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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Gess-Newsome(1999)의 변형적 관점에서 수학교사의 수학적 이해와 잠재적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지도

방법 간의 관계를 면밀히 이해하고자 중등 수학교사 4명을 대상으로 질적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대수식

쓰기 문제해결을 위한 발달에 핵심적인 이해를 조사 후, 연구 참여자들이 이에 주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지 분석하였다.

나아가 대수식 쓰기를 지도하기 위한 수업을 예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수적 행동과 수학적 이해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KDU에 주목한 2명은 대수식 쓰기 문제해결에 성공했으나, 다른 2명은 가분수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내거나 상호적 추론을 요구하는 문제를 어려워하였다. 또한 교사들이 구상한 대수식 쓰기를 지도하는 방법에서 확

인된 교수적 행동은 그들이 문제해결 과정에서 주목했던 수학적 이해가 투영되어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특정 수학 내

용에 대한 교사의 KDU와 교수 활동을 위한 지식과의 연결 사례를 제시함으로 교사교육 연구에 기여한다.

Abstract
The present study explored a relationship between mathematical understandings of teachers and ways in

which their knowledge transferred in designing lessons for hypothetical students from Gess-Newsome (1999)’s

transformative perspective of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To this end, we conducted clinical interviews

with four secondary mathematics teachers of their solving and teaching of equation writing. After analyzing

the teacher participants’ attention to Key Developmental Understandings (Simon, 2007) in solving equation

writing, we sought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mathematical knowledge of the problems and

mathematical knowledge in teaching the problems to hypothetical students. Two of the four teachers who

attended the key developmental understandings solved the problems more successfully than those who did

not. The other two teachers had trouble representing and explaining the problems, which involved reasoning

with improper fractions or reciprocal relationships between quantities. The key developmental understandings

of all four teachers were reflected in their pedagogical actions for teaching the equation writing problems.

The findings contribute to teacher education by providing empirical data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mathematical knowledge and their knowledge for teaching particular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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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수학교사의 지식은 수학 수업에 영향을 미친다. 교사

는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학생에 대

한 지식과 교수에 대한 지식을 갖추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며, 자신의 수업에 대하여 반성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Park, 2015). 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우리나라

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양성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에게 수학교사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수학교사들은 교원양성을 위한 전문적

인 교육을 받은 후에 교실 현장에 투입되었음에도, 직접

학 교실 현장을 경험을 하면서 수학교사로서 자신에게

부족한 역량을 실감하고 있다(Kang et al., 2011). 이에

교실 현장에서 실시되는 수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많은 수학교육 연구자들은 수학교사 지식 연

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수학교사 지식 연구는

최근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e.g., Han, 2016; Kang

& Choi, 2021; Kang et al., 2011; Kang, Jo & Kim, 2013;

Kim, 2012; Kwon, Nam & Kim, 2009; Lee & Shin

2015; Song & Pang, 2013; Sunwoo & Pang, 2019). 특히

국내에서 이루어진 수학교사 지식 연구는 Ball, Thames,

Phelps(2008)의 연구에서 제안되었던 MKT 연구가 다수

이다(e.g., Han, 2016; Kang et al., 2013; Kim, 2012;

Kwon et al., 2009; Moon & Kim, 2015; Yi & Cho,

2011).

Ball 외(2008)는 Shulman의 교수학적 내용 지식을 바

탕으로 수학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지식을 구체화하였으

며, 특히 필요한 수학적 지식을 교과내용지식(SMK)과 교

수학적 지식(PCK)으로 구분하고 이를 포함하는 영역으로

교수를 위한 수학 지식(MKT)을 제안하였다. Ball 외

(2008)가 제안한 MKT 기반 연구들은 수학교사 지식을

세부 요소로 나누었으며, 세부 요소들의 타당성을 검증하

기 위하여 검사지를 개발하고 심리 측정 연구 방법을 이

용하였다. 이와 같은 MKT를 Gess-Newsome(1999)이 제

안하였던 통합적 관점(integrative perspective)의 MKT에

비유할 수 있다(Silverman & Thompson, 2008). 그러나

Lee, Shin(2015)는 통합적 관점의 교사 지식 연구가 교사

들의 지식 구조와 교실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

들을 해석하는 설명적 도구의 역할은 하지만, 교사가 가

진 지식을 발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

시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Silverman, Thompson(2008)은 통합적 관점의 문제점

을 보완하기 위하여 Gess-Newsome(1999)의 변형적 관

점(transformative perspective)으로의 MKT를 제안하였

다. 변형적 관점의 MKT는 여러 지식들의 통합에 의하여

새로 생성된 지식이 아닌, 교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

식의 변형 결과임을 강조한다. 변형적 관점의 MKT는 교

사 개인이 가지고 있던 지식이 개념적 이해에 기반한 내

용 지식이 아닐 경우, 교사가 교사교육을 통하여 접하게

되는 구성 요소별 학습은 습관적인 행동 방식으로 받아

들여진다(Lee & Shin, 2015). 이렇게 형성된 교사의 내용

지식은 학생들의 개념을 형성하는 수업에서 직관적 교수

활동을 유도하게 될 수도 있다. Silverman, Thompson(2008)

은 교수자가 가지고 있는 발달에 관련된 핵심적인 이해

(Key Developmental Understandings, 이하 KDU)를 학습

자들에게 실제 영향력을 미치는 교수학적 이해로 변형하

는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

들은 교수자가 학습자들의 수학적 개념 형성 과정에서

수학적 개념을 발달시킬 수 있는 과제를 선택하고, 과제

수행과정에서 반영적 추상화를 유발하는 발문을 제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교수자가 스스로 형성한 수학적 개념

의 KDU로 보았다.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은 문자를 통하여 수량 사

이의 관계를 일반화함으로써 산술에서 대수로 이행하며,

방정식과 부등식은 양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며 적절한

절차를 따라 이를 만족시키는 해를 구할 수 있음을 명시

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또한 대수 학습의 핵

심은 관계적 사고에 있고, 분수는 기준 양의 얼마만큼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양 사이의 관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자원이 되므로 대수를 의미 있게 배우기 위해 분수의 의

미를 풍부하게 할 필요가 있다(Kim, Shin & Lee, 2019).

이에 따라 대수식 쓰기(equation writing) 및 추론 지도

과정에서 분수 스킴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작 활동 경

험과 연산자 분수의 의미에 대한 풍부한 학습 기회를 제

공하는 교사의 역할이 강조된다(Lee, 2017; Lee & Shin,

2011). 그러나 교사가 양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수식

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 해를

구하는 절차적 과정에 초점을 두고 학생들을 지도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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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행되는 대수 영역의 수학 학습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Lee, 2017).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배경과 필요성에 바탕을 두고

수학교사의 KDU를 기반으로 한 내용 지식과 대수식 쓰

기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수적 행동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수학교사가 대수식 쓰기 문

제 해결과정에서 주목했던 수학적 이해를 확인하여 KDU

인가를 살피고, 대수식 쓰기 지도 과정에서 발현되는 수

학교사의 교수적 행동과 대수식 쓰기를 위한 KDU 사이

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아래의 두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1. 대수식 쓰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수학

교사가 주목1)하는 수학적 이해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2. 대수식 쓰기 지도를 위하여 수학교사가 구상한

지도 방법에서 드러나는 교수적 행동과 수학교

사의 수학적 이해와의 연관성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변형적 관점의 MKT와 KDU

1) 변형적 관점의 MKT

통합적 관점에서 교수활동에 필요한 지식은 그 지식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발전하며, 교수

활동에서 통합된다는 입장을 취한다(Gess-Newsome,

1999). 교사지식을 구성하는 개별적 요소를 규명하는 시

도는 이러한 요소를 중점적으로 교사교육 및 교사연수

교육과정을 계획하여 실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율적

일 수 있다. 한편, 국내외 선행 연구에서는 교사 지식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끼리의 경계가 모호하고(e.g., Lee &

Shin, 2015), 교사교육 수업에서 학습한 개별적인 요소들

이 교사들의 절차적인 지식과 일관성이 결여된 수학적

이해로 동화되어 효과적인 교수학적 지식으로 통합하는

데 실패한 사례를 보여주었다(Carpenter, Fennema,

Peterson, & Carey, 1988 as cited in Silverman &

Thompson, 2008).

Silverman, Thompson(2008)은 통합적 관점을 사용하

1) 본 연구는 주목하다(attend)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는 전통적인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대안으로 변형적 관점

(transformative perspective)에서의 MKT를 소개하였다.

변형적 관점에서의 교수학적 내용 지식은 원래 갖고 있

던 지식의 형태에서는 존재하지 않던 구별된 특징을 보

이며, 현재 지식의 근본적 변형 또는 새로운 지식의 생성

결과이다(Gess-Newsome, 1999). 변형적 관점은 교사들에

게 수학적 및 교육적 이해를 확장하고 연결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의도적으로 통합한 경험

을 필요로 한다(Silverman & Thompson, 2008). 특히 변

형적 관점에 따르면 수학교사 개인의 MKT는 특정한 수

학 개념에 대한 개인의 강력한 이해를 토대로 그 개념에

대하여 교수학적 ‘잠재성을 지닌 이해(pedagogical

understandings)’에서 ‘실제적 영향력을 가진 이해(key

pedagogical understandings)’의 변형으로 구성된다(Lee

& Shin, 2015; Silverman & Thompson, 2008).

2) KDU

KDU는 수학 개념 형성과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핵심적인 이해를 의미한다. Simon(2006)은 학생들의 수학

적 개념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핵심적인 이해를 연

구하려는 시도에서 이해를 위한 교수법의 특정 측면을

강조하고, 수학에서 개념 학습 목표를 식별하는 데 사용

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달에 핵심적인 이

해의 구성을 소개하였다.

Simon이 예비 교사들의 곱셈에 대한 수학적 이해를

발달시키고자 실시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활동에

따르면(Silverman & Thompson, 2008) 그는 자신의

KDU를 바탕으로 예비 교사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KDU

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 무엇인지 고민하였다.

또한 Simon은 구성한 활동을 본인이 아닌 예비 교사가

하는 것임을 인식한 후 교수자인 자신이 고려한 KDU를

발달시킬 수 있도록 과제를 선택하며, 그 과제를 수행하

면서 반영적 추상화를 유도하는 발문을 제시하는 교수

활동을 설계하였다(Silverman & Thompson, 2008). 이는

교수자가 자신의 KDU가 교육활동에 필요한 이해로 변형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한 예이며, 이는 교수자의 반

영적 추상화를 거쳐 얻어진다(Lee & Shin, 2015).

Silverman, Thompson(2008)은 교수자가 학생들의 수학적

개념 형성에 대한 KDU를 발달시킬 수 있는 과제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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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과제 수행과정에서 반영적 추상화를 유발하는 발문

을 제공할 수 있었던 근거를 교수자가 스스로 형성한 수

학적 개념의 KDU라 제시하였다.

Silverman, Thompson(2008)은 교수자가 MKT를 구성

하는 것은 (1) KDU가 학생들의 다른 수학 개념의 학습

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해하고, (2) 그러한 학생들이

발달을 돕기 위하여 교사로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고,

그 행동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변형되는 과정이라 기술하였다. KDU는 학습자의 상황에

서 생각해보는 교수적 행동(pedagogical actions)을 통하

여 학습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교수

학적 이해로 변형된다. 그리고 이같은 과정의 반복을 통

하여 KDU는 실제 영향력이 있는 교수학적 이해로 변형

되면서 교수 활동을 돕는 강력한 MKT를 형성하게 된다

(Lee & Shin, 2015). 즉 KDU는 교사로 하여금 어떤 이

해가 특정한 수학 아이디어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인가,

더 세련되게 이해하는 학생과 그보다 덜한 이해를 보이

는 학생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이해는 무엇인가에 대

한 질문을 하게하고, 이러한 질문을 통하여 수학교사가

지도의 목표를 설정하게 할 수 있다(Lee & Shin, 2015).

[Fig. 1]은 수학적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개념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KDU를 구성한 교사들의 교수

적 행동 및 이해에 대하여 정리한 것이다.

[Fig. 1] Pedagogical actions and understandings of teachers

who have constructed KDU(Lee & Shin, 2015, p.202)

2. 대수적 추론

본 연구는 양적 추론이 수학 학습에 토대가 되어야 한

다는 인식론적 관점을 기반으로 대수적 추론을 이해하였

다. 양적 추론에서의 양은 대상이나 현상에 대한 개인의

개념적 속성이다(Thompson, 1993). Thompson(1993)은

양과 수를 구분하고, 사람들은 양을 측정하여 그 값을 알

아낼 수 있는 대상의 특징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하였다.

양적 추론은 주어진 상황에서 알려진 양(known)을 조

작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스킴과 조작의 구성을 포함한

다(Hackenberg, 2005). 양적 관점으로 대수적 추론에 접

근하는 것은 미지의 양(unknown)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값을 결정할 수 있는 외연량으로 고려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Hackenberg & Lee, 2015). 따라서 외연량으로서 미

지의 양은 실제로 측정하기 전에 고정된 외연량을 측정

할 수 있는 잠재적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Hackenberg(2005)는 일차방정식의 구성과 해법의 기초

로서 양과 관련된 학생들의 추론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양적 추론 및 대수적 추론을 구별할 것을 주장하며, 학생

들의 대수적 추론을 연구하고 제기하는 다른 연구자들의

접근법을 검토하였다. 대수적 추론의 의미는 일반화된 산

술, 대수식 표현과 미지수 조작, 절차적 행동의 일반화,

상황 맥락과 문제 분석하기, 상호적 추론 등 학자마다 다

양하게 정의된다(Hackenberg, 2005, 2010; Lee, 2017). 본

연구에서는 양적 추론의 관점에서 분수가 포함된 실생활

문제 상황을 일차식으로 표현하고 이를 지도하는 교사들

의 교수 지식을 이해하는데 주요한 대수적 추론을 상호

적 추론과 연산자로서의 분수 구성하기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1) 상호적 추론

상호적 추론(reciprocal reasoning)이란 두 양 사이의

곱셈적 관계를 표현하거나 추론할 때, 다른 양을 측정하

기 위한 단위로 두 양 중 어떤 한 양을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Hackenberg, Lee(2015)는 가 의 

인

경우, 의 

이 의 


이기 때문에, 가 의 


라고

추론할 수 있는 경우, 학생이 상호적 추론을 했을 것이라

추정하였다. 따라서 의 는 

의 


의 역할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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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Hackenberg, 2010, 2014; Hackenberg & Lee 2015;

Thompson & Saldanha, 2003).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기

준 단위(referent unit)를 설정하여 그 단위로 양을 파악

하고, 기준 단위를 잘 전환하는 것은 상호적 추론을 하는

데 중요하다. 또한 상호적으로 추론하는 것은 가역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하나의 변형으로, 추론의 결과로 시작하

여 그 결과에 대한 출발점을 산출할 수 있는 것을 포함

한다(Hackenberg, 2010; Hackenberg & Lee, 2015). 예를

들어, 학생이 다른 막대의 

과 같이 길이가 표시되지

않은 직사각형 막대로 출발하여 다른 막대를 생성할 수

있다면, 해당 학생이 분수에 대한 가역적 추론을 한 것이

다(Hackenberg & Lee, 2015). 특히 미지의 양에 분수를

곱하는 것은 대수식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중 상호적 추

론을 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미지의 양과 변

수에 대한 연산자 분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면밀히 조

사할 필요가 있다(Hackenberg, 2013).

2) 연산자로서의 분수 구성하기

연산자(multiplier)로서 분수는 어떤 수, 사물, 집합 등

에 적용되는 함수와 같은 작용을 한다(Behr, Harel, Post

& Lesh, 1992). 학생들이 ‘미지의 양을 곱셈적으로 조작

한다(operate on unknowns multiplicatively)’는 것은 학생

들이 일상적으로 분수와 전체 숫자를 미지의 양의 곱셈

으로 사용하고, 양적 상황과 관련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Hackenberg & Lee, 2015). 즉, 학

생들이 단순히 대수식 

을 표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식의 의미를 양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때 학

생들은 미지의 양을 곱셈적으로 조작 가능하다. 이와 관

련하여 연산자 분수는 단위 분수를 반복 가능한 단위로

볼 수 있는 것과, 3-수준의 단위 구조 등이 연관되어 있

다. 미지의 양에 곱하는 수로서 연산자 분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사고에 대한 추상화가 필요하다(Hackenberg,

2014).

3. 단위 구조, 곱셈 개념, 분수 조작

1) 단위 구조

단위 구조는 어떤 양을 단위로 구조화하여 이해할 때,

단위-조정 조작이 일어나는 단위의 수준(levels of unit)

에 대한 구조를 뜻한다. 가장 기본적인 단위 조정은 합성

단위를 다른 합성 단위에 삽입(insert)하는 것이다(Steffe,

2003).

자연수에 대하여 2-수준 단위 구조(two-levels-of-units

structure)를 내면화한 학생은 2개의 구슬을 24개에서 1개

각각을 하나의 단위(1-수준 단위)로, 이 구조를 유지하면

서 24개 전체를 하나의 단위(2-수준 단위)로 보고, 다음

행동에서 이를 결과로 사용하여 조작할 수 있다(Steffe,

2003).

어떤 합성 단위를 3-수준 단위 구조(three-levels-of-units

structure)로 구성한다는 것은 합성 단위 24를 세 가지 단

위로 이루어진 구조로 표상(representation)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Steffe, 2003). 예를 들어 24개의 막대 과자를 1-

단위 24개, 24-단위 1개로 이루어진 구조와 더불어 4-단

위 6개로 이루어진 구조로 구성 가능할 때, ‘3-수준 단위

구조로 재구성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다.

2) 곱셈 개념

Hackenberg, Tillema(2009)는 학생들의 단위-조정 행

동 맥락에서 학생들이 내면화한 단위 구조(Steffe, 2003)

를 바탕으로, 자연수에 대한 곱셈 개념(whole number

multiplicative concept)을 정의하였으며 학생들이 내면화

한 단위 구조에 따라 MC1, MC2, MC3의 3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면담을 통하여 확인한 수학교사들

의 MC2 수준의 행동 양상의 분할 조작과 반복 조작과

MC3 수준의 행동 양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할 조작과

반복 조작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MC2(second multiplicative concept)수준은 2-수준 단

위 구조를 내면화하며, 조작하기 전에 2-수준 단위 조정

을 할 수 있다(Hackenberg & Tillema, 2009). 자연수를

합성 단위, 즉 단위의 단위로 볼 수 있다. 또한, 행동을

거쳐 3-수준 단위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4개의 단위를 8번 반복하여 32, 즉 4개의 단위

를 포함하는 8개의 단위의 단위로 3-수준 단위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지만, 만들어내는 행동 후에는 그 구조를

유지하지 못하고 8개의 단위가 된다. 또한 이 전의 구조

를 유지하면서 이를 8개의 단위를 포함하는 4개의 단위

의 단위로 관점을 전환하지 못한다. 즉 단위 조정을 통하

여 구조를 만들어 냈을 때. 그것을 결과로 하여 다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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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서 조작의 대상으로 사용할 수 없다(Hackenberg &

Lee, 2015). 분수를 측정 가능한 양으로 생각하기 위하여

MC2 수준이 필요하다(Hackenberg, 2013; Steffe &

Olive, 2010). MC2 수준에서는 부분-전체로의 분수 의미

에 초점을 두고 양적 추론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Lee,

2017), 미지의 양에 대한 상호적 추론에 어려움을 겪는다

(Hackenberg & Lee, 2015).

MC3(third multiplicative concept) 수준은 3-수준 단위

구조를 내면화하여, 행동하기 전에 3-수준 단위 조정을

머릿속에서 예상할 수 있다(Hackenberg & Tillema,

2009). 그리고 만들어진 3-수준 단위 구조를 유지하면서

다른 행동에서 사용할 수 있고, 2개의 다른 3-수준 단위

구조를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개를 포함

하는 8개의 단위의 단위로 32를 보는 관점을 취하고, 이

구조를 유지하면서 8개를 포함하는 4개의 단위의 단위로

32를 볼 수 있다(Hackenberg & Lee, 2015; Hackenberg

& Tillema, 2009). MC3 수준은 분수의 덧셈과 뺄셈, 곱

셈과 나눗셈에 대한 스킴과 가분수를 수로 생각하는 것

을 포함하여, 여러 분수 지식을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Hackenberg, 2013; Steffe & Olive, 2010). MC3 수준에

도달하면 두 미지의 양 사이의 관계를 분수로 나타낼 수

있었고, 미지의 양에 대한 상호적 추론도 가능하다

(Hackenberg & Lee, 2015).

3) 분수 지식과 조작

조작(operation)은 경험의 반영을 통한 추상화된 정신

적 행동(mental action)으로 스킴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

소이다(von Glasersfeld, 1995 as cited in Hackenberg,

2010). Steffe(2002)는 분수 스킴을 구성하기 위한 분수

조작을 강조하였으며, 분수 지식과 관련된 기본 조작으로

분할 조작, 반복 조작 등을 제시하였다(Hackenberg,

2013; Steffe & Olive, 2010).

분할 조작(partitioning operation)은 단위를 똑같은 크

기의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체를 6등분으

로 나누는 것이다.

반복 조작(iterating operation)은 측정으로서 분수를 이

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핵심조작이다(Steffe, 2002), 예를

들어 

에서 1을 만들 때, 반복하는 단위인 1을 만들어

반복하는 단위인 

을 전체와 분리2)한 다음에 6번 반복

하여 1을 구성하는 것이다.

4. 양적 추론의 관점에서 대수식 쓰기와 분수 지식에

관한 선행 연구

양적 추론을 기반으로 조작적 관점에서 교사와 학생의

대수적 추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학생들의

곱셈 개념이 분수 지식을 구성하는 것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주장한다(e.g., Hackenberg, 2010; Steffe & Olive,

2010). 학생들이 연산자 또는 곱하는 수로서 분수를 구성

가능한가에 대한 여부와, 이것을 구성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방법을 확인하는 데 학생들의 곱셈 개념의 역할은

중요하다. 알려진 양과 미지의 양에 연산자로서 분수를

생각하는 것은 상호적 추론과 대수식 쓰기 문제해결에서

핵심적이다(Hackenberg, 2010). 이에 본 연구는 대수식

쓰기를 위한 KDU를 대수적 추론의 기초적 조작인 분수

지식에서 찾고자 하였다.

Hackenberg(2005)는    꼴의 일차방정식으로 해

결 가능한 분수 곱셈 추론 문제들을 사용하여 분할 분수

스킴을 구성한 6학년 학생 4명을 2명씩 한 그룹으로 구

성한 다음 각 그룹별 약 35번씩 8개월 동안 교수실험을

하였다. 이 교수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5개의 역 곱셈

관계 유형 문항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분석하였고,   

꼴의 일차방정식을 해결하기 위한 스킴을 구성하고 연산

자 분수 개념을 추상화하는데 3-수준 단위를 내면화가

요구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Hackenberg, Lee(2015)

는 7, 8, 10학년 학생 18명(각 7, 10, 1명)중 MC2, MC3

수준 각 6명, 총 1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45분씩 2번의

면담 및 서면조사를 통하여 MC3 수준 학생들이 대수식

을 쓸 때 미지의 양에 곱하는 수로 자연수, 분수를 사용

하고, 반복 분수 스킴을 구성한 반면, MC2 수준 학생들

은 미지의 양을 표현하는데 문자를 사용하기 보다는 수

를 사용하여 대입하는데 집중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대수식 쓰기 문제에서 미지의 양에 곱하는 수로서 분수

2) 분리(disembedding)는 전체를 정신적으로 파괴하지 않고 전체 단

위 중에서 한 부분을 떼어내는 것이다(Lee & Shin, 2019; Steffe

& Olive, 2010). 예를 들어 전체의 


을 생각할 때 전체 6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중 하나를 떼어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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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해하고 상호적 추론을 잘 해내기 위해서 MC3 수준

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Lee, Shin(2011)은 방정식을 배우지 않은 초등학교 5학

년 학생들이 일차 방정식을 조작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

서 자신이 구성한 분수 스킴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계수가 복잡해짐에 따라 어떤 분수 스킴과 조작을 사용

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초등학교 5학년 학생 2명을 대

상으로 일차방정식을 조작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상세

히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생들은 계수와 상수에 따라

다양한 조작과 분수 스킴을 사용하고, 일차방정식의 해결

에서 미지의 양과 알려진 양 사이의 동치관계를 파악하

는 데 반복 분수 스킴이 요구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Lee(2017)의 연구는 스킴 이론을 기반으로 중학

생들의 양적 추론 문제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곱셈적 사고 수준에 따른 분수 지식과 대수

적 추론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분석하였다. Lee(2017)는

곱셈적 관계가 포함된 식에서 대수식 표현 및 대수적 추

론을 하기 위해서 반복 분수 스킴의 구성, 연산자 분수의

의미 이해가 요구되는데, 이를 위하여 단위 분수를 반복

가능한 단위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곱

셈적 관계가 포함된 식에서 문자의 대수적 사용을 위해

서는 최소한 3-수준의 단위 구조가 필요하다(Lee, 2017).

이에 선행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3-수준 단위 구조가

내면화되었을 때 확인되는 기준 단위 설정, 분할 조작, 반

복 조작은 대수식 쓰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핵심

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위에

서 제시한 분수 지식을 대수식 쓰기를 위한 KDU로 판단

하고, 수학교사들이 대수식 쓰기 문제 해결과정에서 나타

나는 행동 양상을 곱셈 개념의 수준에서 나타나는 특징

을 토대로 수학교사들이 KDU에 주목하는가를 분석하고

자 하였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대수식 쓰기 문제해결 과정에서 연구에 참

여한 수학교사 개인이 주목하는 수학적 이해와 수학교사

들이 구상한 지도 방법에서 드러나는 교수적 행동 사이

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질적 사례 연구

방법을 연구 방법으로 채택하였다.

1. 연구 참여자 및 검사 도구

2019년 8월 3일부터 2019년 8월 30일까지 면담 진행

일시 기준으로 K 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예비 및 현직 교사 중 연구 참여에 동의를 해준 8

명을 초기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3). 본 연구는 대수식

쓰기 문제해결 과정 중 교사가 주목하는 수학적 이해의

차이를 파악하고, 수학적 이해와 교수적 행동 사이의 연

관성을 양적 조작 측면에서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수치적 조작으로부터 양적 관계를 파악하는 경향

을 보였던 4명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양적 조작

을 통하여 대수식 쓰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연구 참여

자 4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면담에 들어가기 전

확인한 연구 참여자들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먼저 A교사와 C교사는 면담 당시 교육 실습을 막 이

수한 예비 교사이며 교실 수업 경험이 거의 없었다. A교

사는 주어진 수학 문제를 해결할 때, 맥락을 파악하는 것

을 우선하며 주어진 문제를 이미지화는 경향이 있다. C교

사는 전공 수학 지식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수학 문

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수식 표현과 같은 구조와 형

식에 주의 집중하는 편이다. 또한 E교사와 F교사는 중등

임용고사에 합격하여 공립 중학교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현직 교사이다. E교사와 F교사 둘 다 수학 문제해

결 과정에서 맥락을 분석하는데 우선하며, 그 과정에서

도식화하는 것은 중요한 수학 문제해결 전략이라 생각하

고 있었다. Heckenberg, Lee(2015)가 제안한 문제를 국내

실정에 맞게 번역과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쳐 두 미지의

양 사이의 곱셈적 관계가 진분수인 상황이 내재된 대수

식 쓰기 문항(A1)과 곱셈적 관계가 가분수인 상황이 내

재된 대수식 쓰기 문항(A2)을 구성하였으며, Silverman,

Thompson(2008)과 Lee, Shin(2015)의 문헌을 분석하여

대수식 쓰기 문항을 중학생들에게 지도하는 방법을 구상

하도록 하는 문항(T1, T2)들을 개발하였다. 수학교육 전

문가 1명과 현직 교사 1명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문항

지 초안의 1차 수정 보완한 다음 예비 면담을 실시하였

3) 본 연구는 교실 수업 경험이 아닌 개인이 구성한 수학적 이해가

교수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교수

경험의 차이가 확연히 나는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를 연구 참여

자로 고려하였으며, 예비 교사와 현장 교사가 특별히 구분되어야

할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구 참여자들을 수학교사로 통칭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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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비 교사 1명, 현직 교사 2명을 임의 선정하여 예비

면담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문항을 재검토 후 수정하

여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들은

아래와 같다([Table 1], [Table 2] 참고).

Types Interview question

A1

Sikyeong and Changwook are building a

tower with wooden blocks. Changwook's

tower is 

the height of Sikyeong's

tower.

(1) Draw a picture of a given situation.

(2) Can you write an equation for this

situation? If you could write it, please

explain the meaning of your equation.

(3) Can you write an equation different

from A1-(2)? Please write an equation

and explain the meaning of that

equation.

A2

The monthly donations from Minyoung's

family to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re




of the monthly donations from

Jaewook's family.

(1) Draw a picture of a given situation.

(2) Can you write an equation for this

situation? If you could write it, please

explain the meaning of your equation.

(3) Can you write an equation different

from A2-(2)? Please write an equation

and explain the meaning of that

equation.

[Table 1] Interview questions for equation writing

Types Interview question

T1/T2

The following questions are asked about

the teacher's teaching plan for A1/A2.

(1) Describe the reac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solving the equation writing

problem of the A1/A2 you expect.

(2) How do you want students to

understand the equation writing problem

in A1/A2? Also, please describe how

the equation writing teaching method

can be constructed for this purpose.

- Intent

(3) Describe how the teaching method

(teaching plan) you suggested in the

T1-(2)/T2-(2) can help middle school

students understand the concept of

equation writing. Also, please describe

the interactions that you expect to

occur during the class activities you

have organized.

[Table 2] Interview questions for pedagogical

understandings

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면담은 연구 참여자 1명당 총 2차시의 반 구조화된 면

담으로 진행되었으며, 면담은 문항지를 작성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차시 당 평균 약 60분이 소요되었다. 면담은 연

구 참여자와 제1저자가 사전 약속을 통하여 정한 시간에

진행되었다.

1차 면담은 연구 참여자가 면담에 앞서 문항지에 제시

된 대수식 문제를 먼저 풀어보게 하고 제1저자는 수학교

사들의 문제해결 과정을 관찰하였다. 실질적인 면담은 연

구 참여자의 문항지에 실린 문항의 풀이가 완료된 후에

실시되었으며, 연구 참여자가 주어진 문항을 어떻게 해결

하였는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루

어졌다. 2차 면담은 연구 참여자가 1차 면담에서 풀이하

였던 동일한 대수식 쓰기 문제에 대한 지도 방법을 작성

하게 하였다. 1차 면담과 마찬가지로 연구 참여자가 문항

지 작성을 완료 후에, 대수식 쓰기 문제의 지도 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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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구상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연구 참여자가 자유

롭게 말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문항지

작성 과정과 면담 상황은 모두 촬영되었다. 특히 수학교

사들의 대수식 쓰기 문제해결 과정에서 드러나는 수학적

이해를 파악하고자, 면담 중 관찰되는 수학적 이해는 즉

시 관찰일지에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수집된 두 가지 자료는 다음과 같다. 첫 번

째 자료는 연구 참여자의 문항지 작성 과정을 녹화와 동

시에 관찰한 결과를 작성한 관찰일지이며, 두 번째 자료

는 연구 참여자가 문항지 작성을 마친 후에 그가 작성한

문항지와 반 구조화된 면담으로 진행된 면담을 녹화한

영상이다.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수식 쓰기

를 위한 KDU를 양적 관점의 대수적 추론을 근거로 분석

하였다.’ 그에 따라 1차 면담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검토

하여, 분수 조작, 단위 조정과 곱셈 개념을 기반으로 연구

참여자들 개개인이 대수식 쓰기 문제해결 과정에서 보이

는 행동 양상의 특징들을 분석하고 코딩하였다. 2차 면담

결과로 확인된 개별 연구 참여자의 대수식 쓰기 지도 방

법 구상안은 KDU를 가지고 있는 교사들의 교수적 행동

및 이해 과정(Lee & Shin, 2015, p.204)에 따라 개별 연

구 참여자의 교수적 행동 양상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

때 1차 면담 자료 분석 결과는 개별연구 참여자가 주목

하였던 수학적 이해와 교수적 행동 사이의 연관성을 확

인하는 데 사전 정보로 활용하였다. 교사별 정리한 1차와

2차 면담의 분석 자료는 제1저자에 의해 하나의 파일로

종합되었고, 종합한 내용은 본 논문의 다른 저자의 검토

및 논의를 통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Ⅳ. 결과분석

결과분석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두 미지의 양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여 대수식을 작성했던 과정과, 그들이 해결

했던 대수식 쓰기 문항을 학생들에게 지도하기 위한 방

법을 구상하는 과정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특히, 실험 과

정에서 연구 참여자 개개인이 보여준 행동들을 분석한

결과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였던 교사들을 중심으로 분류

하여 기술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A1 문항과 A2 문항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학적 이해

1) C교사

C교사는 A1-(1) 문항의 그림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

경이의 탑 높이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먼저 시경이의 탑

높이를 나타내는 막대 그림을 그린 다음 이것을 5등분한

것 중 두 조각에 해당하는 부분을 창욱이의 탑 높이를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라 답하였다. 그는 양적 관점에서

문제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낼 때, 분할 조작만을 사용하

였다. 또한 A1-(2) 문항의 식을 세우는 과정에서 C교사

는 시경이의 탑 높이를  , 창욱이의 탑 높이를 으로 둔

다면, 시경이의 탑 높이의 

배이므로 A1-(1) 문항의 그

림에서 설명한 이유와 같은 이유로부터 식   


 , 또

는 창욱이의 탑 높이는 

 로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하

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1저자는 C교사에게 

배는 어떤

의미인지 물어보았고 C교사는 모두 “5등분했을 때 그 것

의 두 개에 해당하는 것이 

배”라고 답하였다. 제1저자

는 C교사가 ‘∼의 

’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것과 관련하

여 그들이 문항지 답안에서 서술하고 설명 중 계속해서

사용하였던 ‘∼의 

’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질문하였다.

C교사는 “전체 높이가 이면 에 해당하는 것과,

전체를 5등분 했을 때, 그 중 2등분한 조각을 

라고 생

각할 수 있어요.” 라고 답하였다. 이로부터 제1저자는 C

교사가 부분-전체 맥락의 

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판

단하였다. C교사는 A1-(3) 문항에서 자신이 세운 식은

“창욱이의 탑 높이를 기준 단위로 설정하고 창욱이의 


만큼에 해당하는 것이 시경이의 탑 높이므로 식   



을 다른 식으로 제시한 것”이라 설명하였다. 이에 제1저

자는 C교사가 A1-(1) 문항에서 답으로 제시한 그림과

A1-(2) 문항의 답안으로 작성한 대수식의 사이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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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eacher C’s drawing for the A1-(3)

[Fig. 3] Teacher C’s drawing for the A2-(1)

을 확인하고자, 대수식   


에서 


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A1-(1) 문항의 답으로 작성하였던 그림과

관련지어 설명해주길 요청하였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C

교사는 “

는 전체의 


에 해당하는 것의 다섯 개로 볼

수 있다.”라고 말한 다음 A1-(2) 문항과 연관 지어 생각

하게 될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려다 한참 동안 고민을 하

며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이로부터 C교사는 대수식의 기

계적 조작으로 대수식을 표현한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제1저자는 대수식   

 을 A1-(1) 문항의 그림과 관

련지어 설명하길 요청하였고 C교사는 30초가량 고민한

후에 다섯 개의 막대를 그렸다가 지우는 과정을 두 번

반복하였다. 특히 창욱이의 탑 높이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시경이의 탑 높이와 비교하는 그림을 그리려고 시도하였

으나 이 역시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생각하는 등 계속해

서 고민하였으나 어려움을 즉시 해소하지 못했다. 제1저

자는 별도의 힌트를 주지 않고 C교사가 생각할 수 있도

록 기다려주었으며 약 2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C교

사는 “막대 한 개를 10등분하고 그 것 중 4개의 조각을

색칠한 다음 색칠한 부분을 창욱이의 탑 높이를 나타내

는 것”이라 말하였다. 이후 “창욱이의 탑 높이를 다섯 번

반복하여 이어 붙인 다음 이것의 반절, 즉 2등분한 것이

시경이의 탑 높이”라고 설명하였다. C교사가 창욱이의 탑

높이를 10등분한 것 중 4조각을 이어 붙인 것으로 설정

한 이유는 다섯 개를 이어 붙인 다음 2등분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짐작된다([Fig. 2] 참고).

C교사는 시경이의 탑 높이를 5등분한 것 중 한 조각과

창욱이의 탑 높이를 2등분한 것 중 한 조각이 같다는 사

실에 주목하지 않았다. 그는 A2 문항의 A2-(1) 문항 답

안에 대한 설명으로 재욱이네 가족의 후원금을 나타내는

막대 그림을 그리고 

를 1과 


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Fig.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말하였다.

그리고 두 수학교사는 그들이 그린 A2-(1) 문항의 그림

은 민영이네 가족의 후원금은 재욱이네 가족의 후원금을

나타내는 막대 그림과 그 것의 3등분한 것 중 한 조각을

이어 붙인 양으로 나타낸 것이라 말하였다([Fig. 3] 참고).

C교사는 재욱이네 가족의 후원금의 

배가 민영이네 가

족의 후원금이기 때문에 재욱이네 가족의 후원금을 ,

민영이네 후원금을 라고 두었을 때, 민영이네 후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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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로 표현하였다고 답하였다. 그들은 또한

A2-(1) 문항의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A2-(2) 문항의 답

안으로 작성한 대수식을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

로부터 C교사가 양적 관점에서 두 미지의 양 사이의 곱

셈적 관계를 가분수로 나타날 때, 곱셈적 사고보다 덧셈

적 사고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C교사는 민영이네 가족의 후원금을  , 재욱이네 후원

금을   

로 A2-(3) 문항의 다른 식을 세웠다. 제1저

자는 그들이 상호적 추론 과정에서 주목한 대수적 조작

을 확인하기 위하여 C교사가 사용한 

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질문하였고, 그에 대한 답으로 C교사는 

을

전체를 막대 그림으로 나타내었을 때, 등분한 것 중 3

조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C교사의 문제해결 과정으로부터 두 미

지의 양 사이의 곱셈적 관계가 진분수인 상황이 주어진

A1 문항과 곱셈적 관계가 가분수인 상황인 A2 문항을

해결하는 과정의 관찰과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진행한 면

담을 통하여 MC2 수준의 행동 양상의 분할 조작과 반복

조작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F교사

F교사는 창욱이의 탑 높이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시경

이의 탑을 5등분한 것 중의 두 조각에 해당하는 것을 창

욱이의 탑 높이로 생각하고 A1-(1) 문항에 대한 그림을

그렸다고 답하였다([Fig. 4] 참고).

[Fig. 4] Teacher F’s drawing for the A1-(1)

또한 이들은 A2-(2) 문항의 답안을 작성할 때 시경이

의 탑 높이를 (또는 ), 창욱이의 탑 높이를 (또는 )

로 두고, 문제 상황에서 시경이의 탑 높이를 기준으로 설

정했을 때, 시경이의 탑 높이의 5등분한 것 중 두 조각에

해당하는 부분이 창욱이의 탑 높이기 때문에 대수식

([Fig. 5] 참고)을 표현하였다.

[Fig. 5] Teacher F’s response to the A1-(3)

또한 그는 창욱이의 탑 높이를 기준 단위로 설정하여

A1-(2) 문항의 대수식을 세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F교

사가 창욱이의 탑 높이를 로 두기 전에 설정한 기준 단

위는 창욱이의 탑 높이를 2등분한 것 중 하나를 로 두

는 것을 관찰하였기에 제1저자는 F교사에게 처음에 그림

을 그릴 때, 기준과 설명할 때의 기준이 다른 이유를 물

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F교사는 “처음의 것으로 생각

한다면 시경이의 탑 높이가 인데 창욱이의 탑 높이는

가 되잖아요.  앞에 계수가 있는 게 꺼림직해서”라는

말을 하며 창욱이의 탑 높이를 기준으로 설정한 이유를

말하였다. 이에 제1저자는 F교사가 설정하였던 처음의 기

준 단위가 왜 불편한가 질문하였고 F교사는 “창욱이의

높이의 

을 로 두고 문제 상황에 적절한 식을 세운다

면   


의 식으로 나타내어야 하지만 이 식에서 문

자가 창욱이의 탑 높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

라 답하였다. 또한 F교사는 자신이 작성한 A1-(3) 문항

의 답안에 대하여 이전에 그린 간격(창욱이의 탑 높이의




)이 똑같기 때문에 비율이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

어서 비례식       로 나타내었다고 말하였다. 이는

F교사는 시경이의 탑 높이를 5등분한 것 중 한 조각과

창욱이의 탑 높이를 2등분한 것 중 한 조각이 같다는 사

실에 주목하였음에도 A1-(3) 문항에서 작성한 대수식

  


를 양적 상황으로 설명할 때는 사용하지 않았다.

제1저자는 F교사에게 창욱이의 탑 높이를 로 두기 전에

설정하였던 는 F교사가 말한 간격을 뜻하는 것인가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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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하였고 F교사는 “간격을 로 두면, 시경이의 탑 높이

와 창욱이의 탑 높이 사이의 관계를 등식으로 나타내려

니 불편하기 때문에, 창욱이의 탑 높이를 문자 로 수정

하였다.”라고 설명하였다.

제1저자는 F교사에게 비례식 이외의 다른 식으로는 표

현하기 어려운지 질문하였고, F교사는 “뺄셈을 생각하여

  


 , 곱셈과 나눗셈으로 나타내면, 


 


,




 


,   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답하였다. 또한

제1저자는 이 식 들을 A1-(1) 문항의 그림으로 설명가능

한지 질문하였고 F교사는 “식   


은 그림으로

설명 가능하지만 나머지 식들은 처음에 세운 비례식에서

떠올린 식이다.”라고 답하였다. 이에 제1저자는 F교사가

주목하는 단위 구조 행동 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수

식   을 그림으로 설명 가능한지 추가 질문하였으

며 F교사는 “를 두 번 늘리면  , 는 시경이의 탑 높

이 막대 그림의 두 조각이니깐, 이것을 개를 늘리면 

가 되어 이 높이는 같아요.”라고 답하였다. [Fig. 6]은 F

교사가 작성한 A1-(3) 문항의 답안과 그에 대한 부연 설

명을 하는 과정에서 그린 그림이다.

[Fig. 6] Teacher F’s drawing for the A1-(3)

F교사는 문항지를 확인하여 A2 문항의 문제 상황을

파악한 후에 가분수인 

을 그림으로 나타내어야 하는

것에 당황했지만 곧 “재욱이네 가족의 후원금을 기준 단

위로 설정한 다음 재욱이네 가족의 후원금 막대 그림과

이것을 3등분한 것의 한 조각을 더한 것이 민영이네 가

족의 후원금”이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F교사는 민영이네

가족의 후원금을 나타내는 식이 

인 것은 문제 상황을

통하여 즉시 설정하였으며, 그림을 통하여 생각하게 될

경우 전자와 같이 

 


(또는 


  





)

로도 설명할 수 있다고 답하였다. 이로부터 F교사가

A2-(1) 문항의 답안을 작성할 사용하였던 분할 조작과

분배 조작은 MC2 수준의 행동 양상으로 판단하였다.

F교사는 처음엔 A2-(3) 문항에서 A1-(1) 문항과 마찬

가지로 부분-전체 맥락의 

에 주목하였다. 이를 확인한

제1저자는 A2-(1)과 연관지어 설명해주길 요청하였다.

F교사는 A2-(3) 문항의 답을 비례식     

 으로 나

타내었다. 또한 이 비례식을 조작하여 

  


임을 나

타내었다. 그리고 F교사가 이 대수식을 양적 관점으로 설

명하는 과정에서 재욱이네 가족의 후원금을 나타내는 막

대 그림의 한 조각과 민영이네 가족의 후원금을 나타내

는 가족의 후원금을 나타내는 막대 그림의 한 조각이 동

일한 양임에 주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A3-(3) 문항

의 답으로 제시하였던 대수식에서 나타내었던 것처럼 뺄

셈식으로도 다른 식   


 을 나타내었다([Fig. 7]

참고).

[Fig. 7] Teacher F’s drawing for the A2-(1)

즉 F교사의 문제해결 과정으로부터 두 미지의 양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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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곱셈적 관계가 분수인 상황인 A1 문항과 A2 문항을

해결하는 과정의 관찰과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진행한 면

담을 통하여 MC2 수준의 행동 양상과 MC3 수준의 행동

양상의 분할 조작과 반복 조작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3) A교사, E교사

A교사와 E교사 둘 다 A1-(1) 문항의 그림은 주어진

문제 상황으로부터 시경이의 탑 높이를 기준 단위로 설

정하여 창욱이의 탑 높이를 시경이의 탑 높이를 5등분한

것의 한 조각을 두 번 반복하여 이어 붙인 형태로 표현

하였다([Fig. 8] 참고).

Teacher A Teacher E

[Fig. 8] Teacher A’s and Teacher E’ s drawings for

the A1-(1)

A교사는 “시경이의 탑 높이를 로 두고, 창욱이의 탑

높이를 로 두면 A1-(2) 문항의 답안으로 작성하였던 대

수식은 그림을 설명하였던 것과 같은 이유로   


로

나타낼 수 있었다.”라고 설명하였다. E교사는 “A1-(1) 문

항의 설명과 A1-(2) 문항의 답안으로 작성한 대수식에

대한 설명이 동일하며 그러므로 (시경)×

=(창욱)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E교사가 “문자 기호

가 아닌 한글로 작성한 이유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서 문자로 나타내면 아이들이 문자가 무엇을 나타

내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

설명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1차 면담은 수학교사 스스

로가 주체가 되어 문제를 해결할 때 나타나는 수학적 이

해를 확인하는 것에 목적을 가지므로 제1저자는 E교사에

게 학생들에게 지도하는 상황을 배제하고 본인 스스로가

문제 상황을 대수식으로 나타내게 된다면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다시 질문하였다. E교사는 “A1 문항의 문제 상황

을 식으로 나타낼 때 함수식으로 나타내는 경향이 많아

시경이의 탑 높이를  , 창욱의 탑 높이를 라 놓으면,

  


로 나타낼 수 있어요.”라고 답하였다. E교사의 답

변으로부터 그가 나타내고자 하였던 대수식은 앞의 A교

사가 제시했던 A1-(2) 문항의 답과 동일한 것임을 확인

하였다.

A교사와 E교사는 두 미지의 양 사이의 곱셈적 관계에

대한 상호적 추론이 요구되는 A1-(3) 문항을 해결하는

중 A1-(2) 문항에서 표현하였던 대수식과 다른 식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창욱이의 탑 높이를 2등분한 것의 한

조각을 기준 단위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창욱이의 탑 높

이를 2등분한 것의 한 조각을 다섯 배 한 것이 시경이의

탑 높이와 같으므로 

  (또는  


)와 같은 식을

세울 수 있다.”라고 답하였다. 특히 A교사와 E교사는 앞

서 제시한 식 

  (또는  


) 이외에도 비례식

      ((시경):(창욱)=  )이거나   의 형태로

도 나타낼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Fig. 9] 참고).

[Fig. 9] Teacher A’ s response to the A1-(3)

A교사와 E교사는 모두 A2 문항의 문제 상황에서 두

미지의 양 사이의 곱셈적 관계가 가분수가 주어진 까닭

에 당황했음을 말하였다. 그러나 A2-(1) 문항의 답안을

작성하고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큰 불편함을 느끼진

않았다. 그들은 재욱이네 가족의 후원금을 기준 단위로

설정하여 민영이네 가족의 후원금은 재욱이네 가족의 후

원금의 

이므로 재욱이네 가족의 후원금을 막대 그림을

3등분한 것의 한 조각을 4번 반복하여 이어 붙인 것으로

나타내었다([Fig. 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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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er A

Teacher E

[Fig. 10] Teacher A’s and Teacher E’ s drawings for

the A2-(1)

두 명의 수학교사들은 재욱이네 가족의 후원금을 ,

민영이네 가족 후원금을 로 두어 재욱이네 후원금의




한 양에 해당하는 막대의 4배가 민영이네 가족의 후원

금이므로 대수식 

  를 A2-(2) 문항의 답으로 나타

내었다. 그들은 면담 중 A2-(2) 문항의 답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작성하였던 A2-(1) 문항의 답안([Fig.

10] 참고)을 작성한 이유와 동일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로부터 A교사와 E교사가 A2-(1) 문항의 답안에서 나

타나는 양적 관점에서의 조작과 A2-(2) 문항의 답안의

대수적 표현의 조작이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A교사는 대수적 표현 과정에서 상호적 추론이 요구되

는 A2-(3) 문항의 답안으로 대수식 

  을 세운 이유

를 A교사가 그린 A2-(1) 문항의 그림에서 민영이네 가족

의 후원금과 재욱이네 가족의 후원금을 막대 그림으로

비교하였을 때, 민영이네 가족 후원금의 막대 그림을 4등

분한 것의 한 조각을 3번 반복하여 이어 붙인 것이 재욱

이네 가족의 후원금을 나타내는 막대와 같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러나 E교사는 이전의 A1-(3) 문항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비례식으로 나타내었다. 제1저자는 E교사에게

비례식이 아닌 다른 식을 세울 수 있는가 물어보았고, E

교사는 “또 다른 식은 재욱이네 가족의 후원금의 4배한

것과 민영이네 가족의 후원금을 3배한 것이 같아서 (재

욱)×=(민영)×과 같은 식을 세울 수 있어요.”라고 답하

였다. 이 식은 제1저자가 질문한 후 E교사는 잠시 고민을

한 다음 재욱이네 가족의 후원금과 민영이네 가족의 후

원금을 나타내는 양으로 식을 나타내보길 시도하다 멈추

고 대수식 (재욱)=(민영)×

을 생각해 낸 후 이것을 변

형하여 나타낸 것이다([Fig. 11] 참고).

[Fig. 11] Teacher F’s response to the A2-(1)

관찰과 면담을 통하여 A교사와 E교사가 두 미지의 양

사이의 곱셈적 관계가 분수인 문제 상황이 주어진 A1 문

항과 A2 문항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MC3 수준 행동 양상

의 분할 조작과 반복 조작이 나타났다.

Types Mathematical understandings Teacher

A1

set up referent unit
part-whole fraction concept
partitioning operation
iterating operation
(MC2 level action)

C

set up referent unit
part-whole fraction concept
partitioning operation
iterating operation

(MC2/MC3 level action)

F

set up referent unit
partitioning operation
iterating operation
(MC3 level action)

A

E

A2

set up referent unit
part-whole fraction concept
partitioning operation
iterating operation
(MC2 level action)

C

set up referent unit
part-whole fraction concept
partitioning operation
iterating operation

(MC2/MC3 level action)

F

set up referent unit
partitioning operation
iterating operation
(MC3 level action)

A

E

[Table 3] Mathematical understandings in solving

equation writing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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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Teacher C’ s response to the T1-(2)

1차 면담 결과 얻은 자료를 분석하여 대수식 쓰기 문

제 해결과정에서 공통적인 행동이 나타났던 연구 참여자

별로 분류하고, 그들의 행동 양상을 토대로 그들이 주목

하고 있는 수학적 이해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Table

3] 참고).

2. T1 문항과 T2 문항 구상과정에서 드러나는 교수적

행동

1) C교사, F교사

C교사와 F교사는 T1-(1) 문항의 답안으로 A1 문항을

처음 접한 중학생들의 반응은 학생들이 A1 문항에서 주

어진 분수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내어야 하는 것을 당황

스러워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그림으로 나타내려 시도는

하지만 실제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단위 분수가 아닌

진분수와 가분수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곤란함을

느낄 것이라 말하였다. 또한 상호적 추론이 요구되는 다

른 식을 세우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답하였다.

위의 두 명의 수학교사들은 자신들이 구상한 T1-(2)

문항의 지도 방법을 통하여 중학생 스스로 미지의 양을

문자로 표현하고 미지의 양 사이에서 곱셈적 관계를 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길 바랐다. 이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C교사와 F교사가 구상한 수업의 공통적인 특징은

학생들에게 문제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조작하는 활

동 기회를 제공하여 두 미지의 양 사이의 관계를 알게

하는 것에 있었다. 이때 수학교사들이 구상한 지도 방법

은 A1 문항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주의 집중하였

던 수학적 이해인 부분-전체 사이의 관계 맥락의 분수와

곱셈 개념 수준(MC2, MC3) 행동 양상의 분할 조작과 반

복 조작이 투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C교사는 1차 면담 과정에서 A1 문항을 해결하는 과정

에서 주목하였던 수학적 이해는 기준 단위 설정, 부분-전

체 맥락의 분수, MC2 수준의 행동 양상으로 보이는 분할

조작과 반복 조작이었다. 또한 C교사는 상호적 추론이 요

구되었던 A1-(3) 문항을 양적 상황으로 그림으로 표현하

는 것에 꽤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2차 면담에서 C교사

가 작성한 T1-(2) 문항의 답안은 A1-(3) 문항을 중학생

들에게 지도하기 위하여 창욱이의 탑 높이를 다섯 번 이

어붙인 다음 그것을 2등분하여 시경이의 탑 높이를 나타

내는 방법과, 시경이의 탑 높이를 5등분한 한 조각과 창

욱이의 탑 높이를 2등분한 한 조각이 같음을 알게 하여

창욱이의 탑 높이를 2등분한 조각을 다섯 번 이어 붙이

는 방법으로 대수식   

을 지도할 수 있도록 기술하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Fig. 12]). 이로부터 C교사가 구상

하였던 A1 문항을 중학생들에게 지도하기 위한 방법은 1

차 면담에서 확인하였던 수학적 이해뿐만 아니라 MC3

수준의 행동 양상으로 보이는 분할 조작과 반복 조작도

투영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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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Teacher F’ s response to the T1-(2)

F교사가 T1-(2) 문항의 답안으로 작성한 A1 문항을

지도하기 위한 방법([Fig. 13] 참고)을 통하여 그가 중학

생들에게 주어진 문제 상황을 부분-전체 사이의 양적 관

계로 파악하여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토

대로 대수식   

를 세울 수 있도록 지도하고자 하였

음을 알 수 있었다.

주어진 문제 상황을 상호적 추론이 요구되는 A1-(3)

문항을 지도할 때 그는 A1-(1) 문항에서 시경이의 탑 높

이로 기준 단위로 설정하였던 것을 창욱이의 탑 높이로

기준을 변경한 다음 그림으로 표현하여 지도할 것이라

답하였다. F교사의 A1 문항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확인하

였던 수학적 이해와 A1 문항을 중학생들을 지도하기 위

한 방법에서 드러나는 교수적 행동 사이의 관련성을 파

악하고자 하였다. 이로부터 제1저자는 F교사가 학생들이

세워야 할 대수식으로 예상하였던 식   

 에 대하여

이 대수식을 학생들에게 양적 관점에서 지도한다면 어떻

게 지도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였다. 그에 대한 답으로

F교사는 “창욱이 탑 높이를 다섯 번 반복하여 이어 붙인

다음 그것을 2등분하면 시경이의 길이를 나타낼 수 있어

요. 그리고 이거는 이전에 그려뒀던 시경이 높이와 비교

해보면”이라고 답하였다. 이로부터 F교사가 중학생들에게

대수식   

의 양적 관계는 두 미지의 양 사이의 곱

셈적 관계보다 

   


와 같은 덧셈적 관계에 초

점을 두었다고 판단하였다([Fig. 14] 참고). 위의 근거로

부터 F교사가 A1 문항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수학교사가

주목하였던 기준 단위 설정, MC2 수준의 행동 양상으로

보이는 분할 조작과 반복 조작이 A1 문항을 중학생들에

게 지도하기 위한 방법에서 보이는 F교사의 교수적 행동

에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C교사와 F교사는 구체물 또는 막대 그림을 사용하여

두 미지의 양 사이의 곱셈적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대수

식으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 겪는 학생들에게 구체물 또

는 막대 그림의 조작과 대수적 조작을 대응시켜 설명하

고자 하였다([Fig. 12], [Fig. 13] 참고).

두 명의 수학교사들은 그들이 구상했던 지도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었음에도 자신들이 구상한 지도 방법을

적용한다면, 후속 학습에서 분수가 계수로 주어진 문제

상황이거나 복잡한 상황이 주어지는 대수식 쓰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C교사와 F교사는 A2 문항을 처음 접한 중학생들이 문

제 상황에서 나타나는 두 미지의 양 사이의 곱셈적 관계

가 가분수인 것을 당황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그리고

T2-(1) 문항에 대하여 그들은 이 문제를 처음 접한 중학

생들은 주어진 문제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내려 시도하지

만, 실제 두 미지의 양 사이 관계가 가분수인 상황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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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Teacher C’ s response to the T2-(2)

[Fig. 15] Teacher F’ s response to the T2-(2)

림으로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답하였다

확인하였다. 두 명의 수학교사들은 자신들이 T2-(2) 문항

의 답안으로 작성한 지도 방법을 실제 수업에 적용함으

로서 중학생들이 스스로 미지의 양을 문자로 표현하고

미지의 양 사이에서 곱셈적 관계를 대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또한 곱하는 수와 연산자 분

수의 역할을 하는 

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답하였다. 위와 같은 기대를 가진 C교사와 F교사는 A2

문항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문제 상황을 그림으

로 표현하고 이를 조작하는 활동을 제공하여 두 미지의

양 사이의 관계를 지도하고자 하였다. 특히 그들이 구상

하였던 조작 활동은 1차 면담 중 A2 문항의 문제해결 과

정에서 그들이 주의 집중하였던 수학적 이해인 곱셈 개

념 수준(MC2, MC3) 행동 양상의 분할 조작과 반복 조

작, 부분-전체 사이 관계 맥락에서 분수의 의미를 투영하

고 있었다. C교사와 F교사는 중학생들에게 A2 문항에 주

어진 문제 상황을 양적 측면에서 그림으로 그려보게 하

고 그림에 문자를 써 넣어보게 한 다음 대수식을 세울

수 있도록 지도 방법을 계획하였다. C교사와 F교사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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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Teacher A’ s response to the T1-(2)

어진 문제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 사용한 조작은 1차

면담에서 그들이 A2 문항을 해결할 때 확인하였던 것과

동일하다. 이로부터 A2 문항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두 명

의 수학교사가 주목하였던 기준 단위 설정, MC2 수준의

행동 양상으로 보이는 분할 조작과 반복 조작이 지도 방

법에 투영된 것으로 판단하였다([Fig. 14] ,[Fig. 15] 참고).

두 명의 수학교사들은 그들이 구상했던 지도 방법에

차이가 있었음에도 공통적으로 자신들이 구상한 지도 방

법을 계획을 적용하였을 때 후속 학습에서 계수가 분수

가 주어진 문제 상황이거나 보다 복잡한 상황이 주어지

는 대수식 쓰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두 미지

의 양 사이의 곱셈적 관계를 대수식으로 표현하는 과정

에서 어렵지 않게 연산자 분수와 곱하는 수로서 가분수

를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2) A교사, E교사

A교사와 E교사가 작성한 T1-(1) 문항의 답안을 통하

여서 중학생들이 A1 문항을 처음 접하였을 때 분수가 주

어진 문제 상황에 당황스러워 할 것이며, 분수를 계수로

가지는 두 미지의 양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과 두 미지

의 양 사이의 곱셈적 관계를 대수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과 거부감을 가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또한 기준 단위를 설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었다.

두 명의 수학교사들의 “이 문제에서 

가 의미하는 것

을 알게 하는 것이 수업 목적이에요” 또는 “저라면 진분

수 배수(곱하는 수)를 잘 파악하도록 지도할 것 같아요.”

와 같은 답변으로부터 그들은 자신이 구상한 지도 방법

적용한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이 두 미지의 양 사이의 곱

셈적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대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길

바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동시에 주어진 문제 상

황에서 곱하는 수와 연산자 분수로서 

의 의미를 파악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지도 방법을 구상한 것으로 보인

다. A교사와 E교사의 T1-(2) 문항의 답안과 면담을 통하

여 그들이 구상한 지도 방법은 문제 상황에 대한 다양한

조작 활동 상황을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대수식을 이끌

어 내고자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그들은 두 미지

의 양을 나타낸 그림을 사용하여 중학생들이 비례 관계

를 이해하게 하고 비례식으로도 나타내도록 지도 방법을

구상하였다([Fig. 16] 참고).

이는 그들이 T1-(2) 문항의 답안으로 작성한 지도 방

법은 A1 문항에서 A교사와 E교사가 주목하였던 수학적

이해인 MC3 수준 행동 양상의 분할 조작과 반복 조작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두 명의 수학교사는 학생들이 자

신의 수업을 통하여 곱하는 수와 연산자 분수로서 

을

인식하고 이를 표현하게 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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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er A

Teacher E

[Fig. 17] Teacher A’s and Teacher E’ s responses to the T2-(2)

장하였다. 또한 그들은 기준 단위를 설정하여 문제 상황

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A1 문제 상황을 막대 그림으로 나타내고 시경이의 탑 높

이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5등분하고, 5등분한 한 조각을 2

개를 이어붙이는 활동을 제공하여 기준 단위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답하였다.

A교사와 E교사는 A1-(1) 문항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설정하였던 기준 단위를 변경하여 양적 관점에서 대수식

을 이끌어내도록 지도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

이 구상한 지도 방법을 적용한 수업은 학생들의 문제해

결 능력 강화하고,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능력(상호적 추

론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였다. 또

한 그들이 작성한 T1-(4) 문항의 답안으로부터 자신들이

구상한 지도 방법은 중학생들이 후에 미지의 양에 곱하

는 수가 분수인 대수식을 나타내어야 하는 문제를 해결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T2-(1) 문항의 답안을 통하여 A교사와 E교사는 A2

문항을 처음 접한 중학생들이 가분수가 주어진 문제 상

황에 당황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가분수를 계수로 가지는

두 미지의 양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두 미지의 양 사이의

곱셈적 관계를 파악하여 대수식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거부감을 가질 것이라 예상하였다. 또한 기준

단위를 설정하는 것에 혼돈을 겪을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었다. 그들은 면담을 통하여 위와 같은 어려움을 갖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A2 문항을 지도하기 위한 방

법을 구상하였으며, 자신들이 구상한 지도 방법을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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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통하여 중학생들이 두 미지의 양 사이의 곱셈적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대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

라 예상하였다. 이와 동시에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곱하

는 수와 연산자 분수 

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

라 기대하고 있었다. 이를 학습 목표로 둔 A교사와 E교

사가 작성한 T2-(2) 문항의 답안에 자신들이 구상한 지

도 방법은 문제 상황에 대한 다양한 조작 활동 상황을

제공하고, 대수식을 이끌어 내도록 유도할 것이라 기술하

였다([Fig. 17] 참고). 두 명의 수학교사들은 면담 진행

중 자신의 지도 방법을 A2 문항의 문제 상황에서 주어진

두 미지의 양 사이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이것을

비례식으로 세울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 설명하였다.

A교사와 E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지도 방법을 적용한

대수식 쓰기 수업을 통하여 기준 단위를 설정하여 문제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A2 문제 상황을 막대 그림으로 그려 재욱이네 가족의 후

원금을 기준으로 하여 3등분하고 그것 중 한 조각을 4개

이어붙이는 활동을 통하여 기준 단위를 파악할 수 있도

록 유도하고자 하였다([Fig. 17] 참고). 특히 E교사는 학

생들에게 A2 문항을 지도할 때, 

 


로 변형하

는 조작에 주의 집중하는 학생들에게 

  


×의 조

작 상황을 생각할 수 있도록 A2 문항 지도 방법을 구상

하였다([Fig. 17] 참고).

특히 E교사는 학생들에게 A2 문항을 지도할 때,




  


로 변형하는 조작에 주의 집중하는 학생들

에게 

  


×의 조작 상황을 생각할 수 있도록 A2

문항 지도 방법을 구상하였다([Fig. 17] 참고). 이로부터

수학교사들이 중학생들에게 A2 문항을 지도하기 위하여

구상한 방법에는 A2 문항에서 그들이 주목하였던 수학적

이해인 MC3 수준 행동 양상의 분할 조작과 반복 조작이

투영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A교사와 E교사는 상호적

추론이 요구되는 A2-(3) 문항은 A2-(1) 문항에서 설정하

였던 기준 단위를 변경하는 것을 강조하고 변경된 기준

단위를 조작하여 대수식   

을 세울 수 있도록 지도

하고자 하였다. A교사와 E교사가 작성한 T2-(4) 문항 답

안으로부터 자신들이 구상한 지도 방법을 적용한 수업은

학생들의 문제해결 능력 강화하고, 상호적 추론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또한 가분수인 연산자 분수

를 사용하여 대수식을 나타내어야 하는 대수식 쓰기 문

제를 해결하는 데 양적 상황에서 생각하는 힘을 길러줄

것이라 예상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작성한 대수식 쓰기 문제 지도 방법

에서 공통적인 행동 양상을 보였던 수학교사들을 분류한

다음, 그들이 보였던 주요 특징들을 정리하였다. 정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Table 4] 참고).

Types
Mathematical understandings

reflected on the pedagogical action
Teacher

T1

set up referent unit

part-whole fraction concept

partitioning operation

iterating operation

(MC2 level action)

-

set up referent unit

part-whole fraction concept

partitioning operation

iterating operation

(MC2/MC3 level action)

C

F

set up referent unit

partitioning operation

iterating operation

(MC3 level action)

A

E

T2

set up referent unit

part-whole fraction concept

partitioning operation

iterating operation

(MC2 level action)

-

set up referent unit

part-whole fraction concept

partitioning operation

iterating operation

(MC2/MC3 level action)

C

F

set up referent unit

partitioning operation

iterating operation

(MC3 level action)

A

E

[Table 4] Mathematical understandings reflected on the

pedagogical action of mathematics teachers

이는 1차 면담 결과로부터 대수식 쓰기 문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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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교사들의 수학적 이해를 정리한 표와 유사하다. 뿐만

아니라 T1 문항과 T2 문항의 구상과정에서 드러나는 교

수적 행동에 투영된 수학적 이해의 범주에 해당하는 수

학교사들과 A1 문항과 A2 문항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

타나는 수학적 이해의 범주에 해당하는 수학교사들은 대

응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Table 3], [Table 4] 참고).

그러나 C교사가 작성한 T1 문항과 T2 문항의 답안에

서 드러나는 교수적 행동에 투영된 수학적 이해는 1차

면담에서 확인했던 A1 문항과 A2 문항의 해결과정에서

C교사가 주목하였던 수학적 이해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Table 4] 참고).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등학교 수학교사들이 대수식 쓰

기 문제해결 과정에서 주목하고 있는 수학적 이해와 대

수식 쓰기 문제를 지도하는 방법에서 드러나는 교수적

행동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실험

결과분석을 토대로 내린 결론은 아래와 같다.

첫째, 선행 연구(Choi, 2010; Hackenberg & Lee, 2015;

Hackenberg, 2010, 2014, 2016; Lee & Shin, 2011; Lee,

2017)에 대한 문헌 검토와 대수식 쓰기 문제해결 과정에

서 나타나는 수학교사들의 행동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3-

수준 단위 구조가 내면화되었을 때 확인되는 기준 단위

설정, 분할 조작, 반복 조작을 대수식 쓰기를 위한 KDU

로 판단할 수 있었다. 수학교사의 대수식 쓰기 문제해결

과정에서 특정 수학적 이해의 발현 유무가 그들의 수학

적 이해의 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에 본 연구는 수학교사들이 대수식 쓰기 문제해결 과정

에서 주목하는 수학적 이해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1차 면담을 실시하여 수집한 자료를 분석 결과 대수식

쓰기 문제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학교사들의 행동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의 특징에 따라 분류되었으며,

이로부터 수학교사가 주목하는 수학적 이해는 크게 대수

식 쓰기를 위한 KDU를 중심으로 범주화되었다. 특히 자

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본 연구에 참여한 4명의 연구 참

여자 중 C교사와 F교사가 대수식 쓰기 문제해결 과정에

서 대수식 쓰기를 위한 KDU에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본 연구를 설계하던 초반, 제1저자가 세웠던 ‘예비 교

사와 현직 교사의 교실 수업 경험보다는 대수식 쓰기 문

제해결 과정에서 그들이 주목하는 수학적 이해가 교수적

행동에 더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본 연구의 결과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대수식 쓰기 문제해결 과정에서 수학교사들이 주

목하는 수학적 이해는 그들이 교실 수업 준비 경험에 영

향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면담을 통하여 과거 초등학교

시절의 수학 수업 등과 같은 개인적인 경험에 많은 영향

을 받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대수식 쓰기 문항

의 해결 방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위 조정과 분수

조작 상황 기회를 충분히 가지는 것은 대수식 쓰기를 위

한 KDU를 구성하는 데 핵심적이다.

둘째, 2차 면담을 실시하여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

과로부터 연구 참여자들이 구상한 대수식 쓰기 지도 에

서 확인되는 교수적 행동이 그들이 대수식 쓰기 문항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목하였던 수학적 이해를 투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수학교사의 수학적 이해가 MKT로

구성될 것이라 보는 Gess-Newsome(1999)의 MKT의 변

형적 관점의 한 사례로 들 수 있다. 이는 교사 지식 연구

자들이 변형적 관점으로의 MKT에 관심을 두고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제언하는 대수식 쓰기 지도 방법

(e.g., Choi, 2010; Hackenberg & Lee, 2015; Lee & Shin,

2011; Lee, 2017)과 유사한 지도 방법을 구상한 연구 참

여자들은 대수식 쓰기 문제해결 과정에서 대수식 쓰기를

위한 KDU에 주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그렇

지 않은 지도 방법을 구상하였던 연구 대상자들은 대수

식 쓰기를 위한 KDU에 주목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

다. 이와 같은 연구 분석 결과는 KDU가 수학교사가 가

진 특정 수학 개념의 ‘수학적 이해’로부터 ‘영향력 있는

교수학적 이해’로 변형되기 위한 기저라는 선행 연구(Lee

& Shin, 2015; Lee & Shin, 2011; Silverman &

Thompson, 2008)의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본 연구는 수학교사의 대수식 쓰기를 위한 KDU에 초

점을 두고 진행한 연구이며, 대수 영역을 비롯한 수학 과

목의 여러 영역에서 수학교사의 KDU에 대한 후속 연구

가 실행되길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수학적 이해가 실제 영향력 있는 교수적 행동의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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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과정은 교사의 지식 형성과정으로 볼 수 있다. 교사

의 지식 형성과정은 한 인지 주체의 지식 형성과정으로

기존 지식에 기반한 반성 활동을 거쳐 더 높은 수준으로

재구성된다. 특히 수학교사가 구성한 특정 수학 개념의

KDU는 그들이 가진 ‘잠재적인 교수학적 이해’가 실제 학

생들에게 수학 개념을 지도함으로써 작용되는 ‘영향력 있

는 교수학적 이해’로 구성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

이다. 이에 KDU가 예비 교사의 ‘수학적 이해’가 ‘영향력

있는 교수학적 이해’로 변형되도록 돕는 예비 교사교육

커리큘럼 개발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수 교수 학습 상황에서 교사가 학생들이 수

학적 개념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KDU의 발달을 돕는 과

제를 선택하고 수행하면서, 반영적 추상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교수 방법 설계의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수학교사들에게 대수식 쓰기

의 교수 학습 지도를 위한 참고 자료의 역할, 수학교사의

대수식 쓰기 지도 방법에서 드러나는 교수적 행동을 반

성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결하는 대수 학습

을 위한 교재 개발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학습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

는 KDU를 MKT의 출발점으로 고려하는 것은 변형적 관

점의 MKT 연구의 발전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재

KDU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본 연구도

소수의 수학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이며, 교수적 행

동을 교사들의 ‘구상’에만 집중하여 탐색하였다는 점은 연

구 결과로부터 얻은 결론을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

다. 이에 수학교사의 KDU와 관련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

구되는 바이다. 아울러 대수 영역뿐만 아니라 함수 영역,

기하 영역, 통계 영역 등 수학 과목의 여러 영역에서 수

학교사의 KDU를 규명하고, 교사 지식으로서 KDU가 실

제 영향력 있는 교수학적 이해로 변형되는 과정에 대하

여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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