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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연결을 고려한 초등학교 수학 수업의 사례 분석1)

김 정 원 (신탄진초등학교 교사)

김 유 경 (도이초등학교 교사)

방 정 숙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한 학기 동안의 ３학년 수학 수업에서 해당　

교실의 사회적 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을 분석하고 그 속에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

및 관계를 바탕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탐색하였다.

탐색 결과, 학기 초반에는 전반적인 사회적 규범의 형성과

함께 생산적인 수학 학습을 위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

회적 구조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학기 중반에는

수학 개념에 대한 이해에 중점을 둔 탐구가 나타났으며

학생들의 상호작용에서도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질문하고

무엇을 명확히 설명해야 하는지 인식하였다. 학기 후반에

는 수학적 탐구와 더불어 학생들의 개별　성향을 더욱 고

려하고 수학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지적 용기, 정직, 배려,

협력 등의 학문적 인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이

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업에서 수학적 연결뿐만 아

니라 사회적 연결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다 의미 있는 수

학 수업을 구현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I. 서론

최근 들어 ‘배움의 공동체’, ‘수업 혁신’, ‘교실 문화

창조’ 등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사회적 관점에서의 수

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학 수업에서 배움

의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은 함께 공부하는 수학교실

문화의 형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학생 중심의 교수·

학습, 상호작용을 통한 협동학습, 대화와 참여를 촉진

하는 수업 등 수업 혁신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하지만 수학 수업을 분석할 때에는 수학 내용적인

측면에서 수업을 분석하거나 교사나 학생과 같이 특

정 참여자의 관점에서 수업을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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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2010)은 우리나라 수학 수업과 관련한 연구를

5가지 틀, 즉 교사의 수업 실천의 경험과 인식, 학생의

경험에 대한 해석, 수업 중 과제에 대한 분석, 수업 담

화에 대한 분석, 수업 문화에 대한 분석으로 분류하였

는데, 이 중 수업의 사회적 양상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연구인 수업 문화와 관련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김유경(2013)에 따르면, 수업에서 구

현해야 할 수학적 연결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실태

를 조사한 결과 수학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연결, 예를

들어 선행 개념과의 연결, 다양한 문제해결 절차 간의

연결, 실생활과 수학 개념과의 연결 등에 대한 인식이

높고 사회적 연결에 대한 인식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 논문에서 사회적 연결은 교실 내에 존재하는 일

정한 학습 루틴(routine), 수업 참여구조, 학습 분위기

등을 망라하는 교실의 사회문화적 구조 속에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 및

이를 통해 맺어지는 관계를 총칭한다(Lampert, 2001).

한 수학 수업에서 다른 수학 수업으로 흘러가는 것은

수학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수학 수업을 진행하면

서 교사가 수학 학습자로서의 개별 학생들을 더 잘 이

해하게 되고, 학생들 역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된다. 이로 인하여 수학 수업 시간에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에 다양한 사회적 연결이 일

어나게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러한 연결은 다양

한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연결의 형

성 및 변화 과정은 학생들이 수학적 아이디어를 배우

는 과정과 수학 학습 기회의 질에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에 수학 수업을 분석할 때에는 수업 간에 학생들이

교실의 사회문화적 구조의 형성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는지, 교사나 다른 학생들과 맺는 관계가 어떠

한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러한 관계가 어떻게 변화

하는지 등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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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학생들의 사회적 참여에 관심을 가지고 수학

교실 문화를 바꿔보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교사들에게

조차 참여 양상의 변화와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의 증

진을 관련짓는 것이 쉽지는 않다(Lampert, 2001;

Stein, Grover, & Henningsen, 1996). 이는 다수의 학생

들을 가르치는 상황이 개별 학생을 가르치는 상황과는

다른, 복합적인 문제들이 존재하고 교실의 다양한 사

회문화적 양상을 학생들의 학습 기회로 구조화하는 과

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수학 수업에서의 사회

적 연결은 전반적인 수학 학습 분위기뿐만 아니라, 교

사와 학생들의 개별 성향, 태도, 가치관 등 정의적 영

역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 더불어 수학적 연결에 비해 사회적 연결을 분석

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구 기간을 필요

로 하기 때문에 연구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이와 같은 연구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는 한 초등

교사가 한 학기 동안의 수학 수업에서 사회적 연결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한 과정을 분석하였다. 크게 학

기 초반, 중반, 후반으로 나눠서 교사가 강조했던 사회

적 연결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어

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으며 의

미 있는 수학 교실 문화의 형성에 대하여 시사점을 제

공하고자 의도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연결

개인적인 배움에서 공동체의 배움으로 전환하는 과

정은 지식이나 기능을 획득하고 축적하는 활동으로부

터 지식이나 기능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활동으로의 전

환으로, 다양한 배움에 대해서 논의하는 ‘협동적인 배

움’, 앎을 공유하는 ‘표현적인 배움’을 포함한다(손우정,

2012). 이는 수학 교실에서 수학 개념의 의미와 타당성이

사회적으로 형성된다는 주장과 연결된다(Voigt, 2013).

더불어 다양한 특성을 지닌 학생들이 앎을 공유하고

협동적으로 배우는 과정은 복잡한 사회적 연결을 수반

한다고 할 수 있다.

Lampert(2001)는 교사, 학생, 수학 내용으로 구성된

기본적인 교수 관행 모델을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는 가르치는 행동은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교사와

내용과의 관계, 학생과 내용 사이의 관계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 교수관행의기본모델 (Lampert, 2001, p.502)

[Fig. 1] Basic model of teaching practices

교실에서 가르치고 공부하는 일은 교사가 한 번에

한 명의 학생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설령 교사가

일시적으로 한 명의 학생과 상호작용을 한다고 하더라

도 교실이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그 상호작용이 이루어

지므로 교사와 학생 간의 관행 화살표는 개별 학생,

또는 모둠에게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학급과도

관련된다([그림 2]의 왼쪽 그림). 이런 측면에서 교사

는 한 교실에서 개별 학생, 모둠 학생 또는 전체 학생

과의 연결이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학생들 사이의

연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그림 2] 사회적 복잡성을　반영한　교수 관행

모델 (Lampert, 2001, p.506，p.507)

[Fig. 2] Model of teaching practices reflected

social complexities

한편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관계는 일회적

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즉 한 명의 교사와 전체 학

생들이 여러 날에 걸쳐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반복

한다는 점에서 시간에 따른 관행 화살표가 추가될 필

요가 있다([그림 2]의 오른쪽 그림). 이런 측면에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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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서의 모든 사회적 관계는 시간의 축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Lampert, 2001), 이에 수학 수업

을 분석할 때 수학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연결뿐만 아

니라 사회적 연결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관계라는 용어 대신에

사회적 연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이렇듯 시간

의 흐름에 따른 다양한 연결, 즉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관계의 축적 및 역동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수학적 연결이 ‘수학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수학을

내·외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중시한다면(Bingolbali &

Coskun, 2016; NCTM, 2000), 사회적 연결은 수학 교

수·학습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 간의 연결, 학생과 학생

간의 연결에 초점을 둔다고 볼 수 있다(Lampert,

2001).

2. 사회적 연결의 제반 요소

가. 교실의 사회적 구조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다

양한 사회적 연결은 해당 교실의 사회적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수학 교실의 사회적 구조란 다수

의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기 위해 반복적으로 강조

되는 사회적 규범, 수업 분위기, 상호작용 형태, 참여

패턴 등을 망라한 것이다.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교사

와 학생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해당 교실의 사

회적 구조는 유지 또는 강화될 수도 있고 수정될 수도

있으며 교실마다 서로 다른 특징이 있을 수 있다.

사회적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로

루틴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루틴은 특정 집단의 구

성원에 의해 합법화되어 형성된 것으로, 교사와 학생

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결정하고 교실 문화에 공헌하

는 일련의 규범을 형성한다. 중요한 점은 교사가 학생

들에게 어떤 규칙이 있는지 말하고 이를 따르도록 하

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지 이유를 제공함으로써 학생

들과 관계를 쌓아가는 데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이다. 또한 학생들이 교사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공부

하는 경우에도 루틴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중

요하다.

수학 교실에서의 루틴을 형성하기 위하여

Lampert(2001)는 ‘오늘의 문제’를 중시하였다. 수업을

시작할 때 Lampert(2001)는 다양한 수준에서 해결 가

능한 문제를 제시하면서 학생들이 수학적인 가정을 만

들게 하였다. 또한 수학 수업에서 공적인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조건’, ‘추측’, ‘수정하기’와 같은 용

어를 사용하는 언어적 루틴을 형성하고 수학 수업에서

기대되는 활동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

회적 구조를 형성하고자 노력했다.

한편, 학생 스스로 자기 평가를 하는 것은 개별 활

동 및 협력 활동을 위한 사회적 구조를 형성하는데 중

요하다. 학생이 자신의 학습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서

는 우선 스스로 공부하는 자세를 형성하여 자신이 하

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반성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사가 의도적으로 구성한 자리 배치에 따라 모둠에서

낯선 친구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전체 학급 논의를 통해 나와 친

구의 학습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이처럼 수학 교실의 사회적 구조는 단순히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의 상호작용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교사는 수학 교실에 적절한 루틴을 형성하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학생 또한 개인, 모둠, 전

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공헌해야 한다.

나.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사회적 연결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연결은 빈

번하게 발생한다. 수학 교실에서는 서로 질문하고 대

답하는 간단한 의사소통을 비롯하여 대답에 대해 반응

하고 이유를 설명하거나 학생의 주장에 대해 서로 평

가하거나 논의하는 등의 다양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진

다(강선미, 김민경, 2014).

Lampert(2001)는 이러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 활

동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

회적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교

사가 학생에게 칠판에 나와서 문제해결 과정을 설명하

도록 할 때, 그것이 그 학생에게 어떠한 부담을 주는

지, 학생은 자신의 풀이를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고

그것을 공적으로 수정할 위기를 감수할 수 있는지 등

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가르치는 일에 있어 교사와

학생의 복잡한 인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한

다. [그림 2]에 제시된 교수 관행 모델에서 교사와 학

생은 내적으로 일관되거나 정적인 것이 아니라 수업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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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는 교사 자신의 복잡한

자아와 학생의 복잡한 자아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교수 관행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이

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한다면 의미 있는 사회적 연결

을 위한 자원을 잃어버리는 셈이다.

학생의 복잡한 자아와 관련하여 예를 들어 살펴보

면, 수학 교실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수학을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다. 학생들은

같은 수학 교실에 있지만 그들의 자아는 가족, 부모님,

친구들, 대중매체 등 각기 다른 요인으로 인해 수학

학습에 대해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내적으

로 학문적 자아, 독립적 자아, 진지한 자아, 사회적 자

아, 유희적 자아, 복종적 자아 등의 복잡한 자아를 가

지게 된다([그림 3] 참조). 학생과 마찬가지로 교사도

가족, 부모님, 교장 선생님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학문

적 자아, 사회적 자아, 평가자, 진지한 자아, 유희적 자

아, 보유자 등의 복잡한 자아를 가지게 된다([그림 3]

참조). 이는 Voigt(2013)가 주장한 사회적 상호작용 시

교사나 학생의 배경, 의도 등을 고려하여 행동에 대한

반응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설명과 일맥상통한다.

[그림 3] 복잡한 자아를 가진 교사와 학생, 학생

과 학생 간의 연결 (Lampert, 2001, p. 528)

[Fig. 3] Connections of a teacher and a student;

connections among students

사회적 연결을 위해 교사가 우선 자신을 알아가는

것은 중요하다. 교사 자신의 자아를 이해하는 것은 교

사가 수업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을 포함하며, 자신의 다양한 자아를 이해함으로써

정체성을 통합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교사가 개별 학생과 반응할 때 그 학생 고유의 다양한

자아를 바탕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학 교실에서 제한된 시간에 한 명의 교사가 모든 학

생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심도 있게 하는 것이 불가

능하기 때문에 학생과 학생 간의 사회적 연결이 잘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들의 복잡한 자아를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한편, 수학 교실에서 사회적 연결은 교사와 학생뿐

만 아니라 학생과 학생의 연결 또한 빈번하게 발생한

다. 교사는 제한된 시간에 다수의 학생들과 상호작용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생과 학생 간의 사회적 연결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의 상호작용

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자아와 사회문화적 배경이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연결을 위해서는 상호작용이 가르치는 것의

일부로 포함되어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의 다

양한 자아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연결을 통해 서로 다른 학생들로 구성된 수학

교실에서의 의사소통이 일부 학생들에게만 한정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수학 교실의 사회적 연결과 관련된 선행 연구

수학 교실의 사회적 연결과 관련하여 사회적 상호

작용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교사와 학생의 상

호작용의 패턴 및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예를

들어, Nuhrenborger & Steinbring(2009)은 학생과 학

생, 교사와 교사, 교사와 학생의 서로 다른 사회적 구

성에서의 수학적 상호작용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사회적 구성이 달라지면서 상호작용 방식에서도 차이

가 드러났는데, 대개 교사와 교사, 학생과 학생의 상호

작용은 맥락이나 내용에 따라 다양했지만 논의가 허용

적으로 이루어지고 순차적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

이에 반해,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에서의 수학적 지

식은 교사에 의해 구조화된 방식으로 드러났고 학생들

은 과제를 이해하고 해결 방법을 공유하면서 지식을

공유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수학 교실에서의

상호작용은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구성원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우기와 오영열(2010)은 수학 교실에서 교사의 역

할과 상호작용 패턴의 관계를 보고했다. 이때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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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패턴의 유형에는 학생이 자신의 해결 과정을 다른

학생이나 교사에게 설명하고 표현하는 보고서 방법,

학생의 풀이에 대해 서로 질문하면서 이해를 명료화해

가는 탐구 방법, 풀이 방법을 정당화하고 이의에 대해

방어해가는 논의 방법의 세 가지가 있었다. 연구 결과,

학습의 안내자로서의 교사는 보고서 방법과 탐구 방법

의 상호작용을, 지시자로서의 교사는 보고서 방법의

상호작용을, 조정자로서의 교사는 학생 상호 간의 논

의 중심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는 교사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제 수학

수업에서 드러난 상호작용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수학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 Apriliyanto &

Saputro(2018)는 학생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요소를

다른 학생을 모방하기, 다른 학생의 제안에 반응하기,

다른 학생에 대한 동정 또는 반감 갖기, 편안한 상황

에서 상호작용하기, 효과적인 의사소통하기, 모둠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로 제시하고 학생들의 학

업 성취와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들의 상호작용과 학생들의 학업 성취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학생들의 상호작용이 활발할수록 학업 성취도가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학업 성취와의 관계를 양적으로 분석하였

다는데 의의가 있다.

Steffe & Tzur(1994)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학생들

의 수학 학습 및 발달의 관계를 도식으로 설명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반드시

학습이나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의 학

습에서 혼자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을 하고 발달하는 부분이 존재했다.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에서는 구어적 또는 비언어적인 수학

적 의사소통이 포함되나, 의사소통이 아닌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수학적 상호작용도 존재했다. 사회적 상호

작용의 목적이 학생들의 학습 및 발달을 돕기 위해서

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이러한 연구는 학생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상호작용 또는 의사소통의 방식을 안내한

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학습을 보장하

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시하는 연구도 찾아볼 수 있

다. Sfard & Kieran(2001)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수학 학습을 이해하기 위하여 13세 학생 두 명이 대수

학습을 하는 동안 이루어진 상호작용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두 명의 학생들은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였고 그 결과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

다. 즉, 학생들은 상대방의 대화를 몰두해서 듣지 않고

단절적인 대화를 하였으며 문제해결에 성공하였더라도

상호작용을 통해서라기보다는 개인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것이었다. 이에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

고 이를 수학 학습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상호

작용을 하는 방법을 습득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회적 연결과 관련된 선행 연구

들은 학생들의 수학적 탐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교실

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

해 실제 교실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양상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위하

여 사회적 규범을 어떻게 형성하고 그 과정에서 교사

와 학생이 어떠한 의사소통과 어려움을 겪는지에 초점

을 맞춘 연구는 드물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한 학기 동안의 수학 교실에서 사회적 구조를 형성하

고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사회적 연결이 어

떻게 변화·발전되는지 그 과정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

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분석 대상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된 수업은 본 논문의 저자

중 1명에 의해 실시된 3학년 2학기 동안의 수학 수업

이다. 이 교사의 교육경력은 16년이었으며, 학생 수는

27명, 모둠 구성은 기본 4명씩 구성하였다.1) 수업은 교

과서 내용을 재구성하여 진행하였으며 특히 2단원과 3

단원의 순서를 변경하여 1단원(곱셈), 3단원(원), 2단원

(나눗셈), 4단원(분수), 5단원(들이와 무게), 6단원(자료

의 정리) 순서로 진행하였다. 전체 수업 횟수는 64회였

다.

1) 본 연구에서 분석된 수업은 코로나19 이전에 수집된 자료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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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도

학습성향
상 중 하

리더십이 있고

주도적임

상윤,도영

기문

진규,규림

승재
지은

차분하고 진지함 주윤,민경 종현,석민 서인

순종적이고 수행

적임
지민,건아 시은,승희 소연

활동적이나 산만

하며 부분적으로

참여함

현웅,지연 선영,원준 태현,재임

의욕이 없고 수

업에 소극적임
라희,지후 예성,상현

*학생 이름은 가명, 진하게 표시된 학생은 본　논문에서　

사례로 제시됨

[표 1] 학생 관련 정보

[Table 1] Information about students

<학기 초반>

선영 라희

서인 진규

재임 소연

민경 상윤

종현 현웅

지민 규림

주윤 승희

원준

건아 지후

지연 지은

승재 석민 

태현 도영

상현 시은

예성 기문

<학기 중반>

종현 도영

지은 승희

현웅 원준

석민 서인

상윤 태현

지연 소연

시은 건아

승재

예성 지후

주윤 진규

지민 민경

재임 상현

선영 규림

라희 기문

<학기 후반>

서인 도영
시은 주윤

예성 민경
원준 종현

현웅 규림
라희 건아

재임 소연
진규

상현 지후
선영 승재

승희 지민
석민 상윤

지은 기문
태현 지연

*진하게 표시된 모둠은 본　논문에서　사례로　제시됨

[그림 4] 학생들의 자리 배치

[Fig. 4] Placement of students

수업 활동을 원 단원을 예시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

과 같다. 수업의 시작은 대개 이야기나 실생활 사례로

시작하였고 원 만들기, 그리기, 접기, 자르기 등의 활동

중심으로 탐구하였으며 활동 내용을 공책에 정리하게

하였다. 이후 모둠 내에서 공책을 돌려보며 문제해결

과정을 점검하거나 틀린 부분을 가르쳐 주게 하였으며

가장 창의적인 답을 모둠 내에서 선정한 후 발표하거

나 칠판에 붙이게 하는 등 수업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였지만 모둠 활동 또는 전체 논의의 과정을 많이 구

현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모둠의 구성은 리더

십이 있거나 자신의 의견을 잘 개진하는 사회적인 성

향이 강한 학생, 수용적이거나 수학적 능력이 보통 이

상인 학생, 스스로 학습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친구

와 갈등이 있어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고루 배

치하였다([표 1], [그림 4] 참조). [표 1]에 제시된 상,

중, 하의 성취도는 수행평가 및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단원 평가 등을 근거로 구분되었다. 또한 짝 배치는

컴퓨터로 추첨하여 무작위로 이루어졌으나 짝끼리 너

무 친하여 공부에 방해가 되거나 갈등이 잦은 경우,

성향이나 능력이 편중되어 모둠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은 교사가 임의로 자리배치를 달리하였다.

2. 연구 수행 과정

본 연구의 주된 연구 방법은 참여자 주도의 실행

연구(practitioner action research)이다. 참여자 주도의

실행연구는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문제를 개

선하기 위한 실험에 참여하며 그에 대한 참여자들의

반응, 실험과 반응에 대한 성찰, 성찰에 기초한 또 다

른 실행으로 이어지는 ‘계획-실행-평가’의 나선형적 순

환을 강조한다(조용환, 2015).

수업자는 3학년 학급 담임 교사로 수학 학습에 효

과적인 교실의 사회적 구조를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대개 1학기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

적인데 연구 대상이 된 교실은 1학기 중간에 학급 담

임이 교체되어 2학기에 그러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이

루어졌다. 또한 9～11월에는 학교 행사가 있는 주를

제외하고는 동학년의 모든 교사들이 전교사를 대상으

로 하는 수업 공개가 일주일 단위로 계획되어 있어 동

학년 교사, 학년군의 교사들 간에 수업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에 실행 연구의 과정에 수업자 및 연구

자의 성찰뿐만 아니라, 동료 교사의 피드백 등을 반영

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한 학기 동안 이루어진 것

으로 매 수업마다 수집된 것도 있고 수업에 따라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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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수집된 것도 있다. 수업지도안과 수업일지, 학

생 결과물은 매 수업마다 수집된 자료이고 교실 뒤편

에서 촬영한 수업 동영상은 단원별로 1차시씩 촬영되

었다. 모둠 내의 상호작용, 칠판의 판서 내용은 수시로

수업자가 핸드폰으로 촬영하였다.

수업지도안은 어떠한 활동을 실시하며 어떤 순서로

할지 대강의 수업을 계획한 것으로 미리 한 단원씩 작

성하였다. 반면에 수업일지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교사

가 수업 중 중요한 사항을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였다.

특히 수업 중에 이루어진 상호작용에 대한 사실과 함

께, 행동에 대한 교사의 의견, 학생들의 반응, 행동이

발생되었던 이유, 사회적 연결을 위해 다음 수업에 반

영할 사항 등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수업일지를 바탕으로 이론적 고찰을 통

해 추출된 사회적 연결의 제반 요소인 교실의 사회적

구조와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사회적 연결을

분석하였다. 즉, 수학적 탐구를 위한 교실의 사회적 구

조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학생들의 수학적 탐구를

위해 교사는 어떠한 부분을 강조하였는지, 그 결과 학

생들의 참여 양상이나 수행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학

생들 간의 상호작용은 학기 동안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학기 초반의 사회적 연결: 생산적인 수학 학습

을 위한 사회적 구조의 형성

교사는 학기 초반에 여러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수학 교실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무엇을 해야 할

지에 대해 하나씩 기록하였다([그림 5] 참조). 학생들의

상호작용은 모둠활동 등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겠지만

모둠 내에서 학생들 스스로 자율적인 수학적 탐구가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방법에 대해 학습할 필요가 있었

다. 이에 처음부터 모둠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활동을 통해서 그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

선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표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비록 틀리더라도 우리 반

학생들의 학습을 위해 큰 공헌을 한 것으로 의미가 있

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을 9월 5일 수업에서 강조하였다(<에피소드 1> 참조).

<학생들에게 강조해야 할 사항>

1. 큰 소리로 발표하기 

(아이들은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듣고 생각하기가 어려움. 목소리까지 작으면 더욱 듣지 

않고 교사와 학생 둘만 이야기하게 됨)

2. 모둠 내에서는 소곤소곤 

(진지한 수업 분위기가 안 됨. 갈등의 원인이 됨)

3. 틀려도 좋아→공헌하기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는 것이 공부이다.)

4. 잘 듣고 생각하기→수정하기 

(친구의 말을 이해해보도록 노력함)

[그림 5] 8월 26일 수업일지

[Fig. 5] Teaching journal of August 26th

<에피소드 1> 참여로서의공부강조하기　

<Episode 1> Emphasizing study as participation

교사: 얘들아,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떨

리니? 그리고 혹시나 틀리면 어떡하지 하는 생

각도 들지요?

학생: 지난번에 앞에서 설명할 때 떨렸어요.

교사: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함께 공부하려면 내

생각을 꼭 이야기 해 주어야 해요. 이렇게 참여

하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에요. 교실 청소하는 것

만 봉사가 아니고, 다른 친구들이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책 읽기, 떠들지 않고 잘 듣기, 내 생

각 발표하기, 친구의 생각에 대해 의견 말하기

등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야. 이 중 하나는 꼭 할 수 있겠지?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그림 6]처럼 1단원 학습 과

정에서 여러 가지 오류를 드러냈다. 교사는 이를 지도

하기 위해 학습의 패턴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오류가 수정되고 생산적

인 수학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적정

수준의 학습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

이다. 예를 들어 오류에 대해 친구가 설명을 해 주더

라도 정작 본인은 자신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거나 오

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장난을 하

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간혹 다툼

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 정 원․김 유 경․방 정 숙164

[그림 6] 9월 13일 수업일지

[Fig. 6] Teaching journal of September 13th

<원 만들기 미션 수행>

각 모둠별로 한 사람씩 나와서 원 만들기 미션을 수

행하였다. 모둠 내에서의 활동이 아니라 각 모둠별로 

한 명씩 나와서 하는 활동적인 수업이라 모든 학생들이 

재미있게 참여하였다.

1) 둥글게 서서 손을 잡고 원 만들기

큰 원, 작은 원이라는 미션에 따라 도영은 ‘가까이 

모여’, ‘퍼져’를 외치며 친구들에게 세부 미션을 주었다.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다른 학생들을 이끄는 경향이 미

션을 수행하는 데도 어김없이 나타났다.

2) 실을 단추에 매달아 원 만들기 

줄넘기 줄을 가지고 원을 만드는데, 태현은 가장 큰 

원에 도전하였다. 반지름을 너무 길게 잡아서 누군가 

맞을까봐 걱정하였으나 태현은 바닥에 줄을 돌리는 기

지를 발휘하였다. 교사는 교과서에 제시된 것처럼 공중

에 원을 그릴 것을 예상하였으나 태현이는 줄넘기의 끝

을 잡고 바닥을 향해 돌림으로써 큰 원을 만들 수 있었

다. 수학 부진아지만 가끔씩 창의적인 면이 있다. 수학 

학습에 흥미를 갖고 참여하도록 하고 집에서도 보충(구

구단 외우기, 곱셈 계산 등)을 하도록 해야겠다.

[그림 7] 9월 21일 수업일지

[Fig. 7] Teaching journal of September 21st

그러나 일대일의 지도 방식 또한 다수의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에서는 교사 중심의 설명, 개별 활

동 결과를 확인하는 것 이상을 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본격적으로 사회적 연결을 통한 수학 교실 문화를 만

들고자 노력하였다. 우선 다음 단원으로 곱셈과 관련

이 깊은 나눗셈 대신 원 단원을 선택하였고 자리배치

를 다시 하였다. 원 단원의 첫 수업 결과, [그림 7]처럼

학생들은 수학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도영이와 같이 주도적인 학생들로 인해 수업이 원활히

진행되었으며 곱셈 부진아였던 태현이도 교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창의적인 방법으로 원을 만들어 칭찬

을 받았다. 이후, 원(큰 원, 작은 원)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활동 결과를 공책에 적게 하였고, 공책을 돌려

읽는 모둠 활동 후에는 전체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수업의 루틴은 다른 수업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졌으며 활동한 결과에 대해 학생들 상호 간에

수학적으로 의사소통하는 형태로 수업을 구조화할 수

있었다.

<개별　활동을 하지 않는 문제 → 싸움을 일으킴:

상윤,　민경,　재임,　소연>

재임이가 반지름, 중심을 사용해 문장을 만들지 않

았음. 상윤은 “빨리 써”라고 독촉했으나 딴 짓만 하고 

하지를 않음. 그리고는 상윤과 함께 놀았음　→ 2모둠

은 공책을 돌려 읽지 못했고 전체 논의에 필요한 가장 

좋은 문장을 선택해 칠판에 붙이는 것도 못함　→　교

사는 왜 못했는지를 물었고 “너 때문이다.”며 다툼이 

생김

수학 실력이 부족한데다가 뭐해야 하는지 모르고 안

하는 것이 일상이 된 재임이. 상윤이나 민경이도 재임

이에게 “빨리 써”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를 

알려주면 조금씩 나아지겠지만 우선은 재임이가 하려는 

자세가 없는 것이 문제다. 소연이도 수학은 잘 못하지

만 물어보면서 하거나 다른 친구가 알려주었을 때 수용

적인데, 재임이는 그렇지 않다. 협력 이전에 책임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림 8] 9월 26일 수업일지

[Fig. 8] Teaching journal of September 26th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발생되었다. 첫 번째는 자기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였고 두 번째는

모둠에서 무엇을 논의해야 할지 모르는 문제였다. 첫

번째, [그림 8]의 수업에서는 재임이가 반지름과 중심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만드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 이에 모둠 내의 다른 학생들은 “빨리 해”라고

소리를 쳤다. 재임이는 수학 실력이 부족한 학생으로

수학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하지 않고 그

냥 넘어가는 일이 대부분인 학생이었다. 친구들이 소

리를 치자 재임이도 소리를 쳤고 이에 다툼으로 이어

졌다. 이에 교사는 재임이가 잘 몰라서 못했을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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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에게 도와주라고 이야기할까 했으나 그냥 두었

다. 왜냐하면 비록 수학 실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자

신이 해야 할 책임을 다해야 모둠 활동이 원활히 이루

어진다는 참여에 대한 책무성을 재임이에게 심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학생들의 능력이나 성향을 고려해

서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적으로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는 이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였다.

<모둠활동 하는 방법에 대한 학습＞

도영, 태현, 석민, 승재: 원의 지름과 반지름 사이 관계

에 대한 질문에 태현이의 답이 다른 친구들과 다름. 모

둠 내에서 책을 돌려보며 확인을 했다고 했는데, 했는

지 안 했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내용을 파악하지 않았

음. 수학적으로 의미 있는지에 탐구는 둘째치더라도 답

은 확인하고 서로 다르면 왜 그런지 알아보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음.

모둠활동 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침.

1) 도영과 승재는 쓴 글자는 다르지만 같은 뜻. 하지

만 태현이가 쓴 것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모둠활동에

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묻거나 친구가 모르는 부분

을 가르쳐 주어야 함.

2) 도영이는 같은 내용으로 여러 번 반복하여 설명

했으나 태현이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 다른 측면의 설명

이 필요함. 그러므로 모둠 내의 다른 친구들도 돌아가

면서 설명할 필요가 있음.

[그림 9] 9월 30일 수업일지

[Fig. 9] Teaching journal of September 30th

두 번째는 모둠활동을 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해야

하는 문제였다. [그림 9]의 수업에서 태현이네 모둠은

공책을 돌려보았으나 무엇을 확인하고 수학적으로 탐

구해야 하는지 모르고 지나쳤다. 수학적 탐구뿐만 아

니라 오답에 대한 확인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전체 활

동에서는 수학적으로 논의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였

지만 교사를 중심으로 발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학

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수학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에 대

한 수학적 탐구가 어느 정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모둠

내에서는 구심점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에 대해서 논의

할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논의해야 하는지 등 학습

하는 방법 자체에 대한 논의가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

어질 필요가 있었다.

이에 교사는 학생들의 문제해결 과정 및 답이 서로

다를 때에는 그 다름에 대한 이유를 듣고 친구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 서로 가르쳐 주는 것이 논의의 시

작이라고 강조하였다. 즉 태현이의 답은 ‘같다’이고 도

영이의 답은 ‘반지름은 지름의 반’이라면 왜 그렇게 생

각하였는지 물어보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이를

교정할 수 있도록 서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가르쳤

다. 이러한 교사의 의견에 따라 도영이가 태현이에게

왜 ‘같다’가 틀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다. 하지만 도

영이의 설명은 오류를 수정할 만큼 강력하지 않았고

서로 생각의 차이를 줄이기 어려웠다. 태현이는 원에

반지름과 지름을 여러 개 그리고, 그 길이를 재어보는

활동을 통해 알아낸 결과가 ‘같다’였으며 이것이 지름

과 반지름의 관계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도영이는

‘반지름은 지름의 반이잖아’, ‘지름의 반이니까 반지름이

라고 이름을 지었지’ 라며 같은 종류의 설명만 되풀이

하였다. 이에 교사가 직접 나서서 태현이에게 반지름도

그리고 지름도 그려보도록 한 다음 그 관계를 찾아보

도록 다시 발문을 하였다.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것이

반지름과 반지름 사이의 관계나 지름과 지름 사이 관

계가 아니라 반지름과 지름 사이의 관계임을 명확히

하였고 여러 번의 설명을 통해 오류를 수정하였다.

결국 교실의 사회적인 구조나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오류가 직접적으로 수정되지는 못하였지만 교

사의 개입에 따른 활동 및 수학적으로 다른 측면의 설

명으로 인해 설득이 이루어졌다. 교사는 ‘교사의 설명

은 좋고 학생들의 설명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

거나 교사에게 물으면 된다는 의존적인 태도를 갖게

하였을까?’라는 고민을 잠깐 하였으나 학생들의 오답

은 수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피상적인 설명이

아닌 개념적인 설명, 수학적으로 다양한 설명이 필요

함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학기 초반의 교실 상황은 틀린 것을 수정하

는 것이 공부라는 관점에서 우선 큰 소리로 자신의 생

각을 발표하기, 생각하며 듣기, 친구의 발표에 내 생각

말하기 등 학습에 공헌하도록 강조하였다. 그리고 사

회적 연결을 위한 참여구조를 만들기 위해 모둠 내에

서 공책을 돌려 읽도록 하고 수행 여부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고 나와 다른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했다. 또한 기본적인 참여의 책무성을 심

어주었고, 오류를 수정하고 수학적으로 의사소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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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있어 다각적인 측면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

조하였다．　

2. 학기 중반의 사회적 연결: 사회적 연결을 통한

수학적 탐구

학생들이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교실의 사회적 구조

를 만드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학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학습 내용에 대해서

도 그 구조를 바꾸지 않게 되었다. 학기 초반에 곱셈

단원에서 학생들이 많은 오류를 보였을 때, 문제 풀이

및 확인으로 이어지는 개별 지도를 하게 되었다. 이는

학생과 학생 간의 사회적 연결만을 통해서는 많은 학

생들이 범하는 오류를 수정하고 학습을 지속시키기에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학

기 중반의 나눗셈과 분수 단원에서는 학생들이 어려워

하는 부분이나 오류가 발생했을 때 모둠 활동이나 전

체 논의 과정에서의 사회적 연결을 강조하던 수업 방

식을 바꾸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학기 중반이 되자 부

족하나마 교실의 사회적 구조를 만들고 사회적 연결을

통한 학습의 필요성 및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림 10]은 학기 중반의 수업일지 중 하나로, 분수

단원과 관련된다. 다람쥐가 12개의 도토리 중에서 6개

를 먹었을 때 먹은 양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1차시에서

는 
 으로 학습하였고 3차시에서는 전체 도토리를 6

개씩, 3개씩, 2개씩 각각 묶어서 
 , 

 , 
으로 나타내

는 것을 학습하였다. 처음에는 도토리를 간략하게 모

두 그리며 설명하였으나 점차 그림을 생략하고 나눗셈

과 연계하여 가르쳤다. 왜냐하면 매번 그림을 그릴 수

도 없으며 그림으로 인한 복잡성이 분수로 나타내는데

어려움을 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는 1

차시 학습 내용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수학

내용 간의 연결을 추구하며 지도하고자 했다. 하지만

재임이는 다람쥐가 먹은 도토리의 양은 6개인데 왜 분

수로 나타내어야 하는지를 질문했다. 이는 교사가 미

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상대적인 수로서의 분수

학습의 필요성을 이끌어냈고, 이로 인해 분수의 의미

에 대해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에 다양한 논

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학생의 질문을 통한 수학적 연결>

1) 1차시 

다람쥐가 먹은 양(6)을 분수로 나타내면 

6은 12의 

이다. (그림을 그렸음)

2) 3차시 

12를 6개씩 묶으면 6은 12의 

이다.

처음에는 그림을 그렸으나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해를 쉽게 하기도 하지만 부수적인 부분으로 인하여 

더욱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매번 

12개의 도토리를 그림을 나타내고 묶는 활동을 할 수도 

없어서 나눗셈과 연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었다.

12를 6개씩 묶으면 12÷6=2가 되고 

2묶음이 되어서 6은 12의 

이라고 가르침 

재임은 딴짓을 하다가 다람쥐가 먹은 양을 분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교사의 질문에 6이라고 

대답함. 왜 


, 

이 되냐며 도리어 따짐　→　다른 학

생들이 분수로 나타내어야 한다는 선생님의 말을 경청

하지 않았다고 나무라는 소리를 하였지만 지후도 재임

이 말이 맞는 것 같다고 함

이후, 먹은 양을 나타내는 방법에 있어 전체에 대한 

상대적인 수로서 분수를 학습하게 됨. 1차시에 학습하

였던 안경 쓴 사람의 수는 동일하지만 전체가 우리 반

인 경우와 모둠 내에서 알아본 경우, 그 수가 다를 수 

있음을 다시 상기시킴. 분수로 나타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던 1차시 내용을 오늘은 상대적인 수로서 분수를 

다시 학습하게 됨.

[그림 10] 10월 21일 수업일지

[Fig. 10] Teaching journal of October 21st

이처럼 학생들이 모르는 것이나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을 자연스럽게 질문하는 학습 분위기,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수업 참여자 간의 논의를 통해, 개별 학

생들이 모르는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이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새로운 관점에서 가르치게 되었다. 이러

한 형태의 수업이 지속되면서 학생들은 보다 적극적으

로 수학적 의사소통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학생들이 칠판 앞에 나와서 문제해결 과정을 설명

하는 데 있어서도 변화가 있었다. <에피소드 2>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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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와 연우가 원모양과 
조각 틀로 팬케이크를 만드

는데, 누가 더 많은 양을 만들었는지 비교하는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이다. 이에 상윤이가 먼저 칠판에 나와

서 자신의 문제해결 과정을 설명하였다. 상윤이는 수

학 실력도 우수하지만 특히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난 학생으로 학기 초부터 앞에 나와서 문제해결

과정을 잘 설명하는 학생이었다. 하지만 두 번째로 도

전한 학생은 부진아인 태현이였다. 태현이는 앞에 나

서는 것을 좋아하고 가끔씩 창의적이기는 하지만 구구

단도 제대로 못 외우고 곱셈 계산을 능숙하게 하지 못

하는 수와 연산 영역이 부진한 학생이다. 그리고 원을

수업할 때에도 반지름과 지름 사이의 관계가 ‘같다’라

고 하였고 자신의 생각을 쉽게 바꾸지 않았던 학생이

다. 이후 가정과 연계하여 보충 학습이 이루어졌으나

나눗셈, 분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절차적인 방법

으로 겨우 해결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한 달 동안 수학 학습 우수아인 도영이 옆

에서 수학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고, 절차만을 강조하

지 않는 교실 분위기로 인하여 태현이는 개념적으로

문제해결 과정을 설명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물론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

하지 않았다고 비판을 받았으나 교사가 볼 때에는 큰

발전이라고 생각되었다.

<에피소드 2> 대분수와 가분수의 크기 비교

<Episode 2> Comparison of size between a mixed

fraction and an improper fraction

상윤: 엄마는 원 모양 3개와 
조각 세 개를 만들어

서, 원 모양을 8개의 조각으로 나누면 여기는

3×8=24해서 24조각이 되고 3조각을 더해서 총

27조각이 됩니다. 연우는 원모양 8조각과 15조

각을 더하면 23조각이 되어 엄마가 더 많이 만

들었습니다.

교사: 또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친구 있나요? 태현

이가 해 봐요.

태현: 이것을(연우의 조각) 하면 이렇게(조각을 8개

붙여 원을 그림) 되고, 그러면 엄마는 원이 3개

인데, 연우는 원이 2개여서 엄마가 더 많이 만

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교사: 와, 잘 설명했네요. 질문 있나요?

승재: 저요. 저기서 조각들이 모여서 원이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잘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학기 중반에는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학습

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교실의 사회적 구조와 교

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연결을 통해 수학 내용

에 대한 학습이 비교적 충실히 이루어졌다. 교사의 일

방적인 설명에 의한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비교적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학습 분위기 속

에서 모둠이나 전체 활동을 통해 사회적 연결을 존중

하게 되었다. 또한 절차만이 아니라 개념을 강조하는

학습 분위기는 학생들로 하여금 무엇에 강조점을 두어

설명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고 설명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학생들의 질문을 통해 보완이 이

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3. 학기 후반의 사회적 연결: 학문적 인성이 강조

된 사회적 연결

한 학기 동안 사회적 연결을 고려한 수학 학습, 그

리고 수학적으로 탐구하는 학습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됨에 따라 학생들의 수업 참여 방식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학습 분위기나 학

생들의 참여 패턴에 대해, 외부 교사들은 우려를 나타

내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분수 단원에 대한 공개 수

업 후, 수업 협의의 과정에서 4학년 교사는 <에피소드

3>에 제시된 것과 같이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날카롭

고 친구가 틀린 부분에 대해 자꾸 추궁하는 것은 갈등

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협력적인 교실 분위기를 만드

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개

별 학습을 할 것을 권유하였다. 다른 교사들은 모둠

학습 및 협력 학습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수업 방향

성은 지속하되 방법 측면에서는 보다 나은 대안이나

해결 방법을 찾을 것을 권유하였다.

<에피소드 3> 논의 방식에 대한 교사 협의

<Episode 3> Teachers' comments about classroom

discussion

4학년 교사: 수학은 잘 모르겠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 반 학생들은 서로 싸울 듯 이야기하는 것 같

습니다. 친구의 문제해결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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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성향의 학생들

이 많으면 모둠 학습보다는 개별 학습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5학년 교사: 수학은 답이 명확해서 그런 현상이 나

타나는 것 같은데요. 지도안을 보면 협력적 문

제해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마

지막 단계에서 모둠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작 활동을 통해서 개념을 찾아내거나 원리를

찾아내는 경우에 모둠 활동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석 교사: 어느 반이든 개별 활동을 하면 모둠 활

동을 하는 것보다 갈등은 많이 줄어들겠지만 의

사소통하고 협력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러한 수업을 계속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자: 학생들이 다소 날카롭고 친구의 문제해결에

대해 잘 지적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모

둠 활동을 지도한 방법에도 원인이 있는 것 같

습니다. 저는 수학적으로 탐구하는 수업을 지향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이

나와 다른 것에 대해 왜 그런지 물어보고, 설명

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친구를

추궁하는 것 같고 따지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계속되

다보면 선생님(4학년 교사)께서 말씀하신 것처

럼 별 것도 아닌 것에 싸우게 되는 원인이 될

것도 같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이었는데, 협력과 배려의 태도를 학생들이 갖도

록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수업자는 8월 말부터 3개

월 간 다른 학생의 문제해결 과정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물론 창의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감탄과 칭찬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나와 다른 답, 틀린 답에 대해서 이유를 묻거나

가르쳐 주는 것이 많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는 수

학 내용 간의 연결이나 수학적 탐구가 잘 이루어지는

경우, 오류를 수정하고 알게 된 경우 등을 칭찬하였다.

그러나 틀린 학생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예의 바르게

알려주기, 상대방을 배려하며 이야기하기 등 정의적인

부분까지는 특별히 강조하지 못했다. 또한 오류를 수

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빨리 이해하지 못한다고 답답해

하거나 해당 학생이 고집을 꺾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경우도 있었다.

개별 학생들은 수학 학습에서 자신이 틀릴 수 있음

을 인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었

고, 다른 한편으로 교사나 친구가 지적했다고 해서 무

조건 자신의 문제해결 과정이나 답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하고 명확한 수학적 근거가 있을 때만 수

정하는 것을 학습할 필요가 있었다. 그동안 교실 내의

학생 및 교사가 틀린 것을 지적하거나 수정하는 것에

대해 불편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였으

나 이를 위해 학생들의 성향을 고려한다던지, 배려하

고 예의 있게 대하는 태도나 수학 학습 과정에서의 용

기, 정직, 자제력 등을 함양하도록 하는 노력을 구체적

으로 기울이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수업 반성은 4학년 교사의 지적에 대해 진

지하게 고민한 결과이기는 했지만, 수업자는 여전히

학생들이 틀리는 것에 상처받을지를 지나치게 고려하

여 겉핥기식의 피상적인 의견 나누기를 허용하고 싶지

는 않았다. 단지, 수학적으로 의미 있게 탐구하는 교실

문화를 만드는 것에 몰두한 나머지 기본적으로 고려하

지 못했던 것에 대해 다시 숙고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수학적 탐구를 지향하는 교실에서 아직은 미

숙한 많은 활동들이 외부 관찰자의 시선에는 추궁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협력하는 것, 논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자신

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하거나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하는 것 등 ‘학문적인 인성’을 강조하는 수업으로의 변

화를 추구하였다(Lampert, 2001).

그러나 이러한 교사의 변화가 당장의 수업의 변화

나 학생들의 변화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후 학습 활

동을 하는데 있어 항상 배려하고 예의 바르게 하도록

강조하였고 친구가 잘 모른다고 답답해하거나 나무라

는 소리를 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그리고 모둠 활동

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함께 공부

하는데 있어 편안하고 친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자리

배치를 다시 하였다. 이에 이와 관련한 효과가 몇몇

학생들에게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시은이는 태현이와 달리 앞에 나서는 성

향이 아니고 구구단을 못 외울 정도의 수학부진학생도

아니었다. 학습 능력도 보통이고 사회성도 보통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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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학습이나 모둠 학습에서 크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학생이 아니었다. 그러나 차분하고 다정다감하며 열심

히 공부하는 친구인 주윤이와 짝이 되면서 친구의 수

학적 설명을 듣고 이해하게 되었고 모르는 부분을 용

기 있게 질문하였으며 다른 친구의 수학 학습에도 공

헌하게 되었다. <에피소드 4>는 모둠별로 병의 무게를

구하는 방법을 탐색하고 그 결과를 칠판 앞에 나와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은이가 공적으로 기여하게 된 예

이다.

<에피소드 4>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

<Episode 4> Interaction among students

교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병+주스 전체

=370g’, ‘병+주스 절반=210g’이라는 거지요? 아까

서로 뺀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빼서 병의 무게를

모둠 내에서 구해보세요. 이 때 선생님이 항상 이

야기하지만 소곤소곤하게 하고 예의 바르게 이야

기합니다. 할 수 있지요?

중략 (모둠활동)

도영: 내가 먼저 해 볼게. 이것을 빼면 주스 절반이

370-210해서 160이 되고 주스전체는 160+160하

면 320이고…, 으~ 병은 어떻게 되지? 아, 병하고

주스 전체가 370이었으니까 320을 빼 주면 병은

50이 되네. 너 이해되?

주윤: 난 이해되.

도영: 너는? 너는? 이해안되는사람손들어봐. (시은

이가손을들자) 아우~ 내가설명을했으니까이젠

돌아가면서 설명해 보자. 주윤이 너부터 해봐.

주윤: 이게 더 쉬워. 370-210을 하면 160이 되지? 이

것이 주스 절반이야. 근데, 병하고 주스 절반이

210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210에서 160을 빼주면

50이 병이 되는 거야.

도영: 어, 이것이더쉽네. 그럼그걸로하자. 이제이해되?

시은: 이해는 되는데 설명을 못하겠어.

도영: 아, 그래? 됐어. 괜찮아. 시은이가 설명한 후에

너(주윤)가 짝이니까 네가 계속 알려줘 봐.

중략 (주윤과 시은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짐)

교사: 1모둠에서는 시은이가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시은: 370에서 210을 빼면 160이 되고 주스 절반이고,

210에서 160을 빼면 50이 되는데 이것이 병 무게

입니다.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에도 시은이는 열

심히 공부하였다([그림 11] 참조). 시은이는 단원 평가

를 보고 나서 평가 문제에 있었던 모르는 내용을 주윤

이에게 물어보았다. 평가는 대부분 들이와 무게 관련

내용이었지만 곱셈, 나눗셈 등 예전에 학습하였던 문

제가 몇 개 출제되었다. 배운지 꽤 시간이 흘렀기에

곱셈, 나눗셈하는 방법을 잊어버려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였다. 이에 교사는 평가지를 수거한 후, 곱셈

하는 방법을 설명하였고 수업 시간이 지나서 나눗셈은

설명하지 못한 채 수업이 끝났다.

<평가 후 쉬는 시간: 자주적인 학습　태도>

곱셈, 나눗셈하는 방법을 잊어버려서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었음→곱셈하는 방법은 교사가 

전체적으로 설명하였으나 나눗셈은 설명하지 못한 채 

수업이 끝남→쉬는 시간에 시은은 남은 문제를 친구와 

함께 해결함→수행 중에 나타나는 문제는 주윤에게 물

어보았음→나눗셈에 대해서도 주윤이에게 물어보았으나 

잘 이해가 되지 않았고 주윤도 원리를 설명하는 것은 

어려웠는지 주윤과 시은이 함께 교사에게 찾아 옴→수

학 책을 펴서 수모형과 나눗셈 알고리즘을 연결지으며 

나눗셈 하는 방법을 설명함→자리로 돌아가서 함께 문

제를 해결함

조용하고 성실한 학생이지만 앎에 대한 동기가 그리 

크지 않았고 적극적이지도 않았던 학생인데, 주윤을 만

나서 공부하는 과정은 교사에게 찾아와 모르는 것을 질

문하는 용기를 갖도록 하였다. 또한 쉬는 시간에도 공

부하도록 하였고 원리를 가르쳐 준 다음에도 스스로 또

는 친구와 함께 몇 문제를 더 해결하는 등 자주적 학습

태도를 보였다.

[그림 11] 12월 15일 수업일지

[Fig. 11] Teaching journal of December 15th

이후 시은이는 쉬는 시간에도 곱셈 문제를 풀었고

문제해결 중에 받아올림한 수를 어디에 쓰는지, 어느

수와 어느 수를 곱하고 더하는지 등을 주윤이에게 물

어보면서 곱셈하는 방법을 익혔다. 주윤이는 대부분

문제해결 과정을 시은이에게 세세하게 설명해 주었지

만 나눗셈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은 주윤이도 자신이

없었는지 함께 교사를 찾아왔다. 두 학생 모두 조용한

성품으로 평소에는 모르는 것을 물으러 교사를 찾아오

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이는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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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교사는 이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시은이는 나

눗셈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주윤이는 상대방

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후

두 학생은 자리로 돌아가서도 몇 문제를 더 함께 해결

하는 등 자주적인 학습 태도를 보였다.

원준이의 경우도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 격려받았

다고 느꼈고 학습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었다. 원준이

는 ADHD 약을 복용하는 학생으로 답이 쉽게 나오지

않거나 틀려서 수정해야 하는 것을 무척 싫어하는 학

생이었다. [그림 12]처럼 원준이는 1, 4, 9, 16,…으로

커지는 수들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고 1+3+5+7+… 규

칙을 찾아내었다. 이 규칙에 대해 규림이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수는 찾을 수 있지만 식은 찾을 수 없다고

말하였고, 1+3+5+7…의 식을 찾아낸 후에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복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100번째

를 묻는 질문에 지연이의 방법으로는 100×100으로 쉽

게 해결할 수 있지만 원준이의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하지만 원준이는 수학적

논의의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고 자신

이 찾아낸 아이디어에 대해 새로운 방법으로 인정하는

교사와 다른 학생들의 반응에 뿌듯해하면서 끝까지 성

실하게 참여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림 12] 학생들이 찾은 규칙

[Fig. 12] Patterns found by the students

이처럼 학기 후반의 사회적 연결은 수학적으로 의

미 있는 내용을 탐구하는 교실에서 학생들의 성향을

고려한 자리 배치와 이를 통한 허용적인 수업 분위기,

배려, 예의, 협력, 용기, 정직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자신의 생각을 수정해 가는 것이 공부이

며 누구나 틀릴 수 있다’,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질문하면 성의껏 알려 주도록 한다’, ‘친구의 의견

에 대해 지적할 때에는 예의 바르게 한다’ 등 학문적

으로 길러야할 인성을 학생들에게 특별히 강조하였다.

이로 인해 적어도 일부 학생들의 경우 모둠 활동 내에

서의 말투나 행동의 변화, 학기 초반에 비해 수학적

논의의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학습 태도

의 변화 등 긍정적인 변화를 찾아볼 수 있었다.

Ⅴ.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한 학기 동안 초등 교사가 사회적 연결

을 고려하여 수학 수업을 의미 있게 구현하려고 노력

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학기 초반, 중반, 후반에 드러

난 사회적 연결의 특징적인 양상 등을 토대로 시사점

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학 수업에 대한 분석에서 내용 중심의 분석

과 더불어 수업 참여자 간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 및

구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의 초등수학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를 참조해 보면(김유경, 방정숙,

2017), 수업 및 지도 방안에 대한 연구 중 과제 및 프

로그램 개발 및 분석, 개념과 기능 지도 방안, 문제해

결 수업 및 지도 방안 등에 대한 연구는 많은 반면에

수학 교실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제

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수학 교실의 사회·문화적 환경은 그냥 배경

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다. 수학 학습은 그 학습이 이

루어지는 교실의 고유한 수업 분위기, 수학 수업의 참

여 구조나 패턴, 학습 과정의 루틴, 수학 교수·학습에

대해 교사와 학생이 가지고 있는 가치, 학생들 간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 등 복잡한 것에 의해 직접적인 영

향을 받는다(Voigt, 2013). 본 연구에서도 학기 초반,

중반, 후반으로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러 가

지 변화가 일어났고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했다.

수학 개념에 대한 이해를 중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

야기하는 것 자체를 가치 있게 여기는 수업 분위기는

수학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도 문제해결 과정을 설

명하고 정당화하는 것을 도전할 수 있게 만들었다. 또

한 교사의 수학 수업에 대한 생각의 변화에 따라 수학

학습과 관련하여 강조하던 내용이 달라지기도 했고,

학생들 상호 간에 형성되는 다양한 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학생들의 전반적인 수업 참여 양상 및 학습 태도

에도 변화가 일어났다(Steffe & Tzur, 1994). 이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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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수업을 분석할 때에는 수학 교실에서 맺어지는 다

양한 사회적 연결과 이로 인한 학생 학습의 측면을 함

께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수업 비평, 수업 컨설팅 등 ‘보여주기 수

업’을 지양하고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을

서로 관련지어서 바라보며 하나의 수업을 전후의 수업

이나 학교 문화 등의 맥락 속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이혁규 외, 2007). 또한 ‘아이 눈

으로 수업보기’의 관점에 따라 교사가 아닌 학생들의

학습 상황을 촬영하고 이를 교실 수업 개선에 반영하

고자 하는 노력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서근원, 2013).

이에 교실의 다양한 요인과 관계 맺는 학생들의 학습

의 변화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습루틴, 참여구조, 학습 분위기 등 교실의

사회적 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

적인 수업 사례를 많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

로 사회적 연결에 관심을 갖고 수학 수업을 탐구적으

로 실행하고자 시도하는 교사들을 위해 이와 관련한

수업 사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출발점이

된 Lampert(2001)의 수업 사례에서는 오늘의 문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수학적 추측을 만들고 논의하는

학습 루틴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학

습 루틴이 우리나라 수업 상황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교사가 만든

문제를 사용하기보다는 교과서의 문제를 주로 활용하

는 경우가 많고, 수학적으로 의미 있게 논의하는 방법

을 경험해 본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Lampert의 사례에

서 제시한 학습 루틴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었다.

이에 우리나라의 수업 상황을 고려하여 실생활 사

례를 통해 학습 개념을 추출하고 이에 대해 활동적으

로 학습하고 활동 결과를 공책에 적으며 표현하게 하

고 모둠, 전체 활동에서 논의하는 형태로 교실의 사회

적 구조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업 사례 역시

한 교실의 상황에 부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측

면에서 우리나라 수업 상황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활용한 학습 루틴이나 수업의

사회적 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수학 교실의 사회적 구조를 형성

하는 과정은 큰 목소리로 발표하기, 생각하며 듣기, 질

문하기, 질서 있게 활동하기, 동등한 참여를 위하여 모

둠 내에서 돌아가며 활동하기, 차분하고 진지한 학습

분위기 등 수학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수업에서도 필

요한 사항을 포함하였다. 하지만 수학 수업이었기에 모

둠 내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어떠한 측면을 논의하

는 것이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구체적인 지도가

필요했고, 단순히 허용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수학적 추

측을 수정하는데 안전하고 타당한 교실 분위기를 만들

어야 했다. 학생들의 동등한 참여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학생 간에 존재하는 수학 학습 능력 및 성향의 차이는

자신의 권리를 다른 친구에게 이양하고 협력하는 참여

구조로 나타났다. 또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

로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수학 교과(교육부,

2015)의 성격상 지적 용기, 정직, 책임감, 끈기, 합리적

인 의사결정 등을 강조하는 교실 분위기도 형성할 필

요가 있었다. 이에 초등학교 어느 교과 수업에서나 공

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학습 루틴, 참여 구조, 학습

분위기뿐만 아니라 수학 수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특

별히 강조하거나 유의해야 할 점 등을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수업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교사와 학생 간의 연결에 있어서 학생의 생각

을 존중하는 것과 함께 교사가 가르쳐야 할 부분에 대

한 균형의 유지가 필요하다(Ball, 1993). 학생들은 자신

의 아이디어에 대해 주인 의식이나 책임감을 가지도록

격려받을 때 자신의 학습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게

된다(Engle & Conant, 2002). 본 연구에서 태현이도

‘같다’라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존중받고 싶어 했고, 원

준이도 스스로 찾아낸 1+3+5+7…의 규칙을 좋아했다.

하지만 주어진 문제 상황에 최적인 수학 내용 및 해결

방법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오

류를 수정해야 했고 다양한 문제해결 방법을 인정할

수는 있었으나 어떤 해결 방법이 수학적으로 보다 효

율적인지에 대해 학생들이 고려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

었다. 이러한 양면성은 학생의 사고나 참여를 중시하

면서 수학 수업을 이끌려고 노력하는 많은 교사들에게

공통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수업자처럼 행하

는 것이 바람직함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또한 교

실의 복잡성으로 인해 일반화할 수 있는 정답을 제안

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학생들의 생각을 존중하면서도

수학적 논의를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지속

적으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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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특히 학생들의 생각이나 참여에 강조점을 두면

서도 학습 목표를 의미 있게 달성하기 위하여 무질서

하거나 수학적으로 비효율적인 논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교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

인 수업 상황을 바탕으로 한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학생과 학생 간의 사회적 연결이 교사가 개입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원활하고 의미 있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학생과 학생 간의 사회적 연결은 조작 활동

이나 놀이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 공책을 돌려보며 수

학적으로 논의하는 과정, 모르는 수학 내용을 서로에

게 가르쳐 주는 과정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다. 하지

만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한 초등학생들의 특성상 교

사라는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서는 갈등이 야기되는 경

우도 많았다. 예를 들어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게 기본

적인 참여의 의무를 부과하고 ‘빨리 해’가 아니라 참여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해야 했다. 또

한 모둠 활동 시 오답이나 다른 문제해결 방법에 대해

어떻게 수학적으로 탐구해야 하는지 모둠 활동하는 방

법에 대해 가르쳐야 했다. 모둠을 이끌어 나갈 수 있

는 리더십이 있는 학생, 협조적인 학생, 수학적 아이디

어를 제시할 수 있는 학생, 문제해결을 조정하고 정교

화 할 수 있는 학생 등 성향을 고려한 자리 배치를 통

해 모둠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으나 성향 이

외에 다른 요인으로 인해 그렇지 못한 모둠도 있이 이

에 대한 조치도 필요했다.

한편, 수학적 논의를 다룬 선행 연구(방정숙, 김정

원, 2013; Smith & Stein, 2018)들은 대체로 전체 논의

의 과정에서 나타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에 대해 분석하고 교사의 역할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교사의 개입이나 중재 없이도 학

생들 간에 수학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둠 활동 전후에 교사의 역할이 더욱 많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도 모둠을 구성하거나 수학적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능력, 성향 등 개별 학생

에 대한 지식과 학생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은 수준이 다른 학생

들로 구성된 모둠 내에서 학생들의 학습을 두드러지게

향상시키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많았다. 이에 소집단

협동 학습 및 수학을 매개로 행해지는 학생 간의 연결

의 양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

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생 중심의 교수·학습을 계

획하고 실행하는 노력이 행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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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d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social structure in a third-grade mathematics 
classroom for one semester and explored learning processes based on various social interactions and 
relationships between the teacher and students. In the early phase of the semester, main foci were 
placed on establishing an overall social norms and basic social structure for effective mathematical 
learning. In the middle phase of the semester, an emphasis among students’ interactions was given to 
exploration of mathematical concepts. Students tended to ask whatever they did not know exactly and 
clearly understood what to explain. In the late phase of the semester, students' individual disposition 
was further considered. Disciplinary personality traits including intellectual courage, honesty, 
consideration, and cooperation were emphasized along with mathematical exploration.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was intende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implementing more meaningful 
mathematics lessons by fully considering not only mathematical connections but also social connections. 

* 2000 Mathematics Subject Classification : 97C60

* Key Words : social connections, social structure of

classroom, connection between a teacher and students,

connection among students

✝ Corresponding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