핵심 개념 지식과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에 대한 자기 인식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학생들의 이해 수준과 교수・학습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교
수・학습 개선 방안이 도출되는 사례도 보고되었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들로부터 교사 교육 프로그램이
(예비)교사들의 MKT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및 교육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학습 경험들이 보다 직접적으로 MKT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순열과 조합 영역의 교수・학습

순열과 조합 영역의 많은 문제들이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소 긴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공식이나 알고리즘의 적용이 아닌 다양한 문제해결 전략을 필요로 하기 때

문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영역 중 하나이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대부분의 순열과 조합 영역에 대한 지도는 이

러한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보다는 공식의 적용과 같이 정확하고 엄밀한 수학적 특성을 지도하는데 치우

치고 있다(김보람, 2016; 김서령, 박혜숙, 김완순, 2007; 서수정, 2009). 순열과 조합 영역에서 학생들이 나타내는

오개념 또는 오류 유형에 대해 탐색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빈번하게 발견되는 학생 오류 유형으로는 정리나 정

의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오류, 문제의 내용을 잘못 해석해서 발생하는 오류, 문제의 자료를 잘못 사용하는 오

류, 기술적 오류 등으로 보고되었다(서수정, 2009). [그림 Ⅱ-1]은 서수정(2009)의 연구에 보고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학생 오류(정리나 정의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오류)의 예이다.

순열과 조합 영역에서 학생들이 형성하게 되는 오개념 및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수업

설계가 가장 중요할 것이며, 이는 교사의 지식 및 전문성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몇 몇 선행연구에 의

하면 수학교사들의 순열과 조합 영역에 대한 교사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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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의 연구에서 순열과 조합에 대한 수학교사의 MKT를 조사・분석한 결과 낮은 수준의 MKT를 나타냈고,

특히 SMK(교과내용지식)에 비해 PCK(교수학적 내용지식)의 수준이 낮음이 보고되었다. 김보람(2016)은 예비교

사와 현직교사의 순열과 조합에 대한 MKT를 비교・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SMK에 대해서는 예비교사보다 현
직교사가 더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PCK의 경우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모든 PCK 검사 문항

에서 현직교사의 정답률이 예비교사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사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선행연구

도 진행되었는데, Melusova & Sunderlik(2014)은 초등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순열과 조합에 대한 MKT를 함양하

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예비교사들의 순열과 조합에 대한 문제 제기 활동 결과물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통해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충분한 SMK 수준을 갖지 않은 예비교사들은 PCK를 요구하는 활동에서

어려움을 나타냈으며, 순열과 조합에 대한 학생들의 문제 풀이를 평가한 후 그 풀이에 대한 적절한 조언을 준비

하고, 학생들의 사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좋은 문제를 탐색해보는 경험들이 SMK와 PCK를 모두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문제] 다음의 도형에 서로 다른 4가지 색(빨강, 노랑, 파랑, 초록)을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단순히 일렬순열로 적용한 예 ・일반적인 원순열로 풀이한 예

[그림 Ⅱ-1] 정리나 정의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오류의 예 (서수정, 2009, p.49)

Ⅲ.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경기도에 소재한 A사범대학의 수학교육과에 재학 중인 학생 29명(남학생 19명, 여학생

10명)으로, 2019학년도 1학기에 개설된 ‘조합 및 그래프이론’ 수업을 수강한 예비수학교사들이었다. 이들 중 23명

은 MKT-DP가 실시되기 전(2018년 2학기)에 A사범대학에서 진행한 ‘학습자의 관계적 이해와 도구적 이해 및

수 개념의 이해에 대한 교사 지식’ 세미나 강좌를 수강한 경험이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수학교사들은 3

학년 3명과 2학년 26명으로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이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교육학 및 교과내용학 관

련 전공 강좌의 극히 일부분만을 이수했거나, 이수중인 것으로 나타나 수학교사 지식 측면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로 볼 수 있어 순열과 조합 영역2)에 대한 MKT 수준 및 MKT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하기

적절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2)본 연구의 ‘순열과 조합’영역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 과목에서 대단원 I <순열과 조합>으로 경우의

수, 순열, 조합, 분할, 이항정리가 주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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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설계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연구문제인 MKT-DP 실행 후 ‘예비수학교사의 CCK, SCK, KCS , KCT는 어떻게 변

화하였는가?’를 조사하기 위해 한 집단을 대상으로 사전검사, 처치, 그리고 사후검사를 실시하는 단일집단 사전-

사후검사 설계를 하였다. MKT-DP는 2019년 3월 14일부터 2019년 4월 4일까지 4주 동안 총 8차시(1차시 당 75

분)에 걸쳐 연구자가 진행한 ‘조합과 그래프이론’ 강좌의 수업 시간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연구절차는

<표 Ⅲ-1>과 같다.

기간 진행 절차 세부 내용

2018. 09. -

2018. 12.
문헌 연구 및 주제 선정 선행연구 조사, 연구문제 설정 및 연구 대상자 선정

2019. 01. -

2019. 02
연구 설계

사전, 사후 검사지 개발

채점기준표(예비) 작성

MKT-DP 개발

2019. 03.

연구 실행

자료 수집

사전 검사 실시

MKT-DP 시작

2019. 04. MKT-DP 종료

2019. 05. 사후 검사 실시

2019. 06.
사전, 사후 검사 채점기준표(최종) 작성

사전, 사후 검사 채점

2019. 07. -

2019. 08
연구 분석 자료정리 및 결과분석

<표 Ⅲ-1> 연구진행절차

3. 순열과 조합 영역에 대한 예비교사의 MKT-DP

예비교사의 MKT 수준에 대하여 한혜숙(2016)은 예비교사들의 KCT에 대한 지식이 피상적인 수준임을 강조

하면서, 예비교사 교육 프로그램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에 대한 소개와 어떤 교수학적 처
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고민하고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SCK와 KCT에 대한 실

질적인 지식을 발달시킬 있는 구체적인 사례중심 또는 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을 예비교사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도 제안하였다. 이에 순열과 조합에 대한 MKT-DP는 선행연구들(이지현,

2009; 전미현, 김구연, 2015 한혜숙, 2016)에서 제안한 MKT 함양에 대한 예비교사 교육의 개선점들에 기초하여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MKT-DP를 3단계(CCK-함양 단계, KCS & SCK 함양 단계, KCT-함양 단계)로 구

성하였으며, 4주에 걸쳐 8차시로 수행되었다([그림 Ⅲ-1]). 각 단계의 주요 학습 내용으로는 개별/소집단 문제해

결, 교과서 분석, 학생 사례 중심의 자료 조사 및 분석, 발표 등으로 구성되었다.

MKT-DP의 각 단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는 순열과 조합에 대한 ‘CCK-함양’을 목표로 문제해결 및

문제해결 과정에 대한 발표 활동으로 구성하여 예비교사들이 각자 순열과 조합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재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단계는 ‘KCS 및 SCK-함양’을 목표로 순열과 조합 영역에서 학생들이 갖게 되는 오개념과

문제해결 과정에서의 오류 및 어려움을 조사하여 그 내용과 이유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발표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고등학교 교과서 순열과 조합 단원의 도입활동(예. 생각열기)과 각 개념의 정의를 조

사・분석하여 과제로 제출함으로써 수학적 개념 구조를 재확인 하는 활동도 포함하였다. 3단계는 1단계와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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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MKT를 바탕으로 ‘KCT-함양’을 위하여 학생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오류와 오개념을 교정하고, 학생들의

순열과 조합 학습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교수학적 방법을 탐색하여 발표하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Ⅲ-1] MKT-DP의 구성 개요

MKT-DP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들과의 오리엔테이션 시간(1주차)을 통해서 모둠 구성, 프로그램의 방향

과 목적 소개, 모둠 활동 과제(모둠별 연습문제 풀이, 학생 오류/오개념 조사, 오류/오개념에 대한 수학적 원인 분석,

교과서 분석) 등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1주차 수업의 2교시에는 사전 검사가 진행되었다.

MKT-DP는 2주차부터 본격적으로 실행되었는데, 2주, 3주, 4주차 1교시에는 교수자가 해당 주에 다루게 될

핵심 개념에 대한 간략한 내용 정리를 제공한 후 모둠별로 ‘조합 및 그래프 이론’ 강좌 교재에 제시된 ‘기본적인

세기, 순열, 조합’ 단원의 연습문제에 대한 풀이를 동료 예비수학교사들에게 설명하고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더불어 2, 3, 4주차의 2교시에 다루어질 각 영역별 학생 오개념 및 그 원인 분석에 대한 모둠 활동

수행을 돕기 위해 교수자는 해당 학습 영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생 오개념 사례를 소개하였고, 각 모둠에

서 해당 학습 영역에 포함된 수학적 개념의 구조를 재확인하기 위해 기본적인 세기 및 순열과 조합 단원에 해

당되는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도입 활동과 개념의 정의)을 조사・분석하는 모둠 과제를 제출하며 수업이 마무리
되었다. 2, 3, 4주차 2교시는 ‘기본적인 세기, 순열, 조합’ 단원에서 학생들이 형성하게 되는 오류/오개념 또는 학

습 어려움 등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과 구체적인 학생 사례를 기반으로 빈번하거나 특이한 오류의 원인을 수학

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발표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발표 모둠이 학생들이 제시한 오류 원인에 대한 수

학적 분석 내용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 전체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교수자의 피드백이 제공되었다. 5주차 수업은

‘기본적인 세기, 순열, 조합’ 단원에서 학생들의 오류 및 오개념을 교정하거나 학습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교수

학적 방안을 탐색하고, 그 결과를 포스터로 제작하고 발표하는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표 Ⅲ-2>는 오리엔테이

션(1주차 수업)을 포함한 4주 동안 진행된 MKT-DP의 운영 개요이다.

4. 검사도구

예비수학교사들의 순열과 조합 영역에 대한 MKT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들(서수정, 2009; 이지현, 이

정연, 최영기, 2005; 이경아, 2014; 장경호, 2017)을 검토하여 순열과 조합 개념 학습 시 학생들의 오류와 오개

념이 자주 발생하는 영역을 선정하였다. 또한 예비교사와 현직교사의 MKT를 조사・분석한 선행 연구(김보람,

2016; 한혜숙, 2016)를 참고하여 CCK, SCK, KCS , KCT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사전, 사후 검사지를 개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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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주제 프로그램 내용 진행 방법 단계

1
1차시

오리엔테
이션

강좌 일정 및 내용 소개
모둠 구성 및 모둠 과제 제시

강의/질의응답 -

2차시 사전검사 사전 검사 검사 실시 -

2

1차시 기본 세기

방법에 대한

- 기본적인 개념 학습 내용 정리

- 모둠별 단원 연습문제 풀이 발표

- 학생 오류 예시 소개

- 고등학교 교과서 분석 과제 제출

모둠별 발표/질

의응답/토의
1, 2

2차시

기본 세기

방법에 대한

학생 오류/오

개념/어려움

- 기본적인 세기 영역에서 학생들의 오류, 오

개념, 어려움 조사 결과 발표

- 학생 오류에 대한 수학적 분석 내용 발표

- 모둠 발표 내용에 대한 피드백 제공

모둠별 사례 기

반 과제 발표/질의

응답/토의

2

3

1차시 순열

- 기본적인 개념 학습 내용 정리

- 모둠별 순열 단원 연습문제 풀이 발표

- 고등학교 교과서 분석 과제 제출

- 학생 오류 예시 소개

모둠별 발표/

질의응답/토의
1, 2

2차시

순열 영역

에서 학생 오

류/오개념/어

려움

- 순열 영역에서 학생들의 오류, 오개념, 어려

움 조사 결과 발표

- 학생 오류에 대한 수학적 분석 내용 발표

- 모둠 발표 내용에 대한 피드백 제공

모둠별 사례

기반 과제 발표/

질의응답/토의

2

4

1차시 조합

- 기본적인 개념 학습 내용 정리

- 모둠별 조합 단원 연습문제 풀이 발표

- 고등학교 교과서 분석 과제 제출

- 학생 오류 예시 소개

모둠별 발표/

질의응답/토의
1, 2

2차시

조합 영역

에서 학생 오

류/오개념/어

려움

- 조합 영역에서 학생들의 오류, 오개념, 어려

움 조사 결과 발표

- 학생 오류에 대한 수학적 분석 내용 발표

- 모둠 발표 내용에 대한 피드백 제공

모둠별 사례

기반 과제 발표/

질의응답/토의

2

5

1차시

기본 세기

방법/순열/조

합 영역의

지도 방안

탐색

- 학생들의 오류 교정 및 학습 어려움을 해결

하기 위한 교수학적 방법 탐색 및 포스터 제작

모둠별 협력

활동/발표
3

2차시
지도 방안

발표
- 포스터 발표

모둠별 발표/

질의응답/토의
3

<표 Ⅲ-2> MKT-DP의 운영 개요

다. 사전, 사후 검사지는 각각 3개의 서술형 과제([과제1], [과제2], [과제3])로 이루어졌는데, 두 검사의 형태나

난이 수준을 가급적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사전, 사후 검사 과제 중 2개 과제는 동일한 과제를 활용하였으

나, 사전 검사에 대한 반응을 기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사후 검사 과제 중 하나는 소재를 달리하여 구

성하였다. 사전, 사후 검사의 각 과제는 순열과 조합 영역의 문제와 4개의 하위 문항들로 구성되었다(<표 Ⅲ

-3>). 4개의 하위 문항들은 <표 Ⅱ-1>에서 제시한 MKT 하위 범주의 개념 정의와 한혜숙(2016)의 연구에서 사

용된 문항에 기반하여 구성하였는데, 각 과제의 첫 번째 문항은 CCK, 두 번째 문항은 KCS를, 세 번째 문항은

SCK를, 네 번째 문항은 KCT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표 Ⅲ-3>). [과제1], [과제2], [과제3]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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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문항은 서수정(2009)의 연구에서 많은 빈도수의 오류를 나타낸 순열과 조합 관련 문항들 중에서 선정하였

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검사지는 1명의 수학교육 전문가와 MKT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는 수학교육 박사과정

의 현장 교사에게 내용 타당도 검증을 받았고, 29명의 예비수학교사들(수학교육학과 4학년)을 대상으로 예비 검

사를 실시하여 검사 문항에 사용된 용어의 이해도, 문항의 명료성 및 표현의 명확성과 적정성 등에 대한 피드백

을 받아 최종적으로 사전, 사후 검사지를 완성하였다.

사전검사 문항 사후검사 문항

[과제1] 다음의 도형에 서로 다른 4가지 색을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과제2] 7개의 문자       를 일렬로 배열

할 때, 끼리 이웃하거나 끼리 이웃하는 모든 경우

의 수를 구하여라.

[과제3] 인터넷 사이트   3군데에 4명의 학생

이 가입하는 방법의 수는?(단, 한 학생이 반드시 한

군데만 가입할 수 있다.)
● ●

● ●

● ●

[과제1] 7개의 문자       를 일렬로 배열

할 때, 끼리 이웃하거나 끼리 이웃하는 모든 경우

의 수를 구하여라.

[과제2] 인터넷 사이트  3군데에 4명의 학생

이 가입하는 방법의 수는?(단, 한 학생이 반드시 한

군데만 가입할 수 있다.)

[과제3] 다음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학생 6명이 둘러앉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문 항

번 호
문항 내용

MKT

측정 하위

범주

배점

문항 1 위 문제의 풀이과정을 자세히 쓰고, 답을 구하시오. CCK 2

문항 2
위 문제를 해결하면서, 학생들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오개념, 어려움,

오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적으시오.
KCS 3

문항 3
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어려움이나 오류의

원인을 수학적으로 분석한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적으시오.
SCK 3

문항 4
문항 2에서 제시한 오개념 또는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는 어떤 수

업전략 또는 학습 과제를 계획할 것인지 적으시오.
KCT 3

<표 Ⅲ-3> MKT 측정 사전, 사후 검사지 과제 구성의 개요

5. 자료 분석

MKT 사전, 사후 검사지의 3개의 서술형 과제([과제1], [과제2], [과제3])에 대하여 <표 Ⅲ-4>에 제시된 채점

기준에 따라 0점부터 3점(단, 문항1은 0점부터 2점까지)을 부여하여 채점이 이루어졌다. 채점 기준 및 관점에 대

한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점 기준에 대한 사전 논의와 예비 검사의 답안지를 활용하여, 2명의 연구자가 공

동으로 예비 채점을 실시하여 1차 채점기준표를 완성하였다. 1차 채점기준표에 따라 2명의 연구자가 각각 서술

형 과제의 채점을 하는 과정에서 각 과제의 2∼4번 문항의 경우 1점을 부여하는 답안의 기준이 애매한 점이 문

제점으로 발견되어, 채점 기준을 수정・보완하여 최종 채점기준표를 확정하였다. 2명의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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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과제의 문항에 대한 채점을 실시하여 1차 채점을 완료하였고, 채점자간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문항에

대한 일치도 통계를 구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채점자간 일치도 통계는 0.79∼1.00 값으로 나타나 채점자간 일치

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12개 문항에 대한 채점자간 일치도 통계의 평균은 사전검사는 0.93, 사후검사는 0.91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분석자 간 의견이 상이한 경우 및 학생들이 작

성한 내용의 의미나 의도가 모호한 경우에 한해서는 검사지를 작성한 예비교사들에게 검사지에 작성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였고, 두 연구자가 최종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의를 도출하였다. 사전, 사후 검사 결

과는 SPSS 23 버전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및 대응표본 t-검정3)을 통해서 분석이 이루어졌다.

하위
문항 채점 기준

점
수

문 항

1

・무응답 또는 오답 0

・풀이과정을 적었으나 오류가 있어 답이 틀림
・풀이과정 없이 답만 적음 1

・자세한 풀이과정과 정답 2

문 항

2

・무응답 또는 부적절한 응답 0

・학생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 오개념, 어려움을 직관적이거나 다소 일반적인 수준에서 1가지
제시(예. 원순열의 활용 방법 모름)

1

・학생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 오개념, 어려움을 문제 상황에 맞게 구체적인 수준에서 1가지
제시 또는 일반적 수준 2가지 제시 (예. 단순히 원순열로 (6-1)!라고 할 것 같다.)

2

・학생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 오개념, 어려움을 문제 상황에 맞게 구체적인 수준에서 2가지
이상 제시(예. 원순열과 일치한 문제로 착각하거나. 원순열과 전혀 동떨어진 문제로 인식해

중복이 발생하거나 빠뜨리는 등 오류가 발생)

3

문 항

3

무응답 또는 부적절한 응답 0

오류, 오개념, 어려움의 원인을 수학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비논리적이거나 직관적으로 1가지

제시(예. 원순열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나누어 설명하지 못함)
1

오류, 오개념, 어려움의 원인을 수학적으로 적절하게 분석하여 1가지를 제시 또는 일반적 수

준 2가지(예. 고정을 하고 순서를 나열하거나 원순열 법칙을 쓰고 중복하는 경우를 조사하여

나눠주는 방법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 헷갈려 할 수 있다.)

2

오류, 오개념, 어려움의 원인을 수학적으로 적절하게 분석하여 2가지 이상 제시 3

문 항

4

무응답 또는 부적절한 응답 0

수업전략 또는 학습 과제를 제시하였으나, 오류 또는 오개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거나 일

반적 수준의 1가지를 제시(예. 직접적인 활동을 통해 같은 경우를 파악하도록 계획할 것이다.)
1

오류 또는 오개념을 해결하기 위한 수업전략 또는 학습과제를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1가지를

제시 또는 일반적 수준 2가지(예. 왜 사각형의 탁자는 원과 다른지 학생들에게 번호를 직접

나열해 보게 한다.)

2

오류 또는 오개념을 해결하기 위한 수업전략 또는 학습과제를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2가지 이상

제시(예. ①교구를 활용하여 같은 경우임을 보여 주기 ② 학생들이 서로 팀을 이루어 서로 설명

하는 방법 ③과제는 자신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를 직접 만들어서 해결해 오기 등)

3

<표 Ⅲ-4> 각 문항별 채점 기준

3)Shapiro-Wilk 정규성 검정 결과 MKT의 4개의 하위 범주의 자료(사후검사와 사전검사의 차)가 모두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

으로 나타나, 4개의 하위 범주의 사전, 사후 검사 자료에 대해서 대응표본 t-검정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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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MKT 사전 검사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교사들의 순열과 조합 영역에서의 MKT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사전 검사 결과에 의하

면, <표 Ⅳ-1>과 같이 MKT 평균이 12.41점(만점 33점)으로 나타나 예비교사들의 순열과 조합 영역의 MKT 수

준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각 하위 범주별 점수의 기술 통계치는 <표 Ⅳ-1>과 같이 CCK의 평균이 3.79

점(만점 6점), SCK의 평균은 1.79점(만점 9점), KCS의 평균은 4.31점(만점 9점), KCT의 평균은 2.52점(만점 9점)

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교사 집단은 CCK에 대한 지식수준이 가장 높았고 SCK에 대한 지식수준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었다.

CCK SCK KCS KCT 총점

평균(만점) 3.79(6) 1.79(9) 4.31(9) 2.52(9) 12.41(33)

표준편차 1.72 1.88 2.29 2.17 6.59

<표 Ⅳ-1> 각 하위 범주별 점수에 대한 기술통계

각 과제의 문항1, 문항2, 문항3, 문항4는 각각 CCK, KCS, SCK, KCT를 요구하는 문항으로 각 과제의 문항별

빈도 결과(<표 Ⅳ-2>, <표 Ⅳ-3>)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CCK를 요구하는 문항1에 대하여 [과제2]와

[과제3]에서 각각 전체 응답자의 58.6%와 62.1%가 2점을 기록하여 다른 문항들에 비해 만점을 받은 비율이 높

게 나타났다. 그러나 [과제1](원순열의 이해)의 문항1에서 올바른 풀이과정과 정답을 작성해 2점 만점을 얻은 예

비교사의 비율이 27.6%(8명)로 [과제2]와 [과제3]의 문항1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율을 보였고, 2점을 받지 못한

예비교사 21명 중 고등학생들이 제시한 오답(서수정, 2009)과 유사한 오답을 작성한 예비교사도 17명으로 나타

났다. [과제2]와 [과제3]의 문항 1에서도 2점 만점을 받지 못한 예비교사들 중 일부는 고등학생들이 보인 오답과

유사한 유형의 오답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0점 1점 2점 0점 1점 2점 0점 1점 2점
전체

(%)

문항

1-1

7

(24.1)

14

(48.3)

8

(27.6)

문항

2-1

8

(27.6)

4

(13.8)

17

(58.6)

문항

3-1

5

(17.2)

6

(20.7)

18

(62.1)

29명

(100)

<표 Ⅳ-2> 채점 결과 – 문항1

0점 1점 2점 3점 0점 1점 2점 3점 0점 1점 2점 3점
전체

(%)

문항

1-2

8

(27.6)

4

(13.8)

12

(41.4)

5

(17.2)

문항

2-2

4

(13.8)

10

(34.5)

8

(27.6)

7

(24.1)

문항

3-2

9

(31.0)

8

(27.6)

9

(31.0)

3

(10.3)

29명

(100)

문항

1-3

13

(44.8)

9

(31.0)

7

(24.1)

0

(0.0)

문항

2-3

23

(79.3)

4

(13.8)

1

(3.4)

1

(3.4)

문항

3-3

26

(89.7)

2

(6.9)

1

(3.4)

0

(0.0)

29명

(100)

문항

1-4

14

(48.3)

8

(27.6)

4

(13.8)

3

(10.3)

문항

2-4

16

(55.2)

7

(24.1)

5

(17.2)

1

(3.4)

문항

3-4

21

(72.4)

7

(24.1)

1

(3.4)

0

(0.0)

29명

(100)

<표 Ⅳ-3> 채점 결과 – 문항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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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과제에서 KCS, SCK, KCT를 요구하는 문항2, 문항3, 문항4에서 만점(3점)을 받은 비율이 CCK를 요구하

는 문항1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는데, 특히 각 과제에서 SCK와 KCT를 요구하는 문항3과 문항4의 경우 만점을

받은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MKT 하위 범주별 사전-사후 검사 결과

MKT-DP를 적용한 후 예비교사들의 MKT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CCK, SCK, KCS, KCT 범주에 대한

사전, 사후 검사 자료를 활용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수행하였고(<표 Ⅳ-4>),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전 및 사후 CCK 점수의 평균은 각각 3.79점, 4.38점으로 사전 검사에 비해 사후 검사의 평균 점수가

향상되었으나, 대응표본 t-검정 결과 유의수준 0.01에서 사전, 사후 검사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1.29, p=.207). CCK의 핵심은 기본적인 수학적 지식과 수학적 용어 및 기호에 대한 지식으로

예비교사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학습을 통해 순열과 조합 영역에 대한 CCK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 사전, 사

후 검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사전 및 사후 KCS 점수의 평균은 각각 4.31점, 5.52점으로 사전 검사에 비해 사후 검사의 평균 점수가 다소

향상되었으나, 대응표본 t-검정 결과 유의수준 0.01에서 사전, 사후 검사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2.28, p=.030). 연구 참여자들의 대부분이 MKT-DP에 참여하기 전 학습자의 수 개념의 이해

에 대한 교사 지식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세미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는데, 비록 그 프로그램에서

순열과 조합 영역에 대한 KCS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세미나 프로그램에서 경험한 학습자의 (수

개념에 대한)오류 및 오개념 분석 경험이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순열과 조합 영역에서 KCS에 대한 학습에 다

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사전 학습 경험으로 인하여 사전 KCS 점수가 다른 하위 범주에 비해 다소

높았던 것으로 추측되며, 그러한 사전 교육 경험이 KCS 함양 측면에서 MKT-DP의 고유한 효과를 파악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재변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사전 및 사후 SCK 점수의 평균은 각각 1.79점, 2.55점으로 사전 검사에 비해 사후 검사의 평균 점수가 향상

되었으나, 대응표본 t-검정 결과 유의수준 0.01에서 사전, 사후 검사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t=1.63, p=.114). 또한 사후 SCK 점수의 평균이 다른 범주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 본 연구에

서 적용한 MKT-DP가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교사들의 SCK 함양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SCK는 수학교사의 전문화된 내용지식으로 본 연구에서는 SCK의 핵심 내용 중에서 학생 오류의 원인을 수학적

으로 분석하는 수준을 측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SCK를 묻는 문항에 대한 답변에서 예비교사들이 자주 보인

반응 중 하나가 학생 오류의 원인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또는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었다(예1. 순열 계산을 힘들어한다. 집합의 개념정리가 완전치 않다; 예2. ‘하거나’라는 말의 표현을 잘 수학

적으로 바꾸기 힘들다). SCK 함양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수학적 지식과 더불어 논리적 사고, 분석적 사고, 비판

적인 사고와 같은 고등 수학적 사고가 요구되며, 그러한 수학적 역량(수학적 지식과 수학적 사고 역량)은 전공

교과의 학습을 포함한 수학교사 양성 프로그램 전반을 통해서 길러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예

비교사들이 2학년 학생들이다 보니 SCK의 기반이 되는 전문적인 수학적 지식 및 수학적 사고 수준이 다소 낮

은 상태였다고 볼 수 있고, 단기간에 이루어진 MKT-DP가 SCK의 함양에 필요한 다양한 수학적 역량의 함양에

기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전 및 사후 KCT 점수의 평균은 각각 2.52점, 4.07점으로 사전 검사에 비해 사후 검사의 평균 점수가 향상

되었고, 대응표본 t-검정 결과에서도 유의수준 0.01에서 사전, 사후 검사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81, p=.009). 또한 KCT를 묻는 사전 검사에서 예비교사들의 답변은 대체로 일반적이고 포

괄적인 수준(예.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직접 나열해 보여 준다.)에 머물러 있었는데 반해, 사후 검사 문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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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사들의 응답이 더욱 구체화되고 정교화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 <표 Ⅳ-5>는 KCT 수준의 향상

을 보여주는 예비교사들의 응답 사례로 예비교사 B, C, D는 사전 검사에 비해 사후 검사에서 학생들의 순열과

조합 영역에 대한 오류와 오개념을 교정하거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교수법을 제시하고 있다.

MKT

하위범주
N

사전검사 사후검사
대응차

(사후-사전)
대응표본 t-검정

M(SD) M(SD) M(SD) t p

CCK 29 3.79(1.72) 4.38(1.29) 0.59(2.44) 1.29 .207

KCS 29 4.31(2.29) 5.52(1.50) 1.21(2.85) 2.28 .030

SCK 29 1.79(1.88) 2.55(1.68) 0.76(2.50) 1.63 .114

KCT 29 2.52(2.17) 4.07(2.28) 1.55(2.97) 2.81 .009

<표 Ⅳ-4> CCK, KCS, KCT 에 대한 사전, 사후 검사 결과

사전 검사 사후 검사

예비교사 B “중복순열 상황을 알려 준다”

“ 
이라고만 알려줄 게 아니라 정확히 문제 상

황을 해석・분석하여 어떤 것이 중복을 허락하는지 알기
쉽게 한다. 그리고 중복 순열이 어떤 문제로 변형될 수
있는지 여러 예시를 설명한다.”

예비교사 C
“다양한 문제에 관한 다양한 접근
을 통해 시작하는 어려움을 이겨
내도록 도우고 싶습니다.”

“교구를 활용하여 같은 경우임을 보여 주기 or 학생들이
서로 팀을 이루어 서로 설명하는 식으로 or 과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를 직접 만들어서 해결해오기”

예비교사 D “개념 정리를 해준다.”

“어떤 경우에 여사건을 이용하면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왜 복잡하고 오류를 범하기 쉬운지 설명한다. 그리고 실
생활에서 여사간이 사용되는 경우를 알아봄으로써 여사
건에 익숙해지도록 한다.”

<표 Ⅳ-5 > KCT에 대한 사전, 사후 검사에서 학생 응답 예시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교사들은 MKT-DP 3단계인 ‘KTC-함양’에서 순열과 조합 영역에서 자주 나타나는 학

생 오류 및 오개념을 교정하거나 학생의 학습 어려움(MKT-DP 2단계 내용)을 해결하기 위한 교수법을 다각도

에서 탐구하고, 그 결과를 포스터로 제작하여 발표를 통해 동료들과 논의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하였다. 그러한

교수 방법에 대한 탐구와 논의 경험이 예비교사의 KCT 수준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Ⅳ-1]는 MKT-DP 3단계(‘KTC-함양’) 수업의 결과로 예비교사들이 모둠별로 제작한 포스터이다.

[그림 Ⅳ-1] 3단계(KTC-함양) 수업 결과 포스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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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예비수학교사를 대상으로 순열과 조합 영역에 대한 MKT를 알아본 후, 순열과 조합 영역에 대한

MKT를 향상시킬 수 있는 예비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행하여 그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예비수학교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예비수학교사들의 순열과 조합 영역에 대한 MKT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 검사를 실시한 결과,

CCK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KCS의 수준이 높았으며, SCK와 KCT 수준은 상당히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KCS를 제외한 CCK, SCK, KCT 수준에 대한 검사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Butterfield & Chinnappan(2010)의 연구에서는 과제를 해결한 응답지를 분석하여 예비교

사의 MKT 4개의 하위 범주에 대한 평균 점수를 조사하였는데, CCK의 평균이 다른 범주들에 비해 세 배에 가

깝게 높게 나타났으나, SCK, KCS, KCT 평균 점수는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한혜숙(2016)의 연구에서는 SCK,

KCS, KCT를 요구하는 문항에서 예비교사들이 어려움을 나타냈고, 특히 SCK, KCT에 대한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들의 사전 KCS 수준이 SCK, KCT 수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참여자들의 사전 교육 경험에 기인한 결과로 추측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수학교사들

의 대부분이 MKT-DP에 참여하기 전 학습자의 수 개념의 이해(학습자의 수 개념에 대한 오류 및 오개념에 대

한 이해)에 대한 교사 지식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 세미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러한

학습 경험이 KCS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재변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예비

수학교사 교육 프로그램에서 SCK와 KCT 함양 및 발달을 위한 교육 경험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

사한다. 특히,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교사들의 경우 SCK를 요구하는 문항인 ‘학생 오류의 원인을 수학적으로 분

석’ 하도록 요구한 사전, 사후 검사 문항에서 대체로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는데, 많은 예비교사들이 학생 오류의

원인을 수학적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직관적인 수준에서 제시하거나 매우 모호하게 기술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

고, 한혜숙(2016)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에 예비교사들의 SCK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탐색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교과 내용학 강좌에서는 교수자가 개념학습, 문제해결, 증명과

정 등에서 예비교사들이 빈번하게 범할 수 있는 오류/오개념에 대해 제시하고, 그 원인을 수학적으로 분석해 보

는 활동을 제공하는 것도 SCK 함양을 위한 하나의 교수학적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과 교육학 강좌에서

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것과 같이 실제로 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오류/오개념 사례를 조사하여 그 원인

을 교육과정의 맥락, 학문 수학의 맥락, 학교 수학의 맥락, 학생의 수학 학습 수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정교하게

분석해보고, 그 결과를 동료들과 논의해 보는 경험을 풍부하게 제공하거나, 반대로 교수자가 특정 학생 오류의

원인을 제시하고 그 오개념을 예측해 보는 활동을 제공하는 것도 SCK 함양에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들의 MKT 함양을 목적으로 MKT-DP를 실행한 후 CCK, SCK, KCS, KCT의

사전, 사후 검사 간에 차이를 살펴보았다. 비록 4가지 하위 범주 모두에서 사전 검사에 비해 사후 검사의 평균

점수가 높았으나, KCT 범주에서만 사전, 사후 검사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어 본 연구

에서 수행한 MKT-DP는 예비교사들의 KCT 함양에 효과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수학교

사들은 순열과 조합의 각 개념-기본적인 세기, 순열, 조합에 대해 모둠별로 학생 오류/오개념 및 학습 어려움 사

례를 조사하여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교수학적 방법에 대해서 탐색하고, 그 결과를 동료들과 공유하고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러한 학습 경험이 순열과 조합 영역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KCT 함양에 효과적인 것

으로 추측된다. 비록 KCT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하위 범주에 대해서는 MKT-DP의 유의미한 효과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사전 검사에 비해 사후 검사에서 어느 정도 수준 상승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 이를 통해 CCK,

SCK, KCS 측면에서도 MKT-DP의 긍정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기대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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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DP는 단계별로 CCK-KCS&SCK-KCT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각 단계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학생 사례와 문제 중심의 모둠 활동으로 구성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선행연구(예. 김석우, 이정아,

정성아, 조은래, 이서우, 2012; 이지현, 2009; 한혜숙, 2016)에서 강조한 예비교사 교육 프로그램에서 제공하여야

할 실천적 지식과 경험 그리고 실제적 교사 역량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예비교사들이 교과서

지식이 아닌 실제 학생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학습하여 지식을 구성해 나아가는 경험이 예비교사들의

MKT 함양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A사범대학의 수학교육과에 재학 중인 29명의 예비수학교사들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무리가 있다. 이에 순열과 조합 영역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MKT 수준을 보다 정

확하게 파악하여 시사점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표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정량 연구 방법으로 수행되어 MKT-DP가 KCT 함양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

었으나,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효과 또는 예비교사의 MKT 수준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관찰, 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한 정성적 접근 또한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의 MKT 측정 검사도구는 MKT 각 하위 범주의 핵심개념 중 일부 개념을 측정하는 과제로 구

성되어 있어 전체 MKT 수준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MKT의 각 하위 범주의 여러 가지 핵심개념의

측정이 가능한 다양한 검사 문항 개발에 대한 연구를 제안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 설계한 MKT-DP는 MKT 하위 범주인 CCK, KCS, SCK, KCT의 함양을 목표로 8차시 분

량의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지식 범주에 대한 학습 경험을 제

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으나, 단기간에 MKT 각 하위 범주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발달시키기

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MKT 각 하위 범주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MKT 수준을 충분히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하고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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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the MKT level of pre-service mathematics teachers in the area of permutations and combinations was 
investigated, and MKT-Development Program(MKT-DP) focused on improving the MKT of pre-service mathematics 
teachers was developed and implemented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program on the MKT in the area of 
permutations and combinations. Twenty-nine pre-service mathematics teachers participated in a four-week MKT-DP and 
MKT pre and post tests. According to the MKT pre test results for permutation and combination areas, pre-service 
teachers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showed low levels of MKT in the permutation and combination areas, 
especially, the level of SCK and KCT was  quite low.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s of MKT-DP, the results of 
pre- and post-MKT tests were analyzed, an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re- and post-tests was found only in the 
KCT sub-category. This shows that the MKT-DP developed in this study is effective in improving pre-services 
teachers’ KCT in the area of permutation and combination. Although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hree remaining sub-categories(CCK, SCK, and KCS), the positive influence of MKT-DP can be expected 
throughout MKT, as a result of some level increase in post-test compared to the pre-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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