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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청해력 유형에 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 조사 연구
*

김리나(서울목운초등학교, 교사)

수학 수업에서 사용하는 음성 언어에는 비교적 짧은 문

장에 많은 수학적 개념과 원리가 함축적으로 들어있을뿐

더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기호와 수학 용어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수학 수업에서 학생들은 일반적인

듣기와 달리 자신이 알고 있는 수학적․언어적 지식을 통

합하여 음성 언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듣기 능력이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듣기와 구분하여 수학적 내용

이 포함된 음성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을 수학 청해력이라

지칭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초등학교 학습자의 수학 청해

력 유형을 구체화하고 그중 초등학교 교사가 수학 학습과

관련하여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유형을 조사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수학 청해력 유형을

발견하며 듣기, 해석하며 듣기, 평가하며 듣기, 선택적으로

듣기, 듣는 척하기, 무시하기의 여섯 가지 형태로 구분하

였다. 초등학교 교사 412명의 설문, 추가 20명과의 면담

결과를 분석한 통합연구 조사 결과 초등학교 교사들은 수

학 청해력 여섯 가지 유형 중 해석하며 듣기를 가장 적절

한 듣기 유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

는 학생들의 수학 청해력 실태 조사와 교사의 수학 청해

력의 지도 방법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I. 서론

수학 학습을 위해서는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를

모두 포함한 언어의 충분한 발달이 선행되어야 한다

(O’Mara, 1981). 특히 학습을 위한 듣기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적극적인 시도를 의미한

다(Hoyles, 1985). 이처럼 일반적인 듣기와 학습에서의

듣기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학교육 연구자들

과 수학 교사들은 학생들이 학습을 위한 듣기 방법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Campbell, 2011).

이로 인해 수학 학습과 관련한 읽기, 말하기, 쓰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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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비교해 듣기와 관련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주목받

지 못하고 있다(Hintz, 2011).

수학 수업 시간에 교사의 설명에는 비교적 짧은 문

장에 많은 수학적 개념과 원리가 함축적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기호와 수

학 용어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듣기 능력으로

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O’Mara, 1981). 실제로

Jansen(2020)은 1994년 Brent와 Anderson이 수학 수업

에 참여한 학생 중 약 25% 정도만 교사의 설명을 이

해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이래 현재까지 학생들의

듣기 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는 근

거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Campbell(2011) 역시 수학 수

업을 제대로 듣고 있는 학생은 한 교실의 절반 이하라

고 주장한 바 있다. 수학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듣기 능력은 알고 있는 수학적 지식과 언어적 지식을

통합하여 수학 시간에 사용하는 음성 언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Hintz,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

학 시간에 수학적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일반

적인 듣기와 구분하기 위해 수학 청해력이라 지칭한다.

수학 교실에서 교사들이 핵심적인 수학의 개념과

원리를 주로 음성 언어를 활용하여 설명하는 점을 고

려할 때, 학생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학생들의 수학 학업 성취도 저하

에 영향을 줄 수 있다(Robertson, 2005). 특히 수학 학

습의 기초와 기본 학습 태도를 형성하는 초등학교 학

생들의 수학 청해력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지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수학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Rankin, 1928; Mason, 2020).

그러나 학생들의 수학 청해력과 관련한 연구는 부

족하다(Allen, 2013; Mason, 2020). 특히 초등학교 학생

들을 대상으로 수학 청해력을 조사한 국내 선행연구들

은 찾아보기 어렵다. 초등학교 수학 수업 중 학습자의

듣기를 언급한 연구의 대부분은 듣기 능력 자체보다

듣기와 말하기를 통합한 학생들의 수학적 의사소통 능

력 향상방안에 집중하고 있다(예. 방정숙, 김윤영, 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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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2022). 수학적 의사소통은 듣기 능력을 포함한다.

그러나 수학적 의사소통은 대화의 맥락, 상대방의 몸

짓이나 표정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복합적으로 활용하

기 때문에 듣기 이외에도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다

(Beard & Bodie. 2014). 따라서 수학 시간에 교사는

듣기 능력과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구분하여 지도해

야 한다(Allen, 2013).

학생들의 수학 청해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선행되어

야 할 것은 수학 청해력이 무엇인지를 구체화하는 것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수학

청해력의 유형을 분석하고, 다양한 유형 중 초등학교

수학 수업에 적합한 수학 청해력의 형태는 무엇인지를

조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수학 청해력에 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

을 조사하였다. 효과적인 교육 방법 혹은 학습 형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수학 수업을 진행하거나 학생들

을 지도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Stols, Ono &

Rogan, 2015). 또한 교사들의 인식은 교육 방법을 구

체화하는데 주요한 결정 요인으로, 교실 수업과 관련

한 분석에서 교사의 인식 조사는 우선하여 고려되어야

한다(Borko & Putnam, 1996). 초등학교 교사들이 수

학 수업 시간에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학생들의 수학

청해력 유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수학 수업

시간에 수학 청해력 지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학

생들은 실제 이러한 수학 청해력 유형을 사용하여 수

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수학 청해력과 관련한 교사 인

식에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수학

청해력 연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수학 청해력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부족할뿐더러 많

은 기존의 연구들은 수학 청해력을 수학적 의사소통의

한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수학적 의사소통

연구에서 수학 청해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분석

하는 것은 수학 청해력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수학적 의사소통 연구와 수학 청해력

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이 장에서는 학습에서의 듣기와 수학 청해력 유

형을 구분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초등학

교 교사의 수학 청해력 인식 조사에 활용할 수학 청해

력 유형을 구체화한 내용을 제시한다.

1. 수학적 의사소통과 수학 청해력

본 연구는 사회문화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Vygotsky, 1987, 1934). 사회문화이론은 교수학습과정

을 사회적 과정으로 이해한다(Wertsch, 1991). 학습자

의 학습은 수학 교실이라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수학

적 의사소통을 의미하는 사회·문화적 활동을 통해 교

사 및 다른 학생들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이루어진다

(Forman, 2003). 사회문화적 관점에서는 학습이 사회

적 과정이라는 주장과 더불어 공동체 활동으로 형성되

는 수학적 추론이 학생들의 수학적 지식 발달의 중심

이라는 가정을 토대로 수학적 의사소통 방식에 집중한

다(Sfard, 2008).

수학적 의사소통은 학생과 교사, 혹은 학생과 학생

들이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

는다. 수학 학습을 위한 공동체를 발전시키기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을 듣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즉, 사회문화적 관점을 토대로 한 수학적 의사소통 과

정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말하는 활동과 듣는 활동이

동등한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중요성

에도 불구하고 교육 연구에서 청해력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Haroutunian-Gordon & Waks, 2010). 다만

수학적 의사소통과 관련한 연구에서 수학 청해력에 관

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수학적 의사소통은 정보의 선택, 방식의 선택, 이해

의 선택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Luhmann,

1992). 수학적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화자는 전달할 정

보와 그 전달 방식을 선택하는 반면, 청취자는 그 내

용을 이해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처해있다. 전달하

는 정보 또는 그 방식이 명확하지 않았을 때 청취자는

그 내용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듣고 이해한다는 것은 청취자가 어떤 이해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Luhmann, 1992). 수학적 의사

소통에 관한 연구 중 학생들의 듣기 능력을 언급한 연

구들 역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듣고 이해하려는 태도

가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고 주장한

다(Cornelius & Herrenkohl, 2004; Hintz, 2013;

Hoyles, 1985; Hufferd-Akles et al., 2004; McCr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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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수학적 의사소통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상호 간

의 대화 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예:

Resnick, Michaels & O'Connor, 2010). 반면 듣기 연

구는 개인의 언어 반응에 집중한다(Fiumara, 1990). 이

러한 차이점을 바탕으로 수학 청해력에 관한 연구는

수학적 의사소통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예를 들어, 수학 청해력 연구를 통해 수학

적 의사소통 과정에서 적절한 응답을 위한 듣기란 무

엇을 의미하는지, 이를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와 같

이 수학적 의사소통 지도 전 우선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Campbell(2011)은 학교 수업에서 의사소통 방법이 아

닌 듣기 자체를 별도로 지도할 때 학습 태도뿐 아니라

학업의 성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될 수 있다

고 주장한 바 있다.

2. 수학 청해력과 관련한 선행연구 분석

수학 수업 과정에서 학생들의 청해력을 개념화하고

분석한 연구는 극소수이다(Hintz & Tyson, 2015). 수

학 수업과 관련한 듣기와 관련한 국내 연구 역시 부족

한 실정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수학 수업뿐 아니라

일반적인 듣기 능력을 분석한 기존 논문들의 분석 결

과를 함께 제시한다.

가. 듣기 능력의 유형 분석

이 장에서 조사한 선행연구들은 국외 연구가 주를

이룬다. 국내 선행 연구가 부족하여 충분한 자료를 분

석하기 어렵다는 점, Kulm과 Li(2009)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국외 연구는 국내 연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국내 연구 흐름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

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국외 연구들이 정의한 수학 청

해력을 한국 초등학교 수학 교실에 대한 이해 없이 이

를 바로 반영할 수는 없다. 국가 간 사회적, 문화적 차

이는 수학 교실 운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나

라의 연구 결과를 활용 또는 적용할 때는 면밀한 검토

가 필요하기 때문이다(Delaney et al.,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학

청해력 유형에 관한 초등학교 교사 인식 조사를 하였

다. 인식 조사와 관련한 혼합연구 분석 결과는 다음

장에 제시한다.

듣기 능력과 관련한 국외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학

습에의 듣기의 유형을 계층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듣

기와 관련한 선행연구 중 가장 자주 언급되는

Covey(1989)는 수업에서의 듣기를 무시하기, 듣는 척

하기, 선택적 듣기, 집중하여 듣기, 공감하며 듣기라는

다섯 가지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Covey(1989)는 수학

수업이 아닌 일반적인 듣기 유형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Hintz(2011)는 Covey(1989)의 연구 결과

를 토대로 수학 수업에서 학생들의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 방법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 무시하기

무시하기는 청취자가 전혀 듣지 않는 상태를 나타

낸다. 이와 같은 듣기를 할 때 청취자는 발화자를 응

시하지 않거나 딴짓을 하고, 발화자의 주의를 끌지 않

으려고 하는 신체적 특징을 나타낸다.

· 듣는 척하기

듣는 척하기는 무시하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신체적

특징을 청취자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

이거나 발화자의 눈을 바라보는 등 듣고 있음을 나타

내는 신체적 반응을 보이지만 정신은 다른 것에 집중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발화자가 불시에 들은 내용을

말하도록 요구하거나 말한 내용과 관련한 질문을 할

때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 듣는 척하기일 경우가 많다.

· 선택적 듣기

선택적 듣기는 듣는 척하기와 같이 청취자 발화자

를 향해 듣고 있다는 신체적 반응을 보이지만, 발화

내용 중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듣는 경우를 의미한다.

주로 다른 생각을 하다가 관심있는 주제가 나오면 집

중해서 그 부분만 듣는 듣기 유형이다. 듣는 척하기와

같게 들은 내용에 대해 갑자기 질문을 할 때 대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 집중하여 듣기

집중하여 듣기는 청취자가 주의를 기울여 듣는 경

우를 나타낸다. 발화자와 눈을 맞추거나 고개를 끄덕

이는 등 적절한 신체적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집중하여 들을 때에는 청취자가 우선 듣고 싶어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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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지를 바탕으로 청취자

는 산만한 느낌 없이 집중하여 내용을 듣는다.

집중하며 듣기의 특징은 청취자가 발화자의 음성

언어뿐 아니라 손짓이나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인 의사

소통의 의미를 알아차리기 위해 노력하고, 동시에 이

러한 정보들을 음성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 활용

한다는 점이다.

· 공감하며 듣기

공감하여 듣기의 경우 청취자는 집중하면서 내용을

들을 뿐 아니라 들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발화자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바라본 시각으로

주제를 바라보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발화자가

말하는 주제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지,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듣는 사람이 무엇

을 깨닫기를 원하는지를 공감하기 위해 노력한다.

Covey(1989)의 연구 외에도 다양한 연구자들이 듣기

유형을 세분화하였다. 예를 들어, Burley-Allen(1995)은

듣기를 가끔 듣기, 듣는 척하기, 공감하며 듣기로 분류

한 바 있다. 그러나 Burley-Allen(1995)의 분류를 포함

한 후속 연구의 듣기 유형 분류는 Covey(1989)의 다섯

가지 분류와 유사하다(Pehkonen & Ejesbo, 2005). 이

에 본 연구는 Covey(1989)의 듣기 유형을 기초로 수학

청해력 유형을 1차 도출하였다.

나. 수학 청해력과 관련한 선행연구 분석

수학 수업 중 학생들의 듣기 과정을 분석하여 수학

청해력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Allen, 2013).

이는 학생들의 듣기 과정을 관찰하거나 학생들의 사고

과정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

문이다. 다만 교사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는 방식은

학생들의 수학 청해력을 연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

다(Hintz et al., 2015). 교사는 듣는 과정에 대해 스스

로 객관화하여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며, 교사

가 자신이 학생들의 음성 언어를 수학적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그대로 학생들에게 요구하기 때문이다(Davis,

1996). Hintz 외(2015)는 교사의 수학 청해력 유형화한

Davis(1996, 1997)의 연구를 토대로 학생들의 수학 청

해력을 분석한 바 있다.

교사의 수학 청해력과 관련하여 Davis(1996)는 수학

수업을 해석하는 방법이자 수학 교수법을 변화시키기

위한 출발점으로 교사의 청해력에 주목했다. 효과적인

수학 수업을 위해서는 교사의 청해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Davis(1997)는 수학 교사가

학생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방식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교사의 청해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평가하며 듣기

평가하며 듣기는 수학적 의사소통에 필요한 최소한

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지만, 비판적인 사고 과정을

포함하지 않는 표면적 듣기를 의미한다(Davis, 1996,

1997). 평가하며 듣기는 이해를 수반하지 않는다. 평가

하며 듣기는 발화자가 특정한 답을 염두에 두고 질문

할 때 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교사가 "


더하기




은 얼마일까요?"라고 묻는 수업 상황을 떠올려보자.

학생들이 


라고 답했을 때, 교사는 “맞았습니다. 몇

명이나 답을 맞혔나요?”라고 응답하는 것은 흔한 수업

상황이다. 그러나 이때 듣기의 목적은 평가하는 것으

로 제한되어 있다. 교사는 답을 말하지 못한 학생의

생각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답을 한 학생들을

방치하는 우려를 범할 수 있다. 교사와 학생들이 수학

수업 시간에 평가하며 듣기만을 사용할 때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 능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Davis, 1996, 1997).

· 해석하며 듣기

해석하며 듣기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듣기의 유형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적

절히 반응할 기회를 제공한다(Davis, 1996, 1997)). 평

가하며 듣기가 특정한 답을 찾기 위해 사용하는 듣기

방법이지만, 해석하며 듣기는 상대방의 말 자체를 이

해하고 이에 적절히 반응하고자 하는 노력에 초점을

맞춘다. 이해하며 듣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방금 이야기한 것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주시겠어

요?”와 같이 말한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응답

을 많이 한다(Davis, 1996, 1997).

수학적 의사소통 과정에서 해석하며 듣기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중요하다, 해석하며 듣는 것은 교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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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

다. 특히 학생들이 해석하며 듣는 경우 학생들은 자신

이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새로이 들은 내용을 더해

수학 문제 풀이 전략을 수정하거나 수학 개념과 원리

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Hintz, 2011). 교사로서

해석하며 듣기는 학생들이 어떻게 수학을 이해하는지

알아볼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정보는 수업을 발전

시키는데 필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Jacobs, Lamb

& Phillip, 2010).

· 발견하며 듣기

발견하며 듣기는 수학적 의사소통 과정에서 사고

과정을 공유할 때 나타난다(Davis, 1996, 1997). 참여하

며 듣기는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노력할 때 나타난다. 이러

한 듣기 형태가 사용되는 수학적 의사소통 과정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역할이 구분되지 않는다. 발견하며 듣

기에서는 학생들의 수학 개념 내면화가 일어난다

(Davis, 1997).

수학적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견하며 듣기는 토론하

고 있는 수학 주제에 대한 피상적 이해가 아닌, 깊이

있는 탐구의 기회를 제공한다(Davis, 1997). 발견하며

듣기는 교사나 학생의 상호작용에서 모든 사람이 서로

듣고 응답할 동등한 기회가 보장될 때 발생한다

(Barron, 2000). 예를 들어, 교사가 "이 방법이 항상 옳

은 방법일까요?",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해보세요."라

는 등의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는 누구

나 동등하게 말할 기회가 있다. 발견하며 듣기가 일어

나는 수학 수업에서는 교사가 수업을 이끄는 것이 아

니라 교사와 학생 모두 수학적 의사소통에 있어 같은

주도권을 가진다.

수학 수업에서 교사 또는 학생이 이 세 가지 듣기

유형 중 하나의 방법만을 지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

니다(Davis, 1996, 1997). 교사와 학생들은 두 가지 이

상의 듣기 방법을 수학 수업 중에 사용할 수 있다. 혹

은 하나의 듣기 방법이 다른 듣기 방법으로 이어질 수

도 있다.

3. 수학 청해력의 유형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사가 학습자의 수학 청

해력에 대한 인식하는 방식은 학습자의 수학 청해력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사들

이 학습자의 수학 청해력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해하

기 설문 문항 개발을 위해 일반적 듣기 유형을 분류한

Covey(1989), 수학 교실에서의 듣기 능력을 구분한

Davis(1996)의 연구를 통합하여 수학 청해력 유형을

[그림 1]과 같이 분류하였다.

[그림 1] 수학 청해력 유형 분석

Covey(1989)는 듣기 능력을 하위 능력부터 상위 능

력까지 계층적으로 제시했지만, Davis(1996)는 집중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상위 듣기 능력만을 세분화하였다.

Covey(1989)는 집중하며 듣기 단계부터 효과적인 듣

기, 즉 상위 듣기 능력이 시작된다고 언급하였다. 따라

서 Covey(1989)가 상위 듣기 능력으로 지적한 공감 하

며 듣기와 집중하며 듣기를 Davis(1996)의 분류를 활

용하여 다시 세분화하였다. 평가하며 듣기는 선택적으

로 듣는 것과는 다르다. 선택적으로 듣기는 단순히 상

대방의 음성 언어 중 자신의 관심사만을 듣고 이해하

는 목적이지만 평가하며 듣기는 이해를 넘어 발화 내

용이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인지 활동이 요구된다

(Davi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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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Covey(1989)의 듣기 능력 유형

을 기본 틀로 설정하되 상위 듣기 능력인 집중하며 듣

기와 공감하며 듣기를 수학 수업과 관련한

Davis(1996)의 듣기 능력 항목으로 교체하여 수학 청

해력 유형을 구체화하였다. Davis(1996)가 제시한 발견

하며 듣기, 해석하며 듣기, 평가하며 듣기 모두 음성

언어에 대한 집중 또는 공감이 필요한 듣기 유형이기

때문이다(Davis, 1997).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수학 청해력과 관련한 광범

위한 조사 연구 중 수학 청해력 유형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 조사 결과를 제시한다. 본 연구의 혼합연

구 방법과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혼합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2021년 5

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년 동안 자료를 수집, 분석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양적연구를 위한 웹 기반 설문

조사와 질적 연구를 위한 연구 참여자 면담을 시행하

였다. 혼합연구 방법론은 모집단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에 도움을 준다(Towne & Shavelson, 2002). 혼합연구

방법은 한 가지 연구 방법을 적용했을 경우보다 연구

문제에 대해 더 광범위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

이다(Johnson & Onwuegbuzie, 2004).

가.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초등학교 교사를 모집단으

로 설정하였으나,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서울에서

근무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임용과 배치는 정부에 의해 관

리되고 있으므로 학교의 위치는 연구 참여자의 차이를

초래하지 못한다고 가정하였다. 웹 기반 설문조사는

연구자가 각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장 승인 후 학교별

로 사용되는 교내용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들에

게 배포하였다.

전국 초등학교 교원 수는 191,224이며, 이 중

28,219(약 14.75%)명이 서울에 근무하고 있다(한국교육

개발원, 2022). 본 연구에서 초등교사 1,302명을 대상으

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그중 412명의 초등교사

가 응답하여 약 31%의 응답률을 보였다. Pan(2010)에

따르면, 온라인 설문을 포함한 설문 조사의 평균 응답

률은 약 26%이다. 설문 참여자에 관한 통계 정보는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412명의 초등학교 교사들

이 설문 조사에 응답했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문항에

따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응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었

다. 따라서 [표 1]의 전체 응답 수는 문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성별
계

남 여

교직

경력

0-5년 32 121 153

6-10년 17 76 93

11-15년 13 55 68

16-20년 9 37 46

21년 이상 6 43 49

계* 77 332 409

자격

1급 41 213 254

2급 36 119 155

계* 77 332 409

학위

**

학사 68 307 375

석사 8 21 29

박사 1 0 1

계* 77 328 405

* 모든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교사로 인해 전체 참여자의
수와 상이할 수 있다.

** 석사와 박사는 초등수학교육 관련 학위자를 의미한다.

[표 1] 설문 조사 연구 참여자의 통계 정보

본 연구에서는 설문 응답자 412명과 별도로 20명의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시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설문 첫 문항에서 면담 참여 희망 여부를 선

택할 수 있었다. 면담에 희망한 교사는 학교명, 성명,

연락처를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별도로 입력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설문과 면담을 시행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는 면담 직후 폐기하

였다. 본 연구에서 설문 조사 참여 교사 중 면담 참여

자를 추가로 선정하지 않은 이유는 설문 참여자의 익

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 참

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 학교명과 같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수합하지 않았다.

총 47명의 면담 희망자 중 개인적이니 이유로 면담



수학 청해력 유형에 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 조사 연구 349

신청을 철회한 27명을 제외한 20명의 면담 참여 연구

참여자의 통계 정보는 [표 2]와 같다.

성별
계

남 여

교직

경력

0-5년 2 3 5

6-10년 1 5 6

11-15년 1 4 5

16-20년 1 2 3

21년 이상 0 1 1

계 5 15 20

자격

1급 3 12 15

2급 2 3 5

계 5 15 20

학위*

학사 3 9 12

석사 2 6 8

박사 0 0 0

계 5 15 20
* 석사와 박사는 초등수학교육 관련 학위자를 의미한다.

[표 2] 면담 조사 연구 참여자의 통계 정보

면담 참여자는 희망자 중 선정한 것으로 본 연구의

면담 내용은 설문 조사 내용을 해석하는 데 있어 대표

성을 나타낸다고 가정하기 어렵다. 다만 설문 조사 결

과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응답을 한 참여자의 응답 근거

를 분석하는 과정은 설문 조사를 이해하고, 이를 해석

하여 후속 연구를 계획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시사점

을 제공할 수 있다(Gresham, 2021).

나. 설문 조사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학 수업 청해력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 중 교사의 수학 청해력 인식과 관

련한 일부분의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한다. 학생

들의 수학 수업 청해력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에서는

설문 참여자에게 연구 참여자의 통계 정보, 수학 수업

청해력에 대한 인식, 학생들의 수학 수업 청해력 평가

등 크게 3개 분야로 세분된 20개 항목으로 구성된 웹

기반 설문 문항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수학 학습 청해력과 관련한 항목들을 서열화하도록 요

구했던 설문 문항과 관련한 내용과 그 분석 결과를 제

공한다. Albert, Kim과 Kwon(2014)은 대규모 설문 조

사 연구에서 특정 문항을 추출하여 분석하는 것은 유

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 문항의 수는 중요하지 않다(Albert et al., 2014) 설

문 내용 중 본 연구와 관련한 문항은 [별첨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수학 청해력

의 유형을 발견하며 듣기, 해석하며 듣기, 평가하며 듣

기, 선택적으로 듣기, 듣는 척하기, 무시하기라는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수학 청해력 유형은 초등

학교 교사의 수학 청해력 인식 조사를 위한 설문 문항

개발에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수학 청해력 유

형 여섯 가지와 그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 후 학생들이

수학 수업에서 잘 듣고 있다는 것을 가장 적절하게 설

명하는 유형을 1번으로 하여 차례대로 번호를 표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설문 문항 개발 시 문항 개발자의

의도가 개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듣기 유형에 대한 설명 중 일부분을 추출하여 듣기 유

형을 설명하였다. 또한 설문 문항에서 사용한 문구가

선행 연구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설문 참

여자가 문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초등수학교육을 전공한 교수 1인, 초등수학교육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현직 초등학교 교사 5인이 검토한

후 문항을 확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21년 5월에 10명의 초등학교 교사

를 표본으로 한 사전 검사를 통해 설문지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0.8이다. 신뢰도 검

사에 참여한 10명의 교사와는 별도로 10명의 초등학교

교사를 선정하여 응답자들이 지시와 질문을 이해했는

지, 그리고 질문의 의미가 모든 응답자에게 같은지 확

인하는 면담 과정을 진행하였다.

2021년 6월과 8월 사이 무작위로 선정된 서울특별

시 내 30개 초등학교 학교 네트워킹 시스템을 통해

1,109명의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웹 기반 설문지 링크

가 전송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연구자와 응답자 간의 사전 접촉은 없

었다.

다. 면담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수학 청해력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수학 수업에서 수학 청해

력 유형을 가장 적절한 순으로 나열한 이유가 무엇인

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설문에 참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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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교사 20명을 별도로 선정하여 면담을 시행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교사는 설문 조사에서 사용한 같은 설

문지에 응답하였으며, 응답 결과를 토대로 구조화된

면담을 하였다. 면담 문항은 [별첨 2]와 같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교사들이 수학 교실에

서 가장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수학 청해력 유형을 파

악하는 데 있다. 이 장에서는 412명의 참여자를 대상

으로 한 설문 결과 분석에 사용하는 절차와 20명의 면

담 분석과정을 제공한다.

가. 통계 분석

연구 참여자들이 순위를 매긴 자료를 분석하기 위

해 본 연구에서는 Huynh-Feldt Corrections를 적용한

무작위 블록 디자인 분산 분석(Randomized block

design ANOVA)을 적용하였다. 무작위 블록 디자인

분산 분석은 연구자가 항목의 평균치 사이에 발생하는

차이가 우연적인 결과인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인지를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Shavelson, 1988). 자

료 검증 결과 독립/의존 변수 수준, 정규 분포 가정,

이상점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무작위 블록 디자인

분산 분석의 가정을 만족시켰다. 또한 구형도 가정의

만족을 고려하여 Huynh-Feldt Corrections을 적용하였

다.

무작위 블록 디자인 분산 분석은 전체 데이터를 중

심으로 항목 간에 유의미한 차이의 여부를 판단할 뿐

정확히 어느 항목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발생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차

이가 존재하는 항목을 찾기 위해 Bonfferroni

Corrections를 사용한 Tukey’s HSD Tests를 적용한

사후 검정을 시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

여자가 선택한 순위를 점수로 변환하여 선택의 적절성

을 표시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 분석 과정에서는

SPSS(SPSS Statistics 2.0)를 사용하였으며, 모든 분석

결과는 유의수준 0.05에서 나타났다(a=0.05).

나. 설문 분석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수학 청해력과 관련하여

교사 개인의 의견 차이를 분석하기보다는 설문 결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면담을 하였다. 이에 면

담자료는 학습자의 수학 청해력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도출하기보다는 통계 분석 결과를 이해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면담자의 의

견을 유사 사례로 분석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양

적연구 자료 이해를 위한 소규모의 설문 조사 분석의

경우 유사 의견을 수합하는 것만으로도 자료 분석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Gresham, 2021).

본 연구에서는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면담자료

를 줄별로 코딩하였다. 면담자료 분석 초기 단계에서

내용을 문서화 하는 것은 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Charmaz, 2000). 이후 연구자, 초등수학교

육을 전공한 교수 1인, 초등수학교육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현직 초등학교 교사 5인을 포함한 총 7인이 면담

내용 중 동일 의견을 나타낸 문장을 범주화하였다. 평

정자 간 일치도 통계치()는 0.91이다.

Ⅳ. 분석 결과

이 장에서는 설문 및 면담자료 분석 결과를 제시한

다. 설문 결과의 통계 분석을 통해 초등학교 교사들은

적절하게 인식하는 학생들의 수학 청해력 유형, 면담

자료를 이용한 통계 분석 결과의 해석이 제시된다.

1. 통계 분석 결과

Huynh-Feldt Corrections를 적용한 무작위 블록 디

자인 분석 결과 초등학교 교사들이 수학 청해력 유형

에 대해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순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F(6.562,

1991.280) = 219.348, P < 0.001). Bonfferroni

Corrections를 사용한 사후 테스트에서는 모든 비교 분

석 결과가 a =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 결과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의 수학 청해

력의 유형별로 적절성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르

게 인식하고 있었다(a=0.05).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사가 인식하는 수학 청해력 유형의 순위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시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이 역피라미

드 모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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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수학 청해력의 계층 구조

유형(I) 비교 유형(J) 평균 차이 (I-J) 표준오차 유의수준

듣는 척하기

(2.348*, .105**)

평가하며 듣기 -3.628 .161 .000

선택적 듣기 -.668 .142 .000

무시하기 .684 .179 .000

해석하며 듣기 -4.668 .151 .000

발견하며 듣기

(4.739*, .122**)
-2.382 .194 .000

평가하며 듣기

(5.986*, .101**)

선택적 듣기 2.961 .153 .000

무시하기 4.313 .170 .000

해석하며 듣기 -1.039 .149 .000

발견하며 듣기 1.247 .183 .001

선택적 듣기

(3.025*, .091**)

무시하기 1.352 .154 .000

해석하며 듣기 -4.000 .141 .000

발견하며 듣기 -1.714 .184 .000

무시하기(1.673*,

.096**)

해석하며 듣기 -5.352 .152 .000

발견하며 듣기 -3.066 .167 .002

해석하며 듣기

(7.025*, .082**)
발견하며 듣기 2.286 .171 .000

N=412, * 각 유형의 평균 **표준오차

[표 3] 통계 분석 결과

[그림 2]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초등학교 교사들은

해석하며 듣기를 수학 청해력의 가장 적합한 유형으로

생각했다. 반면 무시하기는 가장 초등학교 수학 수업

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유형으로 표시하였다. 본 연

구의 수학 청해력 유형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

되었다. 그러나 국외의 연구들이 발견하며 듣기를 가

장 적합한 수학 청해력 유형으로 가정했지만(예.

Davis, 1997; Hintz et al., 2015), 한국 초등학교 교사

들은 해석하며 듣기를 가장 적절한 유형으로 손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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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유형 근거

1
해석하며

듣기

·교사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들어야 수업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확

실히 알 수 있다. (15) *

·교사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면 수학을 잘할 수 없다. (11)

2
평가하며

듣기

·수업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답이 옳은지 틀리는지를 판단하며 들을 수 있

다. (14)

·교사의 말을 설명을 잘 듣지 않으면 평가하며 듣기를 할 수 없다. (13)

3
발견하며

듣기

·발견하며 듣는 것은 수학 학습에서 중요한 측면으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

은 이상적이지만, 초등학교 수학 수업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에서 벗어난 내용을

말하는 경우 수업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15)

·이상적으로는 좋은 듣기이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경우 제시간에 수업을 마무

리하기 어렵다. (10)

4
선택적으로

듣기

·선택적으로 듣는 경우 흥미 있는 활동만 참여하고 그렇지 않은 활동은 하지 않기

때문에 수업을 제대로 잘 듣고 이해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16)

·좋아하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들으면 교사의 설명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15)

5
듣는

척하기

·듣는 척하는 학생들은 수업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16)

·듣는 척하는 학생은 수업을 듣고 있다고 간주할 수 없다. (15)

6 무시하기 ·수업을 전혀 듣지 않는 경우이다. (17)
* ()의 숫자는 유사한 근거를 제시한 응답자의 수를 나타낸다.

[표 4] 면담 조사 결과

2. 면담자료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사 412명의 설문 응답

결과를 통해 초등학교 교사들이 수학 청해력의 유형의

순위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순위의 차이

는 어디서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선행연구와 달리 왜

한국 초등학교 교사들은 해석하며 듣기를 수학 청해력

의 가장 적절한 유형으로 여기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사

20명과 추가 면담을 시행했다. 면담은 수학 청해력 유

형의 순위를 정한 근거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장에서는 면담자료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면담에 참여한 20명의 교사 중 17명은 적절한 수학

청해력 유형에 대해 [그림 2]와 같은 순위를 표시하였

다. 나머지 3명 중 2명의 교사는 평가하며 듣기와 발

견하며 듣기의 순서만 바꾸어 표기하였으며, 1명의 교

사는 발견하며 듣기와 해석하며 듣기의 순서만 바꾸어

나타냈다. 앞서 언급했듯이, 면담은 교사들 사이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기보다는 설문 결과를 심층적으로 이해하

기 위해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 분석

결과와 같은 방식으로 지식의 수학 청해력 유형의 순위

를 매긴 17명의 참가자의 면담 결과만을 제시한다. 면

담 결과는 서술적인 방식으로 제시하며, [표 4]는 교사

들이 순위를 나타낸 근거를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표 4]는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의 반수 이상이 공통

으로 제시한 학습자의 수학 청해력 유형의 순위를 정

한 이유를 나타내고 있다. 교사들은 해석하며 듣기를

가장 적절한 수학 청해력 유형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

해 교사의 설명을 잘 이해하는 것이 수학을 잘하는 가

장 첫걸음이라는 공통된 의견을 나타내었다. 반면 무

시하기는 수업을 전혀 듣지 않는 듣기 유형이라는 의

견이 공통적이었다.

[표 4]와 달리 평가하며 듣기와 발견하며 듣기를 가

장 적절한 수학 수업 듣기 유형으로 선정한 교사 1인

은 자기 생각을 적극적으로 수학 수업 시간에 표현하

려고 노력할 때 학생들은 수학 개념을 정확히 이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단순히 듣고 아는 것이 아닌 이

를 활용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정확히 수학 개념을 알

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발견하며 듣기가 아닌 해석하

며 듣기를 가장 적절한 듣기 유형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이 수업과 관련 없거나 심화 내용을 이

야기할 때 적절한 대응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선호하

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였다. 또한 1명의 교사는 발견

하며 듣기와 해석하며 듣기의 순서를 바꾸어 표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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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교사는 제대로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

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듣고 자신의 의

견을 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Ⅴ. 논의 및 시사점

지금까지 수학 수업 중 학생의 수학적 의사소통 능

력을 강조해왔던 것에 비해 수학 청해력의 중요성은

간과됐다. 효과적인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은 수업 시

간에 지도되어야 하는 기술이고, 학생들은 이를 연습

해야 하며 듣기는 이 기술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Feyten, 1991). 그러나 수학 수업 중 듣고 이해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을 지도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는 찾

아보기 힘들다(Campbell, 2011).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사 412명의 설문 조사

자료, 20명과의 면담 내용을 분석하여 교사들이 학습

자의 수학 청해력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분석하

였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시사점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설문 조사 결과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이 수학 수업을 잘 듣는 것과 관련하여 특정한

듣기 유형이 존재한다고 인식하였다. 학생들의 듣기는

객관적으로 관찰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그동안 그

특징이나 유형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였다(Rashidova,

2019). 본 연구는 의사소통의 한 측면으로 듣기를 간주

하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선행연구 자료 분석을 통해

학생들의 수학 수업 듣기 유형을 구분하고 통합연구

방법을 이용해 듣기 유형의 차이 존재 여부를 조사하

였다. 분석 결과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의 수학 수

업 듣기 유형의 차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특별히 적

절하다고 생각하는 듣기 유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초등학교 수학교육과 관련한

후속 연구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동

안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학교육 목표 도달을 위해 다

양한 교수 방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됐다. 그러나 선행

연구 분석에서 밝혔듯 학생들의 듣기 유형과 관련한

조사 또는 그 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초등학교 교사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듣기 유형을

구체화한 본 연구는 학생들의 수학 수업 듣기와 관련

한 실태 조사, 학생들의 수학 수업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 방법 개발 연구 등 초등학생의 수학 수업

듣기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초등학교 교사의 수학

수업 실태 분석과 지도 방안 개선의 근거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듣기 유형은 교사들

이 적절하다고 인식한 유형에 따라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지와 관련한 실태 조사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 교사들이 학생들이 수학 수업을 잘 듣지

않을 때 어떠한 지도 방법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학생

들이 수학 수업을 잘 듣도록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와 관련한 교수 방법을 조사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

다. 또한 학생들이 수학 수업을 잘 듣는다는 것과 관

련하여 교사들이 특정한 유형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토대로, 학생들이 그러한 듣기 유형을 내면화할 수 있

는 구체적인 지도 방안을 모색하는 후속 연구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통계 분석 결과 초등학교 교사들은

수학 수업에서 적절한 수학 청해력 유형을 해석하며

듣기, 평가하며 듣기, 발견하며 듣기, 선택적으로 듣기,

듣는 척하기, 무시하기 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Davis(1996)가 발견하며 듣기를 가장 적절

한 듣기 유형으로 손꼽은 것과 달리 국내 초등학교 교

사들은 해석하며 듣기를 강조하고 있었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교사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수학을 잘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해석하며 듣기를 가

장 적절한 수학 청해력 유형으로 손꼽았다. 이와 함께

교사들은 발견하며 듣기는 이상적인 듣기 형태이지만

정해진 수업 내용을 지도해야 하는 수학 수업에서 수

업 진행에 방해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듣기의 유형이 수학

교육 목표 도달에 효과적인지와 관련한 논의는 제외하

고 선행연구자료 분석을 통해 듣기 유형을 구체화하였

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인식하

는 것과 같이 해석하며 듣기가 수학교육 목표 도달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듣기 유형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만일 해석하며 듣기 유형이 아니라

면 현재 교사들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인지, 그리고 이러한 인식, 그리고 인식을 기반으로 운

영되는 수학 수업을 변화시키려는 방안들을 구체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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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들이 해석하며 듣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

과 관련하여 수학적 의사소통 지도의 지도 실태에 대

한 조사가 필요하다.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은 수학교

육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교육부, 2015; 이화영,

2020),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의 핵심은 학습자가 자신

을 학습의 주체자로 인식하고 수학 지식을 형성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있다(Hiebert, 1992).

교사들이 학생들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기 위한 듣기

보다 초등학교 교사의 말을 이해하기 위한 듣기를 더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학적 의사

소통이 잘 지도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이는 초등학교 수학 수업이 수학적 의사소

통 함양이라는 수학 교육과정의 목표 도달을 위해 적

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본 연구의 양적․질적 연구 분석 결과 초등학

교 교사들이 수학 수업 중 학생들이 자기 생각을 자유

롭게 발표하는 것을 수업 운영에 부담스럽게 바라보는

것은 수학 수업 운영과 교육과정 구성 측면에서 유의

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발

견하며 듣기가 이상적인 수학 청해력 유형이라고 동의

하면서도 정해진 수학 수업 내용을 모두 시간 내에 마

무리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견 게재가 수

업의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현

재 초등학교 수학 수업이 교육과정 목표를 중심으로

교사가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되기보다 수학 교과

서의 진행에 따라 차시별 일정한 수업 내용을 지도하

는 수업 운영의 흐름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김정원,

2021). 수학 교과서는 수학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수학

교육의 목표를 반영하는 수업 보조자료로 바라보아야

하나 그 자체가 지도되어야 할 내용으로 오인될 가능

성이 있다(조수현, 김구현, 2021). 이로 인해 수학 수업

중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것보다 정해진

분량을 지도하기 위해 교사가 수학적 의사소통을 제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가 발견하며 듣기를 수업의 방해가

될 수 있는 듣기 유형으로 인식하는 것은 학습자의 수

학적 말하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일 가능성 역시 존재

한다. 학생들이 수학적 의사소통을 위한 적절한 말하

기를 하지 못할 때 교사는 학생들의 발화를 수업 흐름

의 저해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학 청

해력과 같이 수학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 역

시 지도와 연습이 필요하다(Pimm, 2019). 이에 본 연

구에서는 학교 교육 현장에서 수학적으로 말하는 것과

관련한 지도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생들의

수학 말하기 능력은 무엇인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제안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제시

한 수학 학습 청해력의 유형이 한국 초등학생들을 대

상으로 한 연구가 아닌 국외 연구를 토대로 제시된 점,

본 연구의 대상이 초등학교 교사로 국한되어 있다는

점은 본 연구 결과의 해석 과정에서 주의 깊게 검토되

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수학 청해력

유형 외에 한국 수학 교실에서 특수하게 강조되고 있

는 별도의 수학 청해력 유형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후

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해석하며 듣기가 초등학교

수학 수업에서만 강조되고 있는지 중․고등학교까지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수학 수업을 듣고 이해하는 것은 지도와 연습이 필

요하며, 학생들의 수학 청해력은 수학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Beall et al., 2008). 그러나 그동

안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학 청해력이 무엇인지 어떻게

지도하고 연습시켜야 하는지에 관한 국내 연구는 부족

하였다. 학생들의 듣기 과정을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관찰하거나 분석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Choate &

Rakes, 1987).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토대

로 초등학교 교사들이 수학 수업에서 적절하다고 인식

하는 학생들의 수학 청해력 유형에 관해 통합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수학

시간에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수학 청해력 유형이 분명

히 존재한다는 점을 밝혔다. 교사의 적절한 지도 없이

학생들은 수학 시간에 잘 듣고, 적절하게 말하기 어렵

다(Backlund, 1985). 수학 수업에서 학습하는 수학적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나아가 수학적 의사

소통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학생들의 수학 학습 청해

력에 대한 이해와 이와 관련한 다양한 후속 연구가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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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n Elementary Teachers’ Perception about Students’ Mathematics 
Listening Ability

Kim, Rina*

Mogun Elementary School
E-mail : rina98@naver.com

In mathematics classes, the verbal explanation may contain diverse mathematical concepts and 
principles in short sentences. It may also include mathematics symbols and terms that might not be 
used in everyday life. Therefore, students may need particular listening ability in order to understand 
and participate in mathematics communication. Unlike general listening, the listening ability for 
mathematics classes may require student to integrate their mathematical and linguistic knowledg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subdomains of listening ability for mathematics classes in a 
elementary school. I categorized  listening ability for mathematics classes in a elementary school from 
the literature. The categories of listening ability for mathematics are Interpretive Listening, Evaluative 
Listening, Hermeneutic Listening, Selective Listening, Pretend Listening, and  Ignored Listening. In order 
to develop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listening ability for mathematics classes, I investigated a 
hierarchy of 412 South Korean elementary teachers’ perception. Through a web-based survey, the 
teachers were asked to rank order their beliefs about and students’ listening ability. Findings show that 
teachers’ perceptions about listening ability for mathematics classes are divergent from current research 
trends. South Korean elementary teachers perceived Interpretive Listening as the most important 
listening. 

* 2000 Mathematics Subject Classification : 97U20

* Key Words : math listening comprehension, elementary

school math, mathematical communication, math

listening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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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청해력 유형 인식 조사를 위한 설문 문항

다음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학 수업 듣기 유형에 관한 설명입니다. 다음 유형 중 초등학교 학생이 수학

수업을 잘 듣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듣기 유형을 1번으로 하여 차례대로 번호를 써 보세요. 단, 1

번부터 6번까지 순서대로 모두 숫자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학생이 수학 수업을 잘 듣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듣기 유형

[유형 1] 무시하기: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있으며 들으려고 노

력하지도 않음

[예] 수학 수업 시간에 듣지 않고 엎드려 있거나 딴짓을 함

□

[유형 2] 해석하며 듣기 :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이에 적절히

반응하고자 하며 노력하며 듣고 있음

[예] 수학 수업 시간에 상대방을 바라보며 열심히 듣고 있는 것

으로 느껴지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궁금한 표정을 짓는 등 신체적

반응을 보임

□

[유형 3] 듣는 척하기 : 상대방의 말을 듣는 척하지만, 실제 듣지

않고 있음

[예] 수학 수업 시간에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 같이 행동하나 실

제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들은 내용에 대해 갑자기 질문하

면 답변하지 못함

□

[유형 4] 발견하며 듣기 : 상대방의 하는 것을 이해하고 이를 토

대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려고 노력하며 듣고 있음

[예] 수학 수업 시간에 상대방을 바라보며 열심히 듣고 있는 것

으로 느껴지고 들은 내용과 관련하여 새로운 문제 풀이 방법, 궁

금한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함

□

[유형 5] 평가하며 듣기 : 상대방의 문제 풀이 과정이나 생각보다

문제의 답이 옳은지 틀리는지만을 확인하기 위해 듣고 있음.

[예] 수학 수업 시간에 설명보다는 단순히 자신 또는 상대방의

문제 풀이 답이 옳은지 그른지만을 확인하기 위해 들음

□

[유형 6] 선택적 듣기: 자신이 관심있는 내용이 들릴 때만 집중해

서 듣고, 관심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듣는 척하고 있음

[예] 수학 수업 시간에 잘 듣지 않고 있다가 흥미 있는 내용이

나올 때만 상대방을 바라보며 들으려고 노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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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청해력 유형 인식 조사를 위한 면담 문항

선생님께서는 초등학교 학생이 수학 수업을 잘 듣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듣기 유형의 순서를 다

음과 같이 나타내셨습니다. [교사의 답변 내용]

1) [교사가 1번으로 선택한 듣기 유형]을 학생이 수학 수업을 잘 듣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듣기 유형 1번

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교사가 1번으로 선택한 듣기 유형]이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교사가 2번으로 선택한 듣기 유형]을 학생이 수학 수업을 잘 듣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듣기 유형 2번

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교사가 2번으로 선택한 듣기 유형]이 두 번째로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한 이유를 설

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사가 2번으로 선택한 듣기 유형]에 [교사가 1번으로 선택한 듣기 유형]보다 낮은 순

위를 적은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3) [교사가 3번으로 선택한 듣기 유형]을 학생이 수학 수업을 잘 듣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듣기 유형 3번

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교사가 3번으로 선택한 듣기 유형]이 세 번째로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한 이유를 설

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사가 3번으로 선택한 듣기 유형]에 [교사가 1, 2번으로 선택한 듣기 유형]보다 낮은

순위를 적은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4) [교사가 4번으로 선택한 듣기 유형]을 학생이 수학 수업을 잘 듣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듣기 유형 4번

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교사가 4번으로 선택한 듣기 유형]이 네 번째로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한 이유를 설

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사가 4번으로 선택한 듣기 유형]에 [교사가 1, 2, 3번으로 선택한 듣기 유형]보다 낮

은 순위를 적은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5) [교사가 5번으로 선택한 듣기 유형]을 학생이 수학 수업을 잘 듣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듣기 유형 5번

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교사가 5번으로 선택한 듣기 유형]이 다섯 번째로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한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사가 5번으로 선택한 듣기 유형]에 [교사가 1, 2, 3, 4번으로 선택한 듣기 유형]보

다 낮은 순위를 적은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6) [교사가 6번으로 선택한 듣기 유형]을 학생이 수학 수업을 잘 듣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듣기 유형 6번

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교사가 6번으로 선택한 듣기 유형]이 가장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