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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수학 교육 연구에 있어서 의사소통에 한 심이 확산되면서,수학 학습의

목 을 공동체의 수학 담론 변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공동체

의 담론 변화 여부를 확인하기 해서는 이미 형성되어 있던 담론과 새롭게 형

성하고자 하는 담론의 특성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아직 학교 수학의

구체 인 내용을 지도할 때 어떤 담론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지,그리고 담론

의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한 연구는 부족하다.

담론의 특성과 변화는 창의 인 사고와 그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담론이 고

유한 특성을 갖추게 되면서 학문의 정체성을 확보하게 되고,담론의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면서 학문이 발 하게 되기 때문이다.수학도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달해왔다.수학 창의성은 수학 담론이 고유한 특성을 갖추고

지속 으로 변화함에 있어 원천이 된다. 한,수학 담론의 성립과 변화가

수학 창의성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그러므로 수학 창의성과 수학 담론

은 하게 련되어 있으며,이를 수학 담론의 창의성으로 통합하여 논의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그 요성에 비해 교수 학습 련 연구가 부족한 벡터에 한 담

론의 특성과 그 변화 과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 다.

즉,본 논문의 목 은 벡터에 한 담론이 어떤 요소와 계로 이루어지며,그

요소와 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한 그 변화를 가능하

게 하면서 동시에 변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담론 창의성에 해 논의하는 것이

다.이를 해 벡터 개념의 역사 발달에 나타나는 담론 창의성 그리고 벡터

수업의 담론 창의성을 분석하 다.역사 발달에 나타나는 담론 창의성은

련 문헌을 분석하여 주요 결과를 도출하 다.그리고 수업의 담론 창의성은 과

학 재학교 3학년 학생 12명을 상으로 한 학기 동안 이루어진 수업을 질

연구방법에 따라 분석하여 논의하 다.

연구의 결과 벡터의 역사는,매 단계마다 각기 고유한 문제를 창의 으로 해

결함으로써 벡터의 기하학 담론,산술 담론,구조 담론이 새롭게 형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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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운데 담론 창의성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벡터의 수업에서는,다음

과 같이 세 단계를 따라 담론 창의성이 발 되었음을 확인하 다.첫 번째로

기존의 담론과 단 된 새로운 담론이 제기되는 순간,담론 참여자들 사이에 의

사소통 갈등이 발생했다.의사소통 갈등의 존재 여부는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두 번째로 참여자들이 의사소통 갈등을 인식한 후,이 갈

등을 해소하려고 새로운 담론의 수용 가능성을 단하기 한 정당화를 시도

하 다.이 정당화 과정은 논증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세 번째로 참여

자들에게 제시되는 정당화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새로운 담론이 반복 으

로 사용되면서,이제 그 새로운 담론은 더 이상 새로운 담론이 아니라 익숙한

담론으로 변화하며 다른 새로운 담론의 출 을 한 토 가 되었다.이러한

식으로 공동체의 담론은 지속 인 순환 과정을 거쳐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

다.한편,담론의 변화 과정에서 기존 담론과 단 된 새로운 내러티 를 제시할

때 독창성이 발 되었다.새로운 내러티 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기 해서 고

착화된 루틴에서 벗어나 다양한 담론으로 이동하는 유연성도 확인할 수 있었

다.기존 담론을 토 로 새로운 내러티 나 루틴을 발 시키고 일반화할 때,정

교성도 확인하 다.이 외에도 다양한 맥락에서 담론의 창의성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수학 수업에서 담론의 변화가 성공 으로 이루어지기 해서는 학생들의 담

론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도 확인하 다.본 연구에서는 한 시각

매개체의 제시,의사소통 갈등의 표면화,정당화에 한 공동체의 권한과

책임 부여,학생들의 질문에서 시작하기 등을 교실의 수학 담론을 활성화하

기 한 요한 조건으로 제시하 다.본 연구에서 제시한 담론 창의성의 개념

담론의 변화 과정에 한 분석 방법은 벡터뿐 아니라 수학의 다른 구체 인

역에 한 수업 분석에 용될 수 있으며,나아가 담론의 변화를 수업의 목

으로 하는 다양한 과목의 수업 분석에도 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수학  담론,수학  창의성,담론 창의성,벡터 

학  번 :2007-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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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인간의 화 는 상호작용 방식은 교육 연구의 요한 주제로 생각되어 왔

다.이것은 인간의 앎(knowing)이 의사소통(communication)과 한 연 이

있다는 확신을 반 하는 것이다(Sfard,2013:331).수학교육 연구에서도 교사

와 학생 는 학생 상호간의 의사소통은 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Balacheff,1991;Bauersfeld,1995;Hoyles,1985;NCTM,2000;Sfard,2007,

2008;SoucyMcCrone,2005).

최근에는 의사소통과 사고를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고 서로 동일시하면서 인

간의 화를 새롭게 주목하고 있다.이러한 근에서는 사고를 ‘개인 간 의사소

통의 개별화된 형태’로 재개념화한다(Sfard,2008:81).지식은 인간과 독립 으

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에 의해 사회 ,역사 ,문화 으로 확립되어 온

것이라는 주장이다.이러한 입장을 따르면 학습을 바라보는 이 ‘개인에 의

한 지식의 획득’이라는 은유로부터 ‘사회 으로 조직된 공동체의 활동에 합법

인 주변 참여’라는 은유로 변화한다(Lave& Wenger,1991;Sfard,1998).

특히 수학 학습의 목 을 수학 담론의 변화로 간주하는 Sfard(2008)의 통

찰은 수학 담론의 발달 과정을 통해서 수학 개념의 발달을 이해하는 새로

운 안목을 제시하고 있다. 를 들어 산술에서 수로 이행되는 과정은 산술

인 상에 한 연산 활동에 포함된 규칙을 상화하는 메타 산술 담론의 형

성을 통해 발달해 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Caspi&Sfard,2012).이와 같이

수학 담론은 일상 인 담론과 달리 담론 내 인 활동이나 규칙을 상화하

는 메타 담론을 통해 발달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최근에는 기 수,기하,기수법 등의 구체 인 수학 개념과 련하여 수

학 담론의 발달 과정을 확인하려는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Sfard,2012).그러

나 아직은 구체 인 내용 역과 련된 수학 담론의 발달에 한 연구는 부

족한 실정이다.특히 등수학과 학수학을 연결하는 벡터 개념과 련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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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담론의 변화 과정에 한 선행 연구는 거의 없다.

직 으로 담론의 변화를 언 하지는 않았지만 벡터에 한 담론과 련된

그 동안의 연구를 살펴보면 수 인 근을 강조하는 것과 기하학 근을

강조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를 들어,최혜진(1992)은 물리 인 힘이나

유향선분으로 벡터를 도입하는 등 수학의 근 방식이 수 인 벡터의 연

산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다고 주장하 다.김용남(1999)과 박 미(2002)

는 ‘크기와 방향을 가진 양’으로 벡터를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이 기하학 상

인 유향선분만을 벡터로 인식한다고 지 하 다.이로 인해 구조 이고 형식

인 벡터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장애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한 이윤수(2009)는

수학 교과서에서 ‘크기와 방향을 가진 양’으로 제시되는 벡터의 정의에 포함된

‘크기’,‘방향’,‘양’이라는 세 용어가 모두 모호하며,이로 인해 학생들이 벡터 개

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주장하 다.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학생들이 기하학 상으로서의 벡터만을 생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벡터

개념을 수 상으로 확장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사실에 을 두고 있

다.그리고 그 안으로 벡터 개념을 도입하는 단계에서부터 수 인 근을

강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달리, 학 수 에서의 형식 인 근 방식 때문에 학생들이 벡터공간

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주장하며,기하학 근에서 시작

하여 진 으로 추상 인 수 으로 나아가도록 벡터 개념을 다룰 것을 제안

하는 연구들이 있다(Dorier,1998;Harel,1990;Sierpinska,2002). 를 들면,

Dorier(1998)는 학생들이 벡터와 련된 계산 문제를 잘 해결하면서도 형식

인 벡터공간과 련하여 벡터를 이해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 한다.

Harel(1990)은 그 안으로 특정한 한 에서 시작하는 임의의 유향선분으로

이루어진 기하학 이며 시각 인 벡터공간에서 시작(1단계)하여,시각 인 단

계에서 다루었던 주요 개념들을  에서 재정의(2단계)하고,다시

3차원에서 정의되지 않는 추상 인 벡터공간의 원소들을 다루는 방식(3단계)으



-3-

로 확장해나가는 세 단계에 걸친 진 인 추상화 과정을 제안하 다.한편,

Sierpinska(2002)는 학생들이 추상 인 벡터공간과 선형 수를 학습하는 과정

에서 겪는 어려움의 이유를 일반 인 측면과 선형 수의 특수한 측면으로 구

분하여 설명하 다.일반 인 측면에서는 학생들이 이론 인 사고방식보다는

구체 이며 시각 인 상을 통한 실제 인 사고방식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

며,이러한 경향이 형식 인 추론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특수한 측면에서는

벡터 선형 수와 련된 추론에 있어서 방향을 가진 선분이라는 ‘시각 기

하학 (visualgeometric)’언어,수의 목록이나 표와 같은 ‘산술 (arithmetic)’

언어,벡터공간과 선형변환의 ‘구조 (structural)’언어라는 세 가지 다른 언어

가 공존한다는 것을 지 하 다.특히,학생들이 한 유형에서 다른 유형의 언어

로 유연하게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지 한다.이러한

지 은 벡터에 한 수학 담론의 특성을 이해하고 수업에서 담론의 변화를

해 고려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한 시사 을 제공한다.그러나

Sierpinska(2002)는 실제 인 사고방식에서 이론 사고방식으로의 이동 세

가지 추론 방식의 유연한 이동을 통해 구조 인 사고로 나아가야 한다고 언

하면서도 구체 으로 그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이와 같이 벡터에 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벡터를 처음 도입할 때 수

근이나 기하학 근 하나를 강조하고 있지만,궁극 으로는 두 근을

연결하는 에서 벡터의 지도 방안에 한 개선을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러나 아직 실제 수업 장면에서 벡터에 한 수학 담론이 형성되

고 변화하는 과정에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이 연구에서는 벡터에 한

수학 담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구체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최근 수학교육 연구에서는 수학 창의성을 일반 인 수학 학습의 목

표의 하나로 강조하고 있다(황우형,최계 ,김경희,이명희,2006;이종희,김기

연,2007;Mann,2006).수학 창의성에 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수학 문제

해결 과정이나 결과에 주목하면서 반성 인 사고를 통해 발 되는 독창성,유



-4-

연성,정교성 등의 요소들을 개인 인 능력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유윤재,

2004;Krulick& Rudlick,1999;Shriki,2010).

이와 달리 창의성에 한 최근 연구에서는 창의성을 개인 인 능력이나 과정

으로 인식하던 것에서 벗어나 사회 인 맥락을 강조하는 이 제시되고 있

다(Cropley,2006;Csikszentmihalyi,1999).사회 에서 창의성을 해석하

면 인류의 진화와 공동체의 발달을 히 설명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그

러나 수학 창의성에 한 연구에서 사회 을 강조한 연구는 아직 부족

하다.특히 수학 학습을 공동체의 담론 참여라는 은유로 인식하는 에서 수

학 창의성에 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본 논문에서는 수학 담론에 기반을

둔 수학 창의성의 요소를 벡터에 한 수학 담론을 소재로 살펴보고자 한

다.

본 연구는 벡터 개념에 한 수학 담론의 특성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이 과

정에서 발 되는 수학 창의성의 요소를 밝히는 데 목표를 둔다.이를 해

본 논문에서 답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수학 담론의 특징은 무엇이며,수학 담론의 변화를 통해 발 될 수 있는

수학 창의성은 무엇인가?

2.벡터 개념의 역사에서 수학 담론은 어떻게 발달해 왔으며,그 과정에서 발

된 담론 창의성은 무엇인가?

3.벡터 수업에서 수학 담론이 어떻게 변화하며,그 과정에서 발 되는 담론

창의성은 무엇인가?

Ⅱ장에서는 수학 담론과 수학 창의성에 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수

학 담론 참여와 수학 창의성의 발 사이의 상보 계를 통해 담론 창의

성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한 수학 담론의 변화 과정 담론 창의성의

요소를 확인하기 한 분석 도구를 제시한다.Ⅲ장에서는 벡터 개념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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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과정을 수학 담론의 특성에 따라 분석하고,그 과정에서 발 된 담론

창의성의 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한다.Ⅳ장에서는 벡터사 을 통한 거리 표 이

라는 루틴의 확립을 목 으로 하는 수업에서의 수학 담론의 변화 과정을 분

석하고,그 과정에서 발 되는 담론 창의성의 요소를 확인한다.마지막으로 Ⅴ

장에서는 벡터의 역사와 벡터 수업의 담론 창의성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결론 후속 연구를 한 제언을 제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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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수학 담론과 수학 창의성

이 장에서는 수학 담론의 변화와 수학 창의성의 발 사이의 계를 살

펴보고자 한다.이를 해 1 에서는 다른 담론과 구별되는 수학 담론의 특

성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수학 담론이 변화하는 과정을 확인하기 한 방법

을 알아본다.2 에서는 사회 에서 수학 창의성의 개념을 살펴보고,

수학 담론의 형성과 변화와 련하여 수학 창의성의 요소들을 재개념화함

으로써 담론 창의성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3 에서는 수학 담론의 변화과

정에서 발 되는 담론 창의성을 분석하기 한 방법에 해 논의한다.

1.수학 담론

담론이라는 용어는 매우 다양한 맥락에서 조 씩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담

론에 주목하는 연구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으로 구분할 수 있다(한

국문학평론가 회,2006:439-440).하나는 담론을 언어 표 으로 보는

이다.이러한 에서의 담론 분석은 언어규칙인 문법에 주목하며 내용 분석

이나 텍스트 분석에 을 둔다.다른 하나는 담론을 사회 세력 간의 계에

서 실행되는 구체 인 언어 권력이자 실 재 으로 보면서 지식-권력 계에

주목하는 이다.이 경우에는 단어나 문장의 보편 인 의미가 부정되며 그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

다.즉 담론은 단순한 언어 표 이 아니라 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의사소통 활동의 결과로 간주된다.이 연구에서는 권력 계를 반

하여 어떤 의미나 념을 언술로 바꾸어 놓는 일련의 과정으로 담론을 바라

보는 후자의 을 따른다.즉,‘특정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의사소통하는

방식’(Rex& Schiller,2010:5)을 담론의 정의로 채택한다.

한편,수학 담론에 한 연구에서는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언어의 기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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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다른 근이 존재한다(Sfard,2013:332).첫 번째

근은 언어를 도구 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연구이다.특히 언어에 익숙한 정도

가 수학 문제의 해석이나 수학 학습에 향을 미친다는 에서 언어의 향

력에 을 둔다.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이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언어

능력에서 비롯되는 수학 학습의 결과에서 오는 차이를 설명하는 데 심을

갖는다.두 번째 근은 도구로서의 언어보다는 활동(activity)1)으로서의 언어

인 담론 자체에 주목하는 연구이다.이러한 연구들은 학생들이 일상 담론에

서 수학 담론으로 발달하는 과정을 통찰할 수 있는 원천으로서의 의사소통

활동에 을 두며,수학 자체를 역사 이고 문화 으로 구조화된 인공물인

시각 매개체를 통해 재되는 담론으로 간주한다.

수학 학습에서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연구자들도 담론의 역할에 해서는 다

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Sfard(2013)에 따르면,많은 연구에서 수학 학습을

한 수단으로 담론을 주목하고 있다.이와 달리 Sfard는 담론 자체를 수학 학습

의 상으로 바라보는 입장을 취한다(Sfard,2001;2007).이런 의 요한

특징은 사고와 말의 통합,사고와 의사소통의 통합 사고와 내용 사이의 통

합을 강조하는 데에 있다. 를 들어,수나 함수,벡터 등과 같은 추상 인 수학

상은 인간이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수행했던 활동을 명사로 바꾸어 나

타낸 것이다.수학 상을 나타내는 명사들은 지시 으로 사용되면서 마치

담론을 월하여 인간과 독립 인 세계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

다.그러나 이들은 모두 수학 공동체에 의해 장기 으로 사용되면서 습화된

의사소통의 여러 형식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학 학습에서 담론의 역할에 해,담론 자체를 수학 학습의

1)여기서 활동이라는 단어는 Vygotsky,Leont'ev에 의해 발달된 활동이론(activitytheory)에 기반을

두고 사용한다(Sfard,2012).사회 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는 고차원 인 심리 조작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Vygotsky는 인간이 주체로서 상과 계를 맺기 해서는 항상 문화 매개

체에 의한 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이 때 주체와 상이 동일하더라도 재되는 매개체에 따라

활동의 성질이 달라질 수 있다.Leont'ev는 문화 인 도구에 의해 매개된 행동을 토 로 공동체의

구성원이 함께 공동의 목 을 성취하는 과정을 활동이라고 정의하 다.이러한 에서 활동이란

주체와 도구가 결합되어 사용되는 과정과 맥락을 포 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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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바라보는 Sfard(2001;2007)의 을 따른다.이러한 에서 벡터

의 역사 벡터 수업에서 형성되고 변화하는 수학 담론의 특성을 밝히는 것

이 본 연구의 목 이다.이를 해 우선 수학 담론에 한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인 의사소통과 사고에 해 살펴본다. 한 의사소통의 효과성과 정당화

과정을 분석하기 한 틀을 제시한다.다음으로 다른 담론과 구별되는 수학

담론의 특성에 해 살펴본다.이를 토 로 벡터에 한 수학 담론의 특성을

구체 으로 확인하기 한 방법을 도출한다.

1.1의사소통과 사고

1.1.1의사소통으로서의 사고

인간의 사고나 의사소통을 나타내기 해 사용하는 언어는 복잡한 과정이나

개념을 ‘상화(objectification)’2)함으로써 효과 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

다.그러나 추상 인 개념을 나타내는 언어는 상화 과정에서 필연 으로

수반되는 은유에 의해 모호함을 갖는다.이와 같이 상화와 련하여 언어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한 연구의 흐름은 단성 (monological)연구와 화

(dialogical)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Sfard,2008:65-67).단성 연구에서는

언어가 세계에 실재하는 사물이나 사건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언어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과 독립 으로 존재하며 그에 응하는

구체 인 사물이 있다고 생각한다.이와 달리 화 연구에서는 언어를 사용

하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에 심을 갖는다.따라서 말하는

사람에 따라 언어의 의미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단성 연구자들이 사고

에 한 이론의 정확성 는 진실성을 추구한다면, 화 연구자들은 이론을

그 유용성에 의해 단하려는 경향이 있다.

2) 상화란 어떤 명사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향을 받지 않고 마치 담론을 월한 독립 인 개

체( 상)를 나타내는 것처럼 사용되는 과정이다. 상화는 물화(reification)와 소외(alienation)라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 과정이다(Sfard,2008:300).



-9-

Sfard(2008)는 개인에 의한 지식의 획득이라는 은유로 학습을 설명하는 단성

연구와 달리,담론 참여라는 은유로 학습을 설명하는 화 연구를 참여주

의 연구라 칭하 다.참여주의 연구는 사회 ,역사 ,문화 으로 확립해 온

인류의 집단 인 행동 양식이 개인의 활동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을 따른다.이

러한 에서는 집단 인 활동에 참여하면서 습화한 의사소통 형식을 개별

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Sfard는 참여주의

을 기반으로 의사소통과 사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정의 :의사소통은 다음과 같이 한 개인의 행동 A에 뒤따르는 다른 개인

의 행동 B로 이루어진 집단 으로 수행된 유형화된 활동이다.

• 행동 A는 의사소통 이라고 알려진 행동의 잘 정의된 퍼토리에 속

한다.

• 행동 B는 행동 A에 꼭 맞는 반응들의 퍼토리에 속한다.즉,행동 A

와 함께 반복 으로 찰되는 행동이다.이런 퍼토리는 행동 A만의

독 인 기능은 아니다.그것은 행동 A의 역사(행동 A가 일어나기

에 발생한 일),행동 A와 행동 B가 수행되는 상황,행 자와 반응자의

정체성 등과 같은 요소에 의존한다(Sfard,2008:86).

정의 :사고는 (개인 간)의사소통의 개별화된 형태이다(Sfard,2008:81).

Sfard(2008)는 의사소통(communication)과 인지(cognition)를 합성한

commognition이라는 용어를 제시하면서 의사소통과 사고를 분리될 수 없는 통

합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의사소통을 사고의 수단으로 간주하지 않고 사

고와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다.이와 같이 사고를 의사소통의 개별화된 형식으

로 간주하는 것은 공동체의 담론에 참여하는 의사소통 행동을 분석함으로써

개인의 사고에 해서 말할 수 있는 토 를 확립해 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을 Sfard(2008)의 정의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 다.

의 정의에 포함된 형사 ‘유형화된’이라는 단어는 의사소통 활동에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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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그에 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행동 B가 서로 잘 맞아떨어지며 반복 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의사소통의 본질을 악하기 해서는 의사

소통하는 집단을 체 으로 고려해야 한다.특히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어떤

행동에 하여 특정한 반응을 반복 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효과 인 의

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 된다.

한편,의사소통을 구성하는 행동과 반응의 결합은 고정 이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특정 행동에 해 특정한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유형이 역사 는 사회 으로 확립되어 온 것이긴 하지만 필연 인 것은 아

니라는 뜻이다.의사소통에서 발생하는 행동과 반응의 이러한 우연성은 공동체

의 담론이 변화하고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1.1.2의사소통의 효과성

특정한 담론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효과 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단하기 해서는 기본 으로 참여자들이 서로 동일한 상을 말하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만약 어떤 순간에 참여자들이 말하는 동일한 용어가

서로 같은 상을 언 하고 있다는 확신을 하지 못한다면,이들의 의사소통은

효과 이라고 볼 수 없다(Sfard,2001:34).

이와 같이 담론 참여자들이 서로 같은 상에 해서 말하고 있는지 여부를

Sfard가 제안한 삼면 분석을 통해 악할 수 있다.삼면 이란 참

여자들에 의해 직 언 된 단어(표명된 ;pronouncedfocus),참여자들이

언 하면서 주목하는 것이나 행동(수반된 ;attendedfocus),그리고 참여

자들의 직 언 이나 행동을 통해 악되는 의도된 무형의 개체(의도된

;intendedfocus)를 말한다(Sfard&Kieran,2001).담론 참여자의 삼면

을 분석하기 한 틀은 <표 Ⅱ-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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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명된 수반된 의도된

직 언 하며

사용하는 단어

주목하는 것

혹은 취하는 행동

말과 행동을 통해

추론되는 의도

<표 Ⅱ-1>담론 참여자의 삼면

표명된 이란 담론 참여자가 발언을 통해서 직 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

으로 공 인 이다.이와 달리 의도된 이란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를 의미하는 사 인 이다.수반된 이란 의도된 을 표명된 으

로 변환하거나 역으로 표명된 을 의도된 으로 해석하는 것을 가능하

게 하는 매개 인 성격을 갖는 이다(Sfard,2001:34).

담론 참여자의 의도된 은 겉으로 드러난 발언을 통해 직 으로 나타나

지 않을 수 있다.특정 발언의 의도된 을 악하기 해서는 그 발언이 이

루어지는 후 맥락이나 참여자 사이의 계를 확인해야 하며,그 발언과 련

된 표명된 과 수반된 을 통해서 유추해낼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

하여 해석해야 한다.즉 의도된 은 화자들의 표명된 과 수반된

에 한 한 해석이다.따라서 의도된 은 찰자의 유추를 통해 해석되

며 다른 두 보다는 덜 명확해 보일 수 있다.

의도된 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의사소통의 효과성은

참여자들의 의도된 이 일 으로 유지되는지 여부에 따라 단된다.담론

참여자들의 표명된 이나 수반된 이 다를 지라도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한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으며,반 로 표명된 이나 수반된 이 같아 보

일지라도 참여자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단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다.따라서 겉으로 드러난 표명된 이나 수반된 만 가지고 의사소통

의 효과성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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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의사소통 갈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의도된 이 다른 경우 참여자들 사이에는 갈등이 나타

날 수 있다.Sfard(2008)는 화자들이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각자의 담론을 통

해서 의사소통하려는 상황에서 출 하는 갈등을 ‘의사소통 갈등

(commognitiveconflict)’으로 정의하 다.

의사소통 갈등은 그것이 발생하는 상황,학습에서의 역할,갈등의 해결 방

법 등의 측면에서 인지갈등과 구분되는 개념이다(Sfard,2008:254-258).Sfard

에 따르면,인지 갈등은 세계의 사건과 개인의 신념 사이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것이다.따라서 사건과 신념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공통의 기 을 확립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세계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신념을 수정하는 인지 재구

성을 통해 인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반면,의사소통 갈등은 담론에 참여

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담론의 규칙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발생한다.의사

소통 갈등을 유발하는 서로 다른 담론 규칙들은 양립 가능하며,이들을 동시

에 비교할 수 있는 공통 기 을 확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따라서 의사소통

갈등의 해소는 어떤 한 담론의 규칙을 포기하기 보다는 서로의 행동을 이해하

고 수용하면서 자신의 메타 규칙을 확장하고 변화시키는 것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Sfard는 인지갈등과 의사소통 갈등의 개념을 <표 Ⅱ-2>와 같이 비

교하여 제시하 다(Sfard,2008:258).

인지 갈등 의사소통 갈등

갈등 상황 화자와 세계 비교 불가능한 담론들

학습에서의

역할

오개념을 극복하기 한

선택 인 방법

메타수 학습을 한

필수 인 과정

갈등의

해결방법

학생(개인)의

이성 노력

문가의 담론에 한

학생의 승인과 합리화(내면화)

<표 Ⅱ-2>인지 갈등과 의사소통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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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ard(2008)는 익숙한 기존 담론에서의 유형화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

표로 하는 메타 수 의 학습에서 학생들이 낯선 담론을 할 때 의사소통 갈

등이 필연 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 다.이 때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메타

규칙(metarule)’3)을 변화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를 들어,수학 담

론에서의 메타 규칙의 변화는 논리 필연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기보다 문

인 담론 참여자인 수학자들의 수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 결

과이다.즉 의사소통 갈등을 해소하기 해 제안된 다양한 규칙들 에서 선

택하고 버려야 할 것을 결정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표 Ⅱ-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의사소통 갈등의 해소를 해서는 학생

들이 자신에게 낯선 담론을 승인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특히 낯선

담론을 승인하기 해서는 그 담론에 익숙한 문가의 행동을 모방하는 습

화 과정이 요구된다(Sfard,2008:241-245).낯선 담론을 처음 하는 학생이 그

담론의 문가와 동일한 수 으로 참여하는 것을 기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Sfard(2008)에 따르면, 습화를 통해 학생들이 낯선 담론에 참여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일종의 규칙을 익히고 그 경험을 기반으로 자신의 행동이나 과정

을 반성하는 단계를 거쳐서 비로소 의사소통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보통 이상의 수학 능력을 가진 경우,참여자들이 스스로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타인의 행동을 모방하거나 수용하는 습화가 나타날

것을 기 하기는 어렵다.담론 참여자가 타인의 낯선 담론을 수용하기 해서

는 그 새로운 담론이 타당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따라서 새로운 담론이

제기되면서 발생하는 의사소통 갈등이 해소되기 해서는 참여자들이 새로

운 담론을 수용하기 한 모종의 정당화 과정이 필요하다.

수학 수업에서 이러한 정당화가 승인되고 공유되는 과정은 Toulmin(1958)의

논증 모델을 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Stephan과 Cobb(2003)은 Toulmin의 논

3)메타 규칙이란 담론 참여자의 활동에서 나타나는 유형을 정의하는 규칙을 말한다(Sfard,2008: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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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 요소 의미

자료 주장을 뒷받침하는 토

근거
하 논증

자료 하 논증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토

근거 하 논증의 주장을 한 근거

주장 하 논증의 결론

⋯

주장 논증의 최종 결론(말하고자 하는 것)

<표 Ⅱ-3>정당화 과정을 악하기 한 논증 분석

증 모델을 용하여 교실에서 제기된 특정한 아이디어에 해 다른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사용하는 경우,해당 아이디어를 공동체에

의해 공유된 것으로 간주하 다.Toulmin의 논증 모델에 따르면,모든 논증은

기본 으로 주장(Claim),자료( 는 토 ;DataorGrounds),근거(Warrant)라

는 핵심 요소로 이루어진다(Aberdein,2005;Feteris,1999;Toulmin,1958).주

장이란 논증의 결론으로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자료란 주장을 뒷받

침하는 토 로서 주장을 해 사용되는 증거이다.근거란 자료로부터 주장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명시 혹은 암묵 으로 정당화되어 사용되

는 명제이다.

한편,Toulmin은 ‘지지(Backing)’라는 개념을 통해 근거에 한 정당화를 설

명하 다.그러나 근거에 한 정당화 과정이 제시되는 것은 하 논증이 형성

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다양한 논증이 복잡하게 연결되면서 하 논증

의 주장이 상 논증의 자료나 근거로 작동하기도 한다(Aberdein,2005;Voss,

2005).Voss(2005)는 Toulmin의 논증 모델을 변형하여 비구조화된 문제 상황

에서 나타나는 복합 인 논증을 분석하기 한 도식을 제안하기도 하 다.본

연구에서도 비형식 이고 복합 인 정당화를 분석하기 해 Toulmin의 논증

모델을 변형하여 자료,근거,주장을 핵심으로 상 논증과 하 논증을 연결하

여 <표 Ⅱ-3>과 같이 논증 분석 도구를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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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의 효과성을 악하는 분석만으로는 의사소통 갈등의 해소

과정을 악하기 어렵다.<표 Ⅱ-3>에서 제시한 논증 분석을 한 틀은 의사

소통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당화과정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

게 사용될 수 있다.수학 담론의 변화과정은 의사소통 갈등이 출 하고 해

소되는 과정을 수반한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분석과 논증분석을 사용함

으로써 수학 담론의 변화과정을 악할 수 있을 것이다.

수학 담론의 변화과정을 악하기 해서는 먼 이미 형성되어 있는 수학

담론이 무엇인지,그리고 새로운 수학 담론은 무엇이며 어떤 과정을 거쳐

서 형성되는지를 분석해야 한다.다음 에서는 다른 담론과 구별되는 수학

담론의 특성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토 로 벡터에 한 수학 담론의 특

성을 확인하기 한 방법을 도출하고자 한다.

1.2수학 담론의 특성

수학 담론은 특정한 수학 상에 한 담론 자체의 규칙을 상화하면서

담론을 변화시키는 자기 발생 (auto-poietic)체계라는 독특한 성질이 있다

(Sfard,2008:129).수학은 담론에 한 담론이 여러 층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

조를 갖는다는 말이다.이로 인해 특정한 수 에서의 수학 담론의 상은 이

수 에서의 수학 담론의 활동 결과를 반 한다.따라서 특정한 상과

련된 수학 담론에 참여하기 해서 학습자는 그 상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어야 한다. 한 특정한 상과 련된 수학 담론에 참여하는 것은 그

상에 익숙해지기 한 조건이기도 하다.수학 담론에 참여하는 것과 그 담론

의 상에 익숙해지는 것 사이의 순환 인 딜 마가 존재하는 것이다.수학

담론의 상이 갖는 추상 인 성격은 이러한 순환 딜 마를 필연 으로 유

발한다(Sfard,2007:606-607).

한편,수학 인 활동들 사이에 존재하는 ‘가족 유사성4)’(Wittgenstein,2011)

은 수학 담론을 다른 담론과 구분할 수 있게 해 다(Sfard,2008:133).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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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면 담론에서 사용하는 핵심 인 단어의 형식 인 용법과 시각 인 매개체

등에 의해 수학 담론은 다른 담론과 뚜렷하게 구분된다. 한 담론 참여자들

의 유형화된 행동의 규칙성을 의미하는 루틴과 담론 참여의 결과로 얻어지는

승인된 내러티 의 특징도 수학 담론과 다른 담론을 구별할 수 있게 해 다.

이와 같이 어떤 담론이 수학 담론인지 여부를 단하는데 있어서 ‘단어의

용법(Worduse)’,‘시각 매개체(Visualmediator)’,‘내러티 (Narrative)’,‘루

틴(Routine)’과 련된 속성을 요하게 고려해야 한다(Sfard,2007;2008).이

하에서는 이 네 가지 속성을 심으로 수학 담론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2.1단어의 사용

단어의 의미는 그 사용에 있다는 Wittgenstein(2011)의 주장은 특히 수학

담론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정의를 이해할 때 유용하게 용된다.Wittgenstein

은 어떤 단어를 지시 으로 정의하는 것은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으로 하여

자의성을 갖게 한다고 경고하 다. 를 들면,호두열매 두 개를 가리키면서

“이것을 ‘둘’이라고 한다.”고 말하는 경우,‘둘’이라는 단어는 지시 으로 정의되

고 있다.그러나 이 정의에서 ‘둘’로 명명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즉

그 단어의 지시 정의를 듣는 사람은 호두열매 묶음 자체를 ‘둘’이라고 부른다

고 해석할 수 있다.따라서 발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하려면 “이 ‘수’는

‘둘’이라고 한다.”와 같이 ‘수’라는 새로운 단어가 필요하다.이 때,‘수’라는 단어

역시 듣는 사람에게 직 악되지 못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다시 새로운 단

어가 필요하다.이러한 사슬을 끝내기 해서는 발언하는 사람이 의도하는 것

과 듣는 사람이 해석하는 것이 서로 일치하는 순간이 요구된다.이는 정의가

4)어떤 가족의 구성원들이 모두 단일한 공통 특성을 소유하진 않지만 서로 비슷하게 보이는 것처

럼,어떤 개념에 속한 들이 모두 공통 특성을 갖지 않더라도 그 개념의 범주 안에 포함된 것

으로 인식될 수 있다. 를 들면,‘게임’이라는 개념과 련하여,게임이라고 부르기 한 필요충분

조건이 될 수 있는 어떤 공통된 특성이 없더라도,외형 으로 달라 보이는 장기,카드놀이,야구,

골 등을 모두 게임의 개념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가족 유사성으로 설명된다(한국교육

심리학회,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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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지는 상황과 그 정의를 듣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특히 정의를 듣는 사

람이 그 정의를 해 제시된 설명을 악하 는지 여부는 그 사람이 정의되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달려있다.따라서 어떤 단어의 의미를 묻기

해서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어떤

단어의 설명이 놓이는 자리가 이미 비되어 있어야만 그 단어의 사용을 가르

칠 수 있다는 의미이다.따라서 “이름(단어)을 가지고 이미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유의미하게 이름(단어의 의미)을 물을 수 있다”(Wittgenstein,2011:

43).이것은 앞서 언 한 수학 담론이 갖는 순환 딜 마와 연결된다.

한편,같은 단어를 말하더라도 참여자마다 그 단어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

용할 수 있다.이와 같이 어떤 공동체 내에서 동일한 단어를 서로 다른 방식으

로 사용하는 경우에 의사소통 갈등이 발생한다.의사소통 갈등은 참여자들

이 서로 모범 인 사례라고 인정하는 하나의 용법을 특권 담론으로 채택함

으로써 해소된다(Sfard,2007:608).특권 담론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참여자

들 사이의 권력 계는 요한 향을 미친다.이러한 면에서 수업 상황에서 해

당 담론의 문 참여자로 간주되는 교사가 사용하는 용법이 특권 담론으

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수학 담론을 다른 담론과 구별해 주는 특성 하나는 주로 양이나 형태를

나타내는 핵심 단어를 특정한 형식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물론 일상 인 담

론에서도 수나 양과 련된 단어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수학 담론에서는 이

러한 단어들이 특정한 형식으로 정의되면서 사용된다(Sfard,2008:133).

수학 담론에 사용되는 수학 인 단어는 주로 양이나 모양과 련된 단어들

이며 이 단어들은 특정한 형식에 따라 정의되면서 고유한 용법으로 사용된다.

를 들어 ‘삼각형’이라는 단어는,일상 인 담론에서는 세모꼴의 모양을 지닌

구체 인 상의 형태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수학 담론에서는 세 변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라는 형식 인 용법으로 정의된다. 한 ‘선’이라는 단어는,

일상 인 담론에서는 주어진 곡선 의 한 을 스치며 지나는 직선이라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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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로 사용되지만,수학 담론에서는 곡선 의 한 을 지나고 그 에서 곡

선의 미분계수를 기울기로 갖는 직선이라는 형식 인 용법으로 정의된다.이와

같이 수학 담론에서는 양이나 모양과 련된 단어,함수,미분, 분 등 기존

의 수학 상에 해서 수행하는 특정한 차를 나타내거나 상 사이의

계 등을 나타내는 단어 등이 특정한 형식으로 정의된다.

1.2.2시각 매개체

시각 매개체란 특정한 담론의 참여자들이 서로의 의도된 을 확인하고

효과 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이미지의 제공자로 정의된다(Sfard,2008:

147).일상 인 담론에서는 담론과 독립 으로 존재하는 구체 인 상의 이미

지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효과 으로 수행한다.즉,시각 매개체로 표 된

상이 실제로 에 보이거나 상상할 수 있는 상인 것처럼 효과 으로 의사

소통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물론 수학 담론에서도 일상 담론에서와 비

슷하게 구체물의 이미지에 의해 시각 매개체가 효과 인 의사소통을 가능하

게 해 다.그러나 보다 추상 인 수학 담론에서는 특정한 의사소통 형식을

해 특별하게 고안된 상징 인 인공물에 의해서 시각 으로 매개된다.

수학 담론에서 사용되는 시각 매개체의 로는 수와 수에 한 연산을

설명하기 해 사용하는 ‘색 막 ’나 ‘수 ’등의 구체물,‘’이나 ‘’와 같은 숫

자,‘’,‘’,‘’와 같은 수 인 식이나 기호,좌표평면이나 공간 등에 나타

낸 그래 ,두 집합 사이의 응 계를 나타내고 있는 다이어그램이나 표,특

정한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한 그림 등을 들 수 있다.

1.2.3내러티

내러티 란 상에 한 설명, 상 사이의 계에 한 설명,그리고 상을

이용하는 과정이나 상에 의해 표 되는 과정 등에 한 설명 등으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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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일련의 발언을 의미한다(Sfard,2008:134).내러티 는 담론마다 각자 특유

의 입증 차에 의해 승인되거나 거부된다.종종 수학 담론에서 내러티 의

승인은 오직 내러티 사이의 순수한 연역 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여

겨진다.그러나 내러티 의 승인을 한 조건과 기 은 담론마다 상당히 다를

수 있으며,담론 참여자들의 권력 계가 승인된 내러티 를 단하는 요한

역할을 한다.수학 담론에서 합의에 의해 승인된 내러티 는 정의,증명,정

리와 같은 담론 구성물로 이루어진 수학 이론으로 간주된다.

수학 담론에서 승인된 내러티 의 로는 ‘모든 수는 제곱하면 항상 0이상

이다’,‘ ’,‘ ⋅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이다’등을 제시할 수 있다.이 때 특정한 내러티 가 어떤 담론에서는 승

인되지만 다른 담론에서는 승인되지 않을 수 있다. 를 들면 ‘모든 수는 제곱

하면 항상 0이상이다’라는 내러티 는 학생 수 에서는 승인되는 내러티 이

지만 복소수를 포함하는 담론에서는 승인되지 않는 내러티 가 된다.

1.2.4루틴

루틴이란 주어진 담론에서 규칙 으로 나타나는 특유의 반복 패턴을 말한

다(Sfard,2008:134).Sfard는 반복 인 담론 행동이 어떻게 수행되며,언제

용가능하고 종료되는지 등의 조건과 련된 메타 규칙들의 집합으로 루틴을

설명하 다.수학 담론의 루틴은 단어와 시각 매개체의 특징이 무엇인지

조사하거나 는 수나 기하학 형태에 한 내러티 를 만들고 입증하는 과

정에서 확인되는 범주화하는 수학 형식,환경을 다루는 수학 방식,상황을

같거나 혹은 다르게 보는 방식과 같은 수학 인 규칙성을 의미한다.

수학 담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루틴의 로는 서로 다른 시각 매개체로

구 된 기표를 어떻게 연결하는지,어떤 방법으로 증명하는지,어떤 조건하에

서 정당화가 필요한지,언제 수학 으로 타당한 내러티 로 받아들여지는지,

어떤 상황에서 기존의 법칙들을 보존할 것인지 혹은 변형할 것인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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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담론

단어의 사용
양과 모양 등과 련된 수학 단어를 특정한 형식으로 정의하

고 특정한 용법으로 사용함

시각 매개체
의사소통하기 해 특별히 고안한 상징 인 인공물( 수식,그

래 ,그림,다이어그램)을 매개체로 사용함

내러티

수학 상을 기술하는 일련의 발언( 상 수 )

수학 상들 사이의 계, 상을 이용한 활동, 상에 의한

활동 등을 기술하는 일련의 발언(메타 수 )

루틴

수학 담론에서 사용되는 단어,시각 매개체의 특징이 무엇

인지 조사하거나 내러티 를 제기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확인

되는 메타 담론 인 규칙성

<표 Ⅱ-4>수학 담론의 특성

지 까지의 논의를 요약하여 다른 담론과 구별되는 수학 담론의 특성을

<표 Ⅱ-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수학 담론이 갖는 독특한 성질 하나는 담론 참여자들의 발언에서 명사

의 역할을 하는 상화된 단어나 기호가 지각 으로 근 가능한 다른 상으

로 ‘구 (realization)’되는 이행이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것이다.구 이란 “잘

정의된 규칙에 의해서 어떤 기표(S)에 하여 승인되는 모든 내러티 가 지각

으로 근 가능한 다른 상(S’)에 하여 승인되는 내러티 로 번역되는

것”(Sfard,2008:154)을 말한다.수학 담론에서는 동일한 상이 다양한 매개

체에 의해서 구 된다. 를 들어 함수는 표, 수식,그래 등에 의해 구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벡터의 경우에도 시 과 종 을 연결하는 화살표에 의

해 구 되는 유향선분,성분의 좌표로 구 되는 치벡터,벡터공간의 원소 등

서로 다른 시각 매개체로 구 될 수 있다.이 때,서로 다르게 구 된 시각

매개체를 사용하여 벡터의 내 을 구하더라도 동일한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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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은 동일한 상이 서로 다른 시각 매개체로 구 된다고 할지라

도 특정 맥락에서는 서로 동일한 것으로 취 할 수 있도록 해 다. 한 동일

한 상을 서로 다른 시각 매개체로 구 함으로써,각각의 매개체와 련되

어 승인되는 고유한 내러티 를 갖는 서로 다른 담론들이 연결될 수 있다.이

는 수학 담론이 자기 발생 으로 변화할 수 있는 토 가 된다.

1.3벡터에 한 수학 담론의 특성

벡터의 교수학습에 한 선행연구에서는 기하학 을 강조하는 입장과

수 을 강조하는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근 방법을 강조한다.기하학

인 을 강조하는 연구는 계산에 치 하면서 산술 에서 벡터를 다

루는 경우 벡터의 기하학 의미를 충분히 드러내기 힘들다고 지 하며 기하

학 연결성을 드러낼 수 있는 지도 방법을 권장한다(이지 ,홍갑주,2008).반

면 수 을 강조하는 연구에서는 물리 인 힘이나 운동을 이용한 유향

선분으로 벡터를 도입하고 그 연산을 기하학 으로 정의하는 경우 벡터의 연

산이 갖는 성질을 충분히 악하기 어려우며,보다 추상화된 수 으로

발 되기 어렵다고 지 하며 도입 단계부터 수 인 좌표를 사용하여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이윤수,2009;Robert,2002).

Poincaré는 Weierstrass와 Riemann의 수학연구의 특징을 각각 해석 근,

기하학 근이라고 구분하면서 이를 학생들이 수학을 학습하는 방식의 차이

와 연결시켰다.

학생들 가운데에서도 같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어떤 학생은 해석 으

로 다루기를 좋아하는 반면,어떤 학생은 기하학 으로 다루기를 좋아한다.

자는 공간상에서 시각화를 할 수 없으며,후자는 긴 계산에 쉽게 싫증을

내고 당황하게 된다.

(Poincaré;Tall,2003:3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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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자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각자 선호하는 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벡터를

이해하려면 두 을 모두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기하와 벡터」교과서에서는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가지는 양으로 벡터를 정의하고,시 과 종 을 갖는 유향선분이라는 기

하학 상을 사용하여 벡터를 도입하고 있다(우정호 외,2014;이 열 외,

2014;정상권 외,2014).따라서 벡터의 덧셈이나 뺄셈,실수배 등의 연산은 유

향선분에 한 조작활동을 통해서 설명되고 있다. 를 들면 두 벡터의 덧셈은

한 벡터의 시 을 다른 벡터의 종 과 일치하도록 평행이동하여 얻어진 삼각

형이나 평행사변형의 각선을 이용하여 기하학 으로 다루어진다.

벡터를 정의하고 도입하는 단계에서 사용된 유향선분은 좌표평면이나 좌표

공간에서 원 을 시 으로 하는 ‘치벡터의 종 의 좌표’를 이용하여 성분 표

으로 변환된다(우정호 외,2014;이 열 외,2014;정상권 외,2014). 치벡터

의 종 의 좌표를 통해 기하학 상에서 산술 상으로 벡터의 개념이 변

하고 있는 것이다.이와 함께 기하학 상인 유향선분을 사용하여 정의했던

벡터의 연산은 치벡터의 성분으로 표 된 수의 계산으로 체된다.벡터에

한 담론이 기하학 맥락에서 산술 맥락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고등학교 수 에서 기하학 상과 산술 상으로만 다루어지던 벡터의

개념은 학 수 에서 추상 인 벡터공간의 원소로 정의되면서 구조 인 상

으로 변화한다(Poole,2010).

이와 같이 교과서에 제시된 벡터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기 해서는 기하학

과 수 을 모두 다룰 수 있어야 한다.문제는 특정한 에 따라

형성된 담론에 익숙해진 학생들이 새로운 담론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다.다음 에서는 수학 담론의 변화 과정을 수학 창의성의 개념과 연결

하여 살펴보고 담론 창의성이라는 개념을 도출하는 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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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학 창의성

창의성에 한 연구는 역사 으로 뛰어난 업 을 남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

인지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차 으로 모든 사람들이 잠재 으로 창의성

을 발휘할 수 있다는 으로 변화해왔다(Beghetto&Kaufman,2007;Craft,

2001;Gardner,2004;Gruber,1981;Kaufman & Baer,2006;Runco &

Richards,1998).이러한 의 변화는 창의성을 선천 으로 주어진 것으로 보

는 시각에서 교육을 통해 발 될 수 있는 개인의 잠재 인 능력으로 바라보게

하 다.최근에는 창의성을 개인 인 능력으로 바라보는 에서 탈피하여,

개인과 개인이 속한 공동체와의 력 인 과정과 상호작용 그리고 주변 상황

등의 여러 요인들이 융합된 시스템을 강조하는 사회 인 에서 창의성을

설명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Cropley,2006;Csikszentmihalyi,1999;

Glaveanu,2011;Sfard,2008).

사회 인 에서 창의성을 함양하는 방법에 해 주목하는 연구에서는 기

존 공동체에서 공유하고 있는 개념의 역을 확장하는 것,공동체가 인식하지

못했던 새로운 쟁 을 제기하는 것,공동체의 변화와 개선에 한 기 ,익숙하

지 않은 방법의 타당성을 단하기 한 새로운 기 의 확립 등으로 창의성을

재개념화하고 있다(Cropley,2006;Glaveanu,2011).

수학 창의성에 한 연구도 그 목 과 방법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

이고 있다.그러나 사회 인 에서 창의성을 재개념화하는 시도에 비해 수

학 창의성에 한 연구는 아직 개인 인 측면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를

들면,창의 인 문제해결 과정과 수학 창의성을 동일시하는 연구자들은 수학

문제해결 과정에서 발 하는 개인의 특성을 통해 수학 창의성을 설명하

고 있다(김홍원,1998;유윤재,2004;Hadamard,1954;Silver,1997). 한 유창

성,유연성,독창성 등의 일반 인 창의성의 요소와 정교성,일반화,추상화 등

의 수학에서의 특징 인 요소를 포함하는 수학 창의성의 요소를 밝힘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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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창의성을 설명하는 연구들도 여 히 개인 인 측면에서 수학 창의성

의 요소를 설명하고 있다(김부윤,이지성,2006;박만구,2009;신희 ,고은성,

이경화,2007;이정연,이경화,2010;Oh& Lee,2012).

본 연구는 사회 에서 수학 창의성을 공동체의 수학 담론 변화와

련하여 재개념화하고자 한다.이를 해 이 에서는 먼 선행 연구에서 강

조하고 있는 수학 창의성의 요소들을 살펴본다.그리고 개인 인 측면에서

설명되었던 수학 창의성의 요소들을 사회 에서 재해석한다.마지막으

로 수학 담론에 참여하는 것이 수학 창의성의 발 의 토 가 되며,수학

창의성의 발 이 수학 담론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상보성을 고려하여

담론 창의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2.1수학 창의성의 요소

수학 창의성의 요소에 한 연구는 크게 수학 창의성이 발 되는 과정에

주목하는 과 일련의 활동에 따른 결과로 얻어지는 산출물에 주목하는

으로 구분할 수 있다(Shriki,2010).

활동의 과정을 강조하는 연구에서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나 특정

한 개념에 한 이해 발견 과정에서 개인이 발 하는 수학 창의성의 특징

들을 밝히는 데 을 두고 있다. 를 들어,주어진 문제에 한 기발하고 통

찰력 있는 해결과정,같은 문제에 한 다양한 해결과정,서로 연결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다른 문제와 련짓기,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질문하기,발견된 것

을 평가하기,결과를 의사소통하기,새로운 질문 만들기 등이 수학 창의성과

련된 특징으로 제시된다(김홍원,1998;유윤재,2004;Haylock,1987;Sheffi

eld,2009;Silver,1997;Sriraman,2005).

활동의 결과인 산출물을 통해 수학 창의성을 설명하는 연구에서는 새로운

수학 지식의 생성,주어진 수학 문제 상황에서 고정된 사고방식을 탈피하

여 다양한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능력,독특하고 일상 이지 않은 해법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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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의 산출 등을 강조한다(김홍원,김명숙,송상헌,1996;박만구,2009).

한편,최근 많은 연구에서는 과정과 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수학 창의성을

설명하고 있다. 를 들면 Shriki(2010)는 과정의 에서 유창성,독창성,유

연성을 포함하는 개념 사고와 비알고리즘 의사결정능력,그리고 근 방법

과 같은 인지 능력을 수학 창의성의 요한 요소로 제시하 다.그리고 결

과의 에서 상치 못한 독창 이면서도 유용한 산출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 다. 한 Krulick과 Rudlick(1999)은 반성 사고를 통해 새로운 산출

물을 만드는 능력을 수학 창의성으로 설명하 다.

지 까지 살펴본 연구들을 종합하면 독창성,유연성,정교성이 창의성의 요

소로 요하게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러나 앞서 언 한 것처럼 이 요

소들은 문제해결 과정에서 발 되는 개인의 능력이라고 보는 이 강하다.

이하에서는 이 세 요소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살펴보고,각 요소가 본질 으로

사회 인 맥락과 련이 있음을 설명할 것이다.

첫째,독창성이란 문제해결 개념 이해 과정에서 상치 못한 새로운 질문

을 제기하거나 독특한 아이디어 해결 략을 도출하는 능력이다(김홍원 외,

1996;Krulick&Rudlick,1999;Sriraman&Adrian,2009).이러한 능력은 주

어진 문제에 한 기발하고 통찰력 있는 해결 방법을 산출할 수 있게 하는 원

동력이 된다.그런데 어떤 질문이나 아이디어가 상치 못한 것인지 혹은 독특

한 것인지 여부는 개인 인 맥락이 아니라 집단 인 맥락에서의 단에 기반

하고 있다(Cropley,2006).즉 어떤 아이디어가 독창 이라는 것을 단하는 것

은 그 아이디어를 한 집단이 이제까지 보거나 경험한 인 없다는 사회 인

평가에 의해 이루어진다.따라서 독창성이라는 요소는 기본 으로 사회 인 맥

락을 반 하고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둘째,유연성이란 사고의 고착성에서 벗어나 특정한 역에서 다루고 있는

수학 상이나 개념을 다른 역과 연결하는 사고의 환 능력이다(김지원,

송상헌,2004;김홍원 외,1996;문병태,송상헌,2011;송상헌,2006;Ervyn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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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Haylock,1987;Sriraman,2005).사고의 고착성에서 벗어나 유연성을 발

하기 해서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활동을 비교하는 과정을 요구한다.즉 자

신만의 사고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그 장

을 취하여 자신의 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와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연성은 사회 맥락에서 활성화된다.

셋째,정교성이란 수학의 논리 연결성 구조를 고려하여 소박하게 제시

된 아이디어나 복잡한 문제 상황을 분명하고 한 수학 기호나 용어로 다

듬어서 표 하는 능력이다(Ervynck,1991;Haylock,1987).이것은 일반 인 창

의성에 한 연구에서 잘 언 되지 않는 수학 창의성의 고유한 요소에 해당

한다.정교성은 독창 이라고 단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타당성이나 유용성

을 갖도록 처음 아이디어에 포함된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고 개선해나가는 과

정과 한 련이 있다.즉,공동체에서 승인을 얻기 한 과정에서 발 되는

능력이므로 사회 맥락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수학 창의성의 요소로 범주화되는 독창성,유연

성,정교성은 단순한 개인 인 능력이라기보다는 사회 인 맥락에서 발 되는

능력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다음 에서는 에서 범주화한 수학 창의성의

요소들을 수학 담론의 에서 살펴본다.

2.2수학 담론의 창의성

최근 들어,수학자의 수 과 학생의 수 에서 수학 창의성의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를 들어,황우형 외(2006)는 새로운 수학

개념을 배우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기존의 개념을 연결하거나 연합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개념을 구성하는 능력을,수학자의 창의성과 구분되

는 학생 수 의 수학 창의성이라고 정의하 다. 한 이종희와 김기연(2007)

은 학생 수 에서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고,재발명 는 재발견 과정을 통해

자신의 지식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사고 기술을 발달시켜 여러 가지 문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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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효과 인 해결책을 추구할 수 있는 힘으로 수학 창의성을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의 기 에 따라 수학 창의

성을 상 으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을 따른다(Leikin,2009).

Leikin(2009)은 창의성을 창의성과 상 창의성으로 구분하고,이미

학습하거나 풀었던 문제 등에 해 새로운 통찰이나 해법을 제시하는 경우를

상 인 수학 창의성으로 설명하 다.상 인 수학 창의성이라는 아이

디어는 학생 수 의 수학 창의성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학생들이 수학

담론을 생성하고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발 되는 수학 창의성도 상 인 수

학 창의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 수 에서 수학 담론을 생성하기 해서는 Ervynck(1991)이 설명한

바와 같이,수학 상을 형식화하고 그것들 사이의 연 성을 찾아낼 수 있어

야 한다.수학 인 이해와 직 ,통찰 등은 수학 창의성 그리고 수학 담론

생성의 기반이 된다.이것은 기존의 수학 담론에 익숙해짐으로써 자신이 속

한 공동체의 수학 담론을 형성하는 것이 곧 수학 창의성을 발 하는 과정

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Ernest(2005)도 수학 창의성이 기존의 수학 담론을 기 로 하여 새로운

수학 담론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발 된다는 것을 기호와 루틴의 에서

설명하 다.그는 교재나 텍스트를 듣거나 읽는 과정에서 기호를 수용하는 것

과 그것에 해 말하거나 쓰고,그림을 그리는 등의 기호를 생성하고 사용하는

과정을 창의성과 루틴의 순환 과정이라고 보았다.기호를 최 로 만들어 사

용하는 것은 본질 으로 창의 인 행동이며,이러한 행동이 보편화되고 반복

으로 나타나면 루틴이 된다는 것이다.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는 루틴이 형성된 담론에 참여하면서,기존 루틴에서

벗어난 행동이나 발언을 통해 독창 인 기호가 생성되고,이것이 반복되면서

새로운 루틴이 되는 지속 인 순환과정은 수학 담론이 갖는 요한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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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공동체의 수학 담론에 참여하는 것이 수학 창의성의 발 을 한 토

가 되며,수학 창의성의 발 은 공동체의 수학 담론의 발달에 기여하는 것

이다.

이와 련하여 Sfard(2008)역시 공동체의 수학 담론이 발달하는 과정을

루틴의 일상 이지 않은 용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공동체의 구성원이 그 공

동체의 담론에서의 루틴을 의도 으로 는 우연히 반하게 되는 행동이 발

생하고,이런 상황이 반복 으로 지속되고 승인되면서 담론이 변화한다는 것이

다.이러한 면에서 의식 으로 주어진 수학 담론의 규칙,즉 루틴을 반하려

는 외부자의 을 취하면서 새로운 행동을 하거나 내러티 를 제시하는 것

은 수학 창의성을 발 하는 행동이자 수학 담론 변화의 출발 이다.물론

루틴의 반이 곧 수학 창의성의 발 으로 이어지는 충분조건은 아니다.루

틴을 반하는 행동이 다른 구성원들에 의해 승인이 되기 해서는 담론 내부

자의 과 외부자의 을 빈번하게 왕래하는 유연한 환이 요구된

다. 한 새로운 루틴이 형성되기 해서는 일상 이지 않았던 행동이 일반화

되고 반복 으로 나타나는 규칙성을 갖기 한 정교화 과정이 요구된다.이러

한 에서 루틴과 창의성의 상보 계를 강조한 Sfard의 설명은 창의성과

비되는 것으로 여겨졌던 루틴을 창의성의 원천으로 인식할 수 있는 안목을 제

공한다.

이 연구에서는 공동체의 수학 담론에 참여하는 것이 수학 창의성을 발

할 수 있는 토 가 되며,역으로 수학 창의성의 발 을 통해 수학 담론이

변화한다는 을 고려하여 담론 창의성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담론 창의성이

란 특정 담론에 익숙한 공동체가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기 해 담론을 변화시

키는 과정에서 발 되는 창의성을 말한다.이러한 에서 독창성,유연성,정

교성이라는 수학 창의성의 요소를 담론 참여 활동과 련지어 <표 Ⅱ-5>와

같이 담론 창의성의 요소로 재개념화하여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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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 창의성의

요소
담론 참여 활동

독창성
논의 인 (수학 ) 상에 해 담론 외부자의
에서 새로운 질문이나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활동

유연성 논의 인 (수학 ) 상에 한 담론 내부자의 과
외부자의 을 유연하게 환하는 활동

정교성
공동체가 새로운 (수학 )담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담론 외부자의 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를 다듬어서

(수학 으로)형식화하는 활동

<표 Ⅱ-5>담론 창의성

독창성은 논의 인 수학 상에 해 기존에 형성된 담론을 벗어나 외부

자의 에서 담론에 참여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를 들어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거나 기존 단어에 한 새로운 용법을 제시하는 활동,기존의 담

론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과정을 새로운 시각 매개체로 표 하는 활동,논의

인 수학 상이나 그 상과 련된 활동에 하여 상치 못한 내러티

를 제시하는 활동 등은 담론 창의성에서의 독창성에 속한다.

유연성은 담론의 내부자의 과 외부자의 을 자유롭게 환하면서 담

론에 참여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를 들어 기존 담론에서 사용하던 단어의

용법과 새롭게 제기된 단어의 용법을 연결시키면서 필요에 따라 한 용법

을 사용하는 활동,특정한 수학 상에 하여 다양하게 구 된 시각 매개

체들을 연결하고 그로부터 한 계를 찾아내는 활동,정당화 과정에서 어

려움에 직면할 때 다른 역이나 담론에서의 내러티 를 호출하여 설명하는

활동,기존 담론의 고정된 루틴을 반성하고 변화시키는 활동 등은 담론 창의성

에서의 유연성에 속한다.

정교성은 담론 외부자의 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를 수학 으로 형식화함

으로써 공동체가 새로운 수학 담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를 들어 유연성과 독창성을 토 로 새롭게 제시된 내러티 나 시각 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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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등이 기존 담론의 루틴을 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그에 따라 루틴을

변형하거나 혹은 내러티 의 일부를 변형하는 활동,특수한 상황에서 제안된

아이디어가 보다 일반 인 상황에서도 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일반

화 가능성을 탐색하는 활동 등은 담론 창의성에서의 정교성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수학 담론에 기반을 두고 수학 창의성의 요소들을 설명하는

것은 창의성을 별함에 있어서 엄격하게 용되었던 기 을 다소 완화시켜

비형식 인 언어나 의사소통 행동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장 을 갖는다. 한

개인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를 창의성과 련지

어 설명할 수 있다.이런 에서 수학 창의성이 발 될 수 있는 토 가 되기

도 하면서 동시에 수학 창의성에 의해 변화해 가는 공동체의 수학 담론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공동체의 수학 담론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는 데 있어

서 아주 요한 수단이자 목 이 된다.특히,수학 담론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수학 상이나 그 상에 한 자신들의 행동에 하여 다양한 질문과 해석

을 제기하고,이 때 발생하는 의사소통 갈등을 해소하면서 공동체의 수학

담론이 변화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공동체의 담론 창의성이 어떻게 발 되

는지를 악할 수 있을 것이다.

3.논의

본 연구의 목 은 벡터 개념의 역사 벡터 수업에서 수학 담론이 변화하

는 과정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발 되는 담론 창의성이 무엇이며,어떻게 발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을 사고와 동

일시하는 연구의 흐름에 따라 수학을 담론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는 을 취

하 다.나아가 다른 담론과 구별되는 수학 담론의 특성이 무엇인지 확인하

으며,수학 담론의 변화를 수학 창의성과 련하여 설명하면서 수학

담론 창의성이라는 개념을 도출하 다.이를 토 로 벡터 개념의 역사와 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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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서의 수학 담론을 분석하고자 한다.

담론에 참여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효과 으로 의사소통하는지 여부는

그 의도된 이 일치하는지에 따라 단할 수 있다.따라서 분석을 통

해 의사소통의 효과성을 악할 수 있으며,특히 의사소통 갈등이 출 하는

시 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의사소통 갈등이 출 하 을 때 담론 참여자들

이 이를 해소하기 해서는 낯선 담론을 정당화해야 한다.이러한 정당화 과정

을 통해 낯선 담론을 수용할 수 있는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이다.본 연구에서

는 이 정당화 과정을 분석하기 해 Toulmin의 논증 모델을 변형하여 사용하

다.

수학 담론의 변화를 통해 담론 창의성이 발 되는 과정을 분석하기 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방법을 [그림 Ⅱ-1]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그림 Ⅱ-1]담론 창의성 분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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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담론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기 해서는 먼 담론 참여자들에게 익숙

한 기존 수학 담론이 무엇인지 악하여야 한다.이는 참여자들이 사용하는

단어와 의사소통 과정에서 제시하는 시각 매개체,공동체에서 승인하는 내러

티 ,참여자들의 반복 이고 규칙 인 행동에서 악되는 루틴 등을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담론 참여자들이 자신에게 익숙한 기존 담론에서 벗어난 단어의 용법이나 시

각 매개체,새로운 내러티 ,낯선 루틴 등을 하면서 의사소통 갈등이 출

한다.의사소통 갈등의 출 은 분석을 통해 담론 참여자들의 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악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의사소통 갈등이 출 한다

는 것은 곧 공동체의 익숙한 담론에서 벗어난 담론이 등장하 다는 것을 의미

한다.따라서 기존 담론과의 단 을 의미하는 독창성이 발 되었다고 볼 수 있

다.

의사소통 갈등에 직면한 참여자들이 갈등을 해소하기 해서는 그들에게

낯선 단어의 용법이나 시각 매개체,그리고 내러티 와 루틴 등을 히 수

용하고 받아들이기 한 정당화가 요구된다.이 정당화의 타당성은 논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논증 분석을 통해 자료에서 주장으로 연결하는 논거가

확인되고 암묵 으로 가정되어 있던 근거의 정당성이 공유되면서 새로운 담론

을 수용할 수 있는 토 가 형성되는 것이다.낯선 담론에 한 정당화를 제시

하고 수용하는 과정은 유연성과 정교성이 발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즉

담론 참여자들이 기존 담론에 고착된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담론을 받아들

일 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며,무조건 인 수용이 아니라 기존 담론의 루틴에

따른 정교화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담론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공동체가 새로운 수학 담론의 특성을 받아들이고 반복

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제 이 담론은 더 이상 새로운 담론이 아니라 익숙한

담론이 된다.즉 공동체의 담론이 변화한 것이다.이 게 새로운 담론이 익숙한

담론의 지 를 갖게 되고 다시 더 새로운 담론으로 진화할 수 있는 토 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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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면서 끝없이 진화하는 과정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이후부터는 이러한 분석 틀을 사용하여 벡터의 역사 벡터 수업에서의 수

학 담론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발 된 담론 창의성의 구체

인 사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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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벡터의 역사 발달에 나타난 담론 창의성

이 장에서는 벡터에 한 역사에서 수학 담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발 되는 담론 창의성의 구체 인 사례를 제시한다.1

에서는 소비교가 불가능했던 음수의 제곱근을 수 인 상으로 승인하지

않던 수학자들이 평면벡터를 사용한 기하학 담론의 형성을 토 로 음수를

승인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본다.2 에서는 평면벡터에 한 기하학 담론의

확장을 통해 공간벡터를 상화하려고 했던 수학자들의 어려움을 소개하고,곱

셈의 교환법칙이라는 루틴의 변화를 통해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제시한다.

한 벡터의 곱셈과 련된 수 담론의 루틴의 변화를 통해 산술 담론에서

구조 담론으로 발달하여 왔음을 살펴본다.마지막으로 3 에서는 벡터의 역

사 발달에 나타난 담론 창의성 분석 결과에 해서 논의하고,벡터 지도를

해 기하학 담론과 수 담론을 모두 고려하는 이 필요하다는 을

제시한다.

1.벡터에 한 기하학 담론의 창의성

1.1음수의 제곱근 표 의 등장과 거부

수학의 역사에서 음수나 무리수를 수학 상으로 승인하는 것이 오래 걸린

것과 마찬가지로,실수에 한 연산 과정에서 나타난 음수의 제곱근 역시 수학

상으로 승인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Crowe(1967)에 따

르면,고 그리스 시 에 Diophantus에 의해서 음수의 제곱근이라는 말이 언

된 흔 이 있고,1545년 Cardan의 ArsMagna에서 구체 인 계산에서 사용

되기도 했지만,많은 수학자들은 19세기까지도 0보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으

며,0도 아닌 이라는 상을 수학 상인 수로 인정하길 거부하 다.

음수의 제곱근이 오랜 동안 수학 상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실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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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소수에 한 수 담론

사용된 단어 음수의 제곱근

시각 매개체 

내러티

은 제곱해서 이 되는 가상의 상,

2차 방정식의 풀이과정에서 등장하지만 수학 상은 아님

( 소 계를 비교하는 루틴을 용할 수 없음)

루틴
계산 가능한 수학 상으로 인정하기 해서는 소 계

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함

<표 Ⅲ-1>19세기 이 수학자들의 복소수에 한 담론

한 수 담론의 루틴이었던 ‘소 비교’가 불가능한 상이었기 때문이다.

즉 음수의 제곱근은 연산 규칙으로서의 타당성을 갖고 있었지만 그 자체로 계

산의 상으로 간주되지 못했다(이동환,2010).어떤 수학 상을 계산 상

으로 인정하기 해서는 다른 수들과 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하고,그러기

해서는 모든 수를 수직선 의 한 에 응시켜야 한다는 것이 당시의 수학

자들이 고수한 원칙이자 루틴이었다.그러나 실수에 한 연산의 결과로 나타

난 음수의 제곱근을 수직선에 응시킬 수 없었으므로 수학자들은 음수의 제

곱근을 수학 인 상,즉 소 비교가 가능한 상으로 인정할 수 없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19세기 이 의 수학자들이 형성하고 있던 복소수에 한 담

론의 특성은 <표 Ⅲ-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2평면 벡터를 통한 음수의 제곱근 승인

기존의 수 인 규칙에 따라 소 계를 비교할 수 없었던 음수의 제곱근

을 수학 상으로 승인하게 된 것은 1831년 Gauss가 제시한 복소수의 기하

학 표 덕분이었다(Crowe,1967).그러나 복소수의 기하학 표 이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다.1799년 Wessel은 서로 반 방향이거나 수직이 아닌 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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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유향선분을 나타내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어야만 임의의 유향선분을 해

석 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언 하 다.그리고 이 기울어진 선분을 나타내기

해 서로 수직인 두 유향선분의 합을 정의하 다.즉,한 유향선분의 종 에

다른 유향선분의 시 을 일치시키는 규칙이다.이 규칙을 일반화시킨 것이 오

늘날 평행사변형 법칙이라고 부르는 두 벡터의 합에 한 기하학 방법이다.

이 방법은 셋 이상의 벡터에 용가능하며,벡터를 더하는 순서와 상 이 없다.

인 에서 벡터의 합에 한 결합법칙과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인식하 던 것이다(Crowe,1967:6-7). 한 Wessel은 두 유향선분의 곱을 정

의하기 해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제시하 다.

을 수직선에서 양의 단 라 하고,을 그 양의 단 ()에 수직인

단 이며 같은 시 을 갖는다고 하자;그러면 의 방향각(direction

angle)은 , 의 방향각은 이고,의 방향각은 , 의 방향

각은   는 가 될 것이다.곱(product)의 방향각은 그 인수들

(factors)의 방향각의 합(sum)이라는 규칙에 의해 우리는 다음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   ,

    ,    ,    ,    

    ,   ,    

이로부터 은 과 같음을 알 수 있다;그리고 이 곱의 확장은 상식

인 연산 규칙 어느 것도 반하지 않고 결정된다.

(Wessel;Crowe,1967:7재인용)

이러한 규칙을 토 로 Wessel은 평면의 임의의 유향선분이 수 인 식을

사용하여 해석 으로 표 되고 다루어질 수 있음을 언 하 다(Crowe,1967:

7). 인용문을 통해서 Wessel은 평면에서 두 유향선분의 곱이 그 평면에 속

한 새로운 유향선분이 된다고 생각하 음을 알 수 있다.특히 Wessel이 실수를

나타내는 수직선에 수직인 방향의 단 를 ,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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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의 특성 2차원 벡터 시스템에 한 수학 담론

사용된 단어
실수축에서 양의 방향의 단 ,

실수축에 수직인 방향의 단 ,
기하학

시각 매개체 ,(),() 수

내러티

  ,    ,

  ,    ,

    ,    ,

    ,    ,

   ,    

수

곱의 크기는 인수들의 길이의 곱

곱의 방향각은 인수들의 방향각의 합
기하학

루틴
수의 곱셈 규칙(교환법칙,결합법칙,분배법칙)유지

소 비교 규칙 포기(새로운 수 상 승인)

<표 Ⅲ-2>Wessel이 제시한 2차원 벡터시스템에 한 담론의 특성

목할 필요가 있다.평면에서 두 유향선분의 곱을 정의하기 한 새로운 규칙을

    으로 제시함으로써,실수에 한 산술 인 연산의 결과로 표

된 의 제곱근()을 표 하기 해 실수축에 수직인 방향을 도입하 으

며,이 방향의 단 를 로 나타낸 것이다.이와 같이 평면에서의 유향선분의

합과 곱이 기존의 수 규칙을 반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잘 정의됨으로써

음수의 제곱근 역시 수 인 상으로 승인될 수 있었다.Wessel이 제시한 2

차원 벡터시스템5)에 한 담론의 특성을 요약하면 <표 Ⅲ-2>와 같다.아래 분

석을 토 로 Wessel의 2차원 벡터시스템에 한 담론은 기하학 담론과 수

담론의 유연한 연결을 통해서 확립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을 기 로 하는 벡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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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we(1967)는 Wessel외에도 19세기 반의 많은 수학자들( 를 들어,

Gauss,Argand,Buee,Mourey,Warren등)이 복소수의 기하학 표 을 동시

다발 이며 서로 독립 으로 발견하고 있다고 언 하 다.이와 같이 복소수를

기하학 으로 표 하려는 생각은 18세기 말과 19세기 반의 수학자들에게

요한 심사 다.특히 다수의 수학자들에 의해 수 상으로서 인정되지

않았던 복소수는 Gauss의 발표 이후에 비로소 리 인정받게 되었다.Crowe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사회문화 에서 설명한다.

과학의 역사를 통해 반복 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진 으로 제시된 새

로운 아이디어는 일단 그 자체가 지닌 약 때문에 처음 제기될 당시에는

보통 무시된다는 것이다.Gauss이 에도 일부 수학자들이 복소수의 기하

학 표 을 제시하고 도입했지만,이들은 모두 당시에는 유명하지 않았다.

물론 이들은 각자의 독창 인 발견으로 지 은 유명하다.반면 Gauss는 당

시에 이미 많은 명성을 얻었고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그가 복소수의 기

하학 표 을 발표하면서 본격 으로 그 아이디어가 인정받게 된 것이다.

(Crowe,1967:11-1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소수가 유향선분이라는 기하학 상을 토

로 수 상으로 승인되는 과정은 당시 수학자들의 담론에서 강력한 루틴

이었던 소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는 고착성에서 벗어나는 과정이었다.그리고

소 비교가 불가능한 상을 표 하기 해 실수를 나타내는 직선과 수직인

단 선분을 도입하고 그 합과 곱을 기하학 으로 설명한 것은 수 담론과

기하학 담론의 연결을 통해서 유연성을 발 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기하학 상과 수 상을 연결하는 것만으로 2차원 벡

터시스템이 수용 가능한 담론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은 아니다.2차원 벡

터시스템에 한 담론의 형성은 기하학 담론에서의 연산을 수 담론에서

의 루틴에 입각하여 정의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었다.즉 평면에서의 유향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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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 창의성의

요소
담론 참여 활동

독창성
음수의 제곱근()을 나타내기 해 실수축에 수직인 단

를 도입하고 이를 라는 시각 매개체로 표 (Wessel)

유연성

수학 상에 한 소 비교 루틴의 변화

음수의 제곱근을 포함한 덧셈과 곱셈의 산술 담론과 좌표

평면의 유향선분의 합과 곱의 기하학 담론 연결

(복소수의 덧셈 :유향선분의 평행사변형 법칙)

(복소수의 곱셈 :유향선분의 방향각의 합과 길이의 곱)

정교성

덧셈과 곱셈에 한 연산의 규칙성(산술 담론의 루틴)을

유지함으로써 산술 담론에서 수용할 수 있는 2차원 벡터시

스템(기하학 담론)의 단 선분들의 곱셈 규칙 정의함

<표 Ⅲ-3>2차원 벡터시스템 확립 과정에서 발 된 담론 창의성

의 합과 곱에 한 규칙은 기존의 수 인 담론에서의 덧셈과 곱셈의 규칙인

교환법칙,결합법칙,분배법칙 등의 루틴을 반하지 않아야 했다.기하학 연

결을 통해서 복소수에 한 새로운 담론이 수용되기 해서는 기존 담론의 루

틴을 용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정교성의 발 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지 까지 살펴본 2차원 벡터시스템에 한 담론의 형성과정에서 발 된 담

론 창의성은 <표 Ⅲ-3>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로 표되는 복소수를 수학 상으로 인정하기 한 노력

은 실수축에서 양의 방향의 단 를 나타내는 과 그에 수직인 방향의 단 를

나타내는 을 기 로 하는 2차원 벡터시스템을 고안하면서 성공을 거두었다.

즉,실수에서 복소수로의 수 담론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평면벡터인 유향선

분을 사용하는 기하학 담론이 핵심 인 역할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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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벡터에 한 수 담론의 창의성

2.1공간 벡터에 한 곱셈 정의의 어려움

과  을 기 로 하는 2차원 평면에서 두 유향선분의 합과 곱을 통해 복

소수의 덧셈과 곱셈을 설명하는데 성공하면서 19세기 반 수학자들은 3차원

공간으로 표 되는 수 상을 찾는 데 심을 갖게 되었다.복소수의 승인

을 한 요한 수단이 되었던 2차원 벡터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차원을 확장한

3차원 벡터시스템에서 덧셈과 곱셈이 잘 정의된다면 공간으로 표상되는 수

인 수 체계를 가질 수 있으리라 본 것이다(Cajori,1929).

Wessel은 평면에서의 아이디어를 공간으로 확장하 다.그는 반지름의 길이

가 인 구의 심에서 시작하고,서로 수직이며 길이가 인 세 유향선분을 각

각 ,,로 표 하 다.2차원 벡터시스템의 기 던 과 에 동시에

수직인 방향의 단 를 로 표 함으로써,서로 수직인 세 단     

의 일차결합 형태인   으로 공간상의 유향선분을 나타낸 것이다

(Crowe,1967:7-8).Wessel은 자신의 3차원 벡터시스템6)을 기반으로 공간의

두 유향선분에 한 합과 곱을 정의하려고 시도하 다.먼 두 유향선분의 합

은 평면에서와 마찬가지로 평행사변형 법칙을 이용하여 정의하고 각 성분의

덧셈으로 표 할 수 있었다.문제는 두 유향선분의 곱을 정의하는 것이었다.

Wessel은 뒤에 곱해진 선분에 수직인 축을 심으로 그 방향각만큼 앞에 곱해

진 선분을 회 한 후,뒤에 곱해진 선분의 길이를 곱하여 얻은 선분을 두 유향

선분의 곱으로 정의하 다.이를 토 로 3차원 시스템에서   와

cos sin의 곱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7)

  cos sin cos  sin  sin  cos

6)Wessel의 3차원 벡터시스템이란     를 기 로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7)이 식에서 기호 “ ”은 곱셈을 나타낸다(Crowe,19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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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는   이 나타내는 직선을 cos sin에 수직인 축을

심으로 방향각 만큼 회 한 후 cos sin의 길이인 을 곱한 것이다8).

같은 방법으로 축을 심으로 회 하는 곱도 설명할 수 있다.그러나 이 방법

으로는 실수축을 심으로 회 하는 곱을 설명할 수 없었다.Wessel은

    ,    으로 정의하 지만    혹은   의

정의는 하게 제시하지 못하 다.이로 인해 두 단 선분  와  의 일차

결합으로 표 되는 선분 cos sin을 곱한 결과를 나타낼 수 없었다.이

시스템 상에서 곱셈이 잘 정의되기 해서는  와 을 순서를 달리하여 곱

한 결과인   와   이 서로 다르게 정의되어야 했다.Wessel은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 다(Crowe,1967: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Wessel이 제시한 3차원 벡터시스템에 한 수학

담론의 특성을 요약하면 <표 Ⅲ-4>와 같다.

3차원 벡터시스템에 한 수학 담론

사용된 단어 공간에서 서로 수직인 세 단 선분 기하학

시각 매개체 , , 수

내러티

  cos sin
 cos  sin  sin  cos

수

덧셈 :평행사변형 법칙

곱셈 :뒤의 선분에 수직인 방향을 회 축으로

뒤의 선분의 방향각만큼 앞의 선분을 회 한

후 뒤의 선분의 크기를 곱하여 얻은 선분(모든

곱셈을 설명할 수 없음)

기하학

루틴 곱셈에 한 교환법칙 유지

<표 Ⅲ-4>Wessel이 제시한 3차원 벡터시스템에 한 담론의 특성

8)  을 회 할 때,회 축인  방향과 같은 성분은 회 에 의해 향을 받지 않으므로

변함이 없으며,나머지 계산 결과는   을 이용하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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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벡터시스템에서 곱셈을 만족스럽게 정의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었다.

이것은 기존의 수 담론 내에서 지배 인 규칙으로 유지되어 오던 교환법

칙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다.공간의 선분을 표 하기

해서 Wessel이 구성했던 기존의 2차원 벡터시스템에 차원을 하나 추가하여 얻

은 3차원 벡터시스템에서는 곱셈을 정의할 수 없다는 결함이 있었다.특히 복

소수를 수 으로 승인하는 과정에서 핵심 인 역할을 하 던 2차원 벡터시

스템에 한 기하학 담론이 오히려 3차원 벡터시스템으로의 확장에 장애가

되고 있었다.평면상에서 두 선분의 곱셈을 정의하는 데 사용했던 방향각의 합

으로 공간에서의 두 선분의 곱셈을 정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공간에서의 곱셈을 잘 정의하기 해 곱셈의 교환법칙에 한 루

틴이 변화되는 과정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2.2곱셈의 교환 법칙 포기를 통한 3차원 벡터시스템 확립

19세기 반 Hamilton는 공간을 생성하는 단 선분   를 사용하여 공간

을 수화하고자 하 으나,Wessel과 마찬가지로 곱셈을 하게 설명하지

못했다(Cajori,1929;Crowe,1967).이러한 어려움은 기존의 2차원 벡터시스템

을 수정하고,곱셈의 교환법칙을 포기하는 과정을 통해 극복되었다.

1843년 Hamilton은 기존의 2차원 벡터시스템에서 실수 방향 단 선분으로

표 되었던 을 제외하고,공간에서 서로 수직인 세 방향의 단 선분을 모

두 실수가 아닌   를 사용하여 표 하는 3차원 벡터시스템을 고안하 다.

특히 세 단 선분 사이의 곱셈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으로써 곱셈에 한

교환법칙을 만족하지 않는 새로운 수 인 수 체계를 확립하 다(Crowe,

1967: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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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

Hamilton이 고안한 3차원 벡터시스템에서 서로 수직인 단 선분을 나타내

는   와 3차원에서 표 되지 않는 실수 부분을 포함하여      

로 표 되는 수를 사원수라 한다(Crowe,1967:30).이러한 표 에 따르면,3차

원 공간의 임의의 유향선분은 실수부분이 0인 사원수인     꼴로 표

된다.사원수의 창안으로 인해 Wessel의 3차원 벡터시스템에서 정의될 수

없었던 공간상의 두 유향선분의 곱셈은 두 사원수     와

′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게 되었다.

′ ′′′

곱셈 결과는 Hamilton이 제시한   에 한 곱셈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Wessel,1967:32).

′
   

′

′′′
  

′

′′′′′′

공간에서 서로 다른 유향선분을 나타내는 두 벡터의 곱을 정의하기 해서는

서로 나란한 방향의 두 벡터의 곱과 서로 수직인 방향의 두 벡터의 곱을 정의

해야만 한다.실제로 교환법칙을 포기하면서 Hamilton이 창안한 세 기

  와 이들 사이의 곱셈 규칙에 의해 공간의 모든 벡터의 곱이 정의될 수 있

었다.즉,Hamilton이 고안한   사이의 곱셈 규칙은 기하학 담론에서 공

간에 놓인 두 유향선분을 나타내는 벡터의 곱을 정의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

으며,이는 곧 수 으로 잘 정의된 벡터의 곱셈을 발견하는 도구가 되었다.

9)여기서 부호 ""은 곱셈기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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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벡터시스템에 한 수학 담론

사용된 단어 공간에서 서로 수직인 세 방향의 단 선분 기하학

시각 매개체    수

내러티

    

   ,  ,  

  ′′′

     ′

′ ′ ′


  

 ′

′ ′  ′ ′ ′′

수

루틴
곱셈에 한 결합법칙,분배법칙 유지

곱셈에 한 교환법칙 포기

<표 Ⅲ-5>Hamilton이 제시한 3차원 벡터시스템에 한 담론의 특성

이를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 “    ”로 표 된 규칙은 공간에서 방향이 같은 두 벡터의

곱을 정의하기 한 규칙이다.즉 방향이 같은 두 벡터의 곱은 실수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이 규칙은 수학에서 벡터의 내 을 정의하는 토 가 된다.

다음으로 “   ,  ,  ”로 표 된 규칙은 공간

에서 서로 수직인 두 벡터의 곱을 정의하기 한 규칙이다.즉 서로 수직인 두

벡터의 곱은,그 두 벡터를 이웃한 변으로 하는 직사각형에 수직이며 그 직사

각형의 넓이를 크기로 갖는 벡터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이 규칙은 수

학에서 벡터의 외 을 정의하는 토 가 된다. 한 이 규칙은 공간에서 서로

수직인 두 벡터의 순서를 바꾸어서 곱한 결과는 방향이 반 가 된다는 것을 함

의하고 있다.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수 담론의 루틴인 곱셈에 한 교환법

칙을 만족하지 않는다.곱셈에 한 교환법칙을 포기함으로써 공간에서 임의의

유향선분의 곱을 정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Hamilton이 제시한 3차원 벡터시스템의 수학 담론의 특성을 요약하면 <표

Ⅲ-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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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Hamilton이 제시한 사원수의 곱셈 규칙은 벡터의 내 과 외 에 한

담론을 형성하는 토 가 되었다.이하에서는 벡터의 내 과 외 에 한 담론

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 임의의 두 벡터 와 의 곱을 기하학 에서 Hamilton이 제시한

규칙을 용하여 설명해보자.우선 를 에 나란한 벡터와 수직인 벡터로 분

해할 수 있다.이 때,에 나란한 벡터는 를 에 내린 벡터사 proj  
이며,

에 수직인 벡터는  proj  
이다.따라서 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proj  
proj  



이제 와 의 곱은 다음과 같이 바꾸어 생각할 수 있다10).

  proj  
proj  



 proj  
 proj  



의 식의 마지막 행에서 첫 번째 항은 서로 같은 방향의 두 벡터의 곱이며,

두 번째 항은 서로 수직인 방향의 두 벡터의 곱이다.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원수의 곱셈에서 분배법칙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즉 한 벡터를 다른 벡터

에 수직인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분해하여 곱할 때,각각의 곱셈 결과를 더

한 것은 체를 한 번에 곱한 결과와 같다.두 벡터 와 를 곱하는 과정을 기

하학 으로 나타내면 [그림 Ⅲ-1]과 같다.

10)여기서 두 벡터의 곱셈으로 표 된 기호 “”는 Hamilton의 에서 사원수의 곱셈을 나타내는

기호로 벡터의 내 과 외 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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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j  
⋅  proj  

⋅

+

⋅
proj  

  proj  


[그림 Ⅲ-1]벡터의 곱셈 결과로서의 내 과 외

Hamilton의 계산 규칙에 따라 자의 곱셈 결과는 실수이고,후자의 곱셈 결

과는 두 벡터에 모두 수직인 방향의 벡터이다.이를 인 용어로 두 벡터

의 내 과 외 으로 설명할 수 있다. 수학에서는 Hamilton의 두 사원수의

곱셈 결과로 나타나는 실수 부분에 음의 부호를 붙인 값 ′과 벡터부분 ′

을 각각 두 벡터 와 ′의 내 과 외 으로 분리하여 정의하고 있다(Wessel,

1967:155).즉 벡터의 내 과 외 을 두 벡터의 서로 다른 곱셈 방법으로 분리

하여 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Hamilton이 제시했던   사이의 곱셈 규칙은 두 벡터의 서로 다른

방식의 곱을 정의하기 한 시도는 아니었다.오히려 3차원 벡터시스템 상에서

두 유향선분의 곱을 한 가지 방식으로 정의하려는 시도라고 보아야 한다.즉

Hamilton은 벡터의 곱을 내 과 외 으로 구분하지 않았으며,단지 자신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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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규칙에 따라 곱해진 하나의 결과를 실수 부분과 벡터 부분으로 구분하여

표 했을 뿐이다.

벡터의 내 과 외 을 서로 다른 방식의 곱으로 정의하는 것은 Hamilton이

제시한 사원수의 곱셈 결과로 나타나는 실수 부분과 벡터 부분을 각각 두 벡터

의 “내 인 곱(internalproduct)”과 “외 인 곱(externalproduct)”이라고 정의

한 Grassmann의 향 때문이다(Cajori,1929:134).이 아이디어는 이후 벡터

해석학의 발달에 요한 역할을 하 다. 1912년 Gibbs는 Hamilton과

Grassmann의 표기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재 우리가 사용하는 벡터의 내

과 외 개념 기호를 사용하 다.Gibbs는 사원수의 곱셈 결과의 벡터 부

분을 외 이라고 정의하 고,스칼라 부분에 음의 부호를 붙인 값을 벡터의 내

이라고 정의하 으며,각각 기호 ‘⋅’과 ‘×’로 구분하여 표 하 다(Cajori,

1929:134).

⋅′ ′ ′ ′′

×′ ′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벡터 개념은 복소수를 수 인 상으로 받아들이

기 한 과정에서 소 비교라는 루틴의 변화에 결정 인 역할을 하 던 평면

에서의 유향선분이라는 기하학 표상으로서 도입이 되었다. 한 공간이라는

기하학 인 상을 나타내기 한 수 체계를 고안하려는 노력을 통해 기

존의 수 담론에서 강력하게 유지되어오던 곱셈의 교환법칙이라는 루틴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나아가 교환법칙을 포기하면서 확립된 공간에서의 유향선

분의 곱셈 규칙은 벡터의 내 과 외 이라는 담론의 형성으로 이어졌다.

Boyer와 Merzbach(2000)는 Hamilton에 의한 사원수의 창안을 평행선 공

을 버리고 일 된 체계를 확립한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탄생과 견주었다.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곱셈 규칙에 의해 창안된 사원수에 의해 기본 법칙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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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

창의성의 요소
담론 참여 활동

독창성

2차원 평면에 수직인 방향 선분이라는 용어와 시각 매개

체 제시(Wessel)

공간에서 선분의 곱셈에 한 새로운 내러티 제시

(Hamilton)

(같은 방향 선분의 곱셈 :      ,

(수직인 방향 선분의 곱셈 :    ,    ,

    )

유연성
실수방향을 방향선분에서 제외하기(Hamilton)

곱셈에 한 교환법칙을 포기하기(Hamilton)

정교성

사원수의 곱셈을 토 로 벡터의 서로 다른 곱셈 규칙(벡터

의 내 ,벡터의 외 )정의하기(Grassmann,Gibbs)

첨자를 사용하여 확장된 공간에서 방향선분 표 하기

(Grassmann)

<표 Ⅲ-6>3차원 벡터시스템 확립 과정에서 발 된 담론 창의성

한 제약을 만족시키지 않는 수학이 탄생하는 엄청난 자유를 릴 수 있게 되

었다는 것이다.

지 까지 살펴본 3차원 벡터시스템에 한 담론의 형성과정에서 발 된 담

론 창의성은 <표 Ⅲ-6>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3차원 공간을 수화하는 과정은 공간에서 유향선분의 덧셈과 곱

셈을 정의하기 한 규칙을 확립하는 담론의 형성과정으로 볼 수 있다. 한 3

차원 벡터시스템에서의 곱셈 규칙을 확립함으로써 벡터의 내 과 외 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2.3벡터공간 개념을 통한 구조 담론의 형성

Hamilton에 의해 공간의 이 사원수의 부분집합으로 정의되면서 사원수의

덧셈과 곱셈을 이용하여 수 으로 다루어질 수 있게 되었지만,이러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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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보다 일반 인 차원 공간으로 확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1844년에

Grassmann은 공간의 각 좌표축을 나타내는 단 유향선분을    신

  로 바꾸어 표 함으로써 공간의 임의의 유향선분을 다음과 같이 나타

내는 독창성을 발 하 다(Cajori,1929:134).

    

이와 같이 첨자를 사용한 표 은 벡터시스템을 차원 공간으로 확장할 수

있게 해 주었다(Boyer&Merzbach,2000).Grassmann의 첨자를 통한 벡터 표

은 3차원 공간에서의 구체 인 상을 떠올리는 사고방식의 한계를 극복하

고 벡터 개념을 보다 추상 인 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담론 창의성이

발 된 결과이다.이러한 생각을 토 로 차원 공간의 벡터들의 합과 실수 배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Grassmann의 이러한 생각은 19세기 말 Peano가 덧셈과 실수 배에 의해 정

의되는 벡터공간의 개념을 확립하여 보다 추상 이고 구조 인 수화가 이루

어지도록 하는 데 큰 향을 미쳤다(Katz,1995).이와 같이 추상화된 구조

에서 수학에서는 벡터를 벡터공간의 원소로 정의한다.

<정의>벡터공간

를 덧셈과 스칼라 곱셈으로 불리는 두 연산이 정의된 공집합이 아닌 집

합이라 하자.의 임의의 두 원소 uv에 하여 u와 v의 덧셈은 uv로 표

시하고,의 임의의 원소 u와 스칼라 에 하여,와 u의 스칼라 곱셈은

u로 나타낸다.의 임의의 원소 uvw와 임의의 스칼라 에 하여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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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가 모두 만족될 때 를 벡터공간이라 하고 에 속하는 원소를 벡터라

고 한다.

1.uv는 에 속한다. (덧셈에 한 닫힘성)

2.uv vu (덧셈에 한 교환법칙)

3.uvw uvw (덧셈에 한 결합법칙)

4.에 벡터라 불리는 원소 이 존재하여,의 모든 원소 u에 하여

u u이다.

5.의 각 원소 u에 하여,의 원소 u가 존재하여 uu  이다.

6.u는 에 속한다. (스칼라 곱셈에 한 닫힘성)

7.uv cucv

8.uuu

9.u  cdu

10.u u

이 때,스칼라로 사용되는 수는 사칙연산이 가능한 수체계인 체(field)

의 원소이지만 보통은 실수를 의미한다. 한 벡터공간의 정의에는 집합 

에 한 구체 인 정보가 없다.그리고 덧셈과 스칼라 곱셈에 한 구체

인 정보도 없다.이들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집합이나 연산일 수도 있고,아

니면 아주 특별한 집합이나 연산일 수 있다(Poole,2010:452-453).

벡터의 개념을 차원으로 확장한 Grassmann이나,벡터공간의 원소로 정의

하는 수학의 공리 근에서는 벡터를 덧셈과 스칼라 곱셈에 한 몇 가

지 규칙을 만족하는 벡터공간의 원소로 정의하고 있다.특히 벡터공간에서 벡

터의 곱셈을 정의하는 방법은 유일하지 않다.3차원 공간의 경우 벡터의 내

과 외 이라는 방법이 있으며,보다 추상 인 공간에서 벡터의 곱셈은 더욱 정

의하기 어렵다.이로 인해 수학에서는 기존의 산술 상에 한 곱셈 규

칙들을 만족하는 벡터의 곱셈을 정의하려고 했던 루틴으로부터 벗어나 벡터공

간에서 곱셈을 필수 인 연산으로 간주하지 않음으로써 보다 추상 인 수

구조를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3차원 공간에서 시각 이고 구체 인 상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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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

창의성의 요소
담론 참여 활동

독창성 첨자를 사용하여 벡터의 기 를 표

유연성
수 상에 한 곱셈을 기존의 산술 인 곱셈 규칙을 만

족하도록 정의해야 한다는 루틴의 변화

정교성 덧셈과 스칼라 곱셈에 한 공리 체계의 정교화

<표 Ⅲ-7>벡터공간 개념 확립 과정에서 발 된 담론 창의성

실제 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일반화된 차원 공간이나 추상 인 벡터 공간

개념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발 된 담론 창의성은 <표 Ⅲ-7>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논의

Sierpinska(2002)는 기하학 사고와 수 사고 사이의 상보성,그리고

수 사고 내에서 산술 사고와 구조 사고 사이의 상보성을 통해 벡터 개념

을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 다.

먼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 인 양을 유향선분이라는 기하학 상을 통

해 나타내는 것은 벡터에 한 기하학 담론의 형성 과정이자 결과이다.시

과 종 을 잇는 선분을 화살표의 모양으로 나타내면서 크기와 방향을 가진 양

을 상화할 수 있게 되었고,이 상을 조작하는 활동을 더하거나 빼고,실수

배하는 등의 연산으로 상화하면서 벡터에 한 기하학 담론이 형성된 것

이다.다음으로 유향선분으로 표 된 벡터를 치벡터의 성분을 사용하여 나타

내고,벡터의 덧셈과 뺄셈,실수 배 등의 연산을 수의 계산으로 환시키는 과

정은 ‘공간의 산술화’라고 말할 수 있다(Sierpinska,2002).공간의 산술화 과정

은 기하학 상이던 벡터를 산술 상으로 변형하는 과정이며,벡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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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학 담론
수 담론

산술 담론 구조 담론

단어의

사용

크기와 방향을 가진

양(유향선분)

벡터, 치벡터

좌표,성분
벡터공간의 원소

시각

매개체
,
   ⋯  

u v w ∈

( 는 벡터공간)

내러티

벡터의 합 :평행사

변형 법칙

벡터의 내 의 기하

학 정의

벡터의 합:동일 성분

의 합

벡터의 내 의 산술

정의

벡터공간의 정의

u v ∈,∈

u v ∈,u∈

루틴

수의 계산 규칙 만

족하는 기하학 설

명

벡터의 외 을 정의

하기 해 곱셈의 교

환법칙 포기

다른 계산 규칙 유지

곱셈을 정의하지 않

음(덧셈과 실수 배만

정의함)

덧셈과 실수배의 계

산 규칙 공리화

<표 Ⅲ-8>벡터 개념에 한 수학 담론

한 기하학 담론의 메타 담론 성격을 지닌다.기하학 인 조작활동으로 정

의되었던 연산들을 수 인 연산으로 변환하여 상화하고 있기 때문이다.마

지막으로 산술 상이던 벡터가 추상 인 상으로 환되기 해서는 ‘탈산

술화’과정이 필요하다(Sierpinska,2002).이 과정은 평면이나 공간에서 좌표로

표 되어 산술 상으로 다루어지던 벡터에 한 담론의 규칙들이 상화되

어 새로운 담론이 형성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즉 추상 인 상을 다

루는 벡터에 한 구조 담론은 벡터에 한 산술 담론의 메타 담론이다.

이와 같이 벡터에 한 수학 담론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기하학

담론,산술 담론,구조 담론을 <표 Ⅲ-8>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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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터에 한 수학 담론이 기하학 담론에서 산술 담론을 거쳐 구조

담론으로 진 으로 추상화되며 확장되는 과정은 벡터 개념의 역사 발생

과정과도 유사하다(허은숙,2005;Sierpinska,2002,2005).이러한 과정은

Harel(1990)에 의해 제안된 진 추상화 과정과 연결된다.이 과정을 [그림

Ⅲ-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 상

유향선분을 사용한

기하학 담론

치벡터를 사용한

산술 담론

벡터공간을 사용한

구조 담론

상의 수학화

공간의 산술화

탈산술화

[그림 Ⅲ-2]벡터에 한 수학 담론의 진 추상화 과정

이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벡터 개념은 복소수를 수 상으로 승인하

기 한 과정에서 기하학 표 수단으로써 도입되었다.특히 기하학 담론

과 수 담론을 연결하면서 소 계를 비교하는 수 담론의 루틴을 포

기함으로써 평면에서 유향선분들의 덧셈과 곱셈을 복소수의 덧셈과 곱셈 규칙

과 응시켜 설명할 수 있었다.특히 평면에서 유향선분의 곱셈은 방향각의 합

이라는 내러티 를 통해 하게 설명될 수 있었다.그러나 이 내러티 에 기

반을 둔 기하학 담론은 3차원 벡터시스템에 한 담론을 형성하는 데 장애가

되기도 하 다.3차원 벡터시스템은 곱셈의 교환법칙이라는 수 담론의 루

틴을 변화시킴으로써 비약 인 발달을 이룰 수 있었다.더 나아가 곱셈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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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터 개념의 발달 과정 루틴의 특징 담론 변화
발 된

담론 창의성

음수의 제곱근 등장 거부
소 비교 규칙 유지

( 수 담론 고착)

 로 생성되는 2차원

벡터시스템을 기반으로

복소수를 수학 상으로 승인

소 비교 규칙의 포기

( 수 담론과 기하학

담론의 유연한 연결)

독창성

유연성

정교성
   로 생성되는 3차원

벡터시스템을 통해 공간의

수화 시도 실패

곱셈에 한 교환 법칙 유지

(기하학 담론 확장)
독창성

로 생성되는 3차원

벡터시스템을

통해 공간의 수화 성공

곱셈에 한 교환법칙 포기

(기하학 담론과 수

담론의 유연한 연결)

독창성

유연성

정교성

차원 벡터공간,

추상화된 벡터공간 도입

곱셈을 연산에서 배제

( 수 담론의 확장)

독창성

유연성

정교성

<표 Ⅲ-9>벡터 개념의 발달과정과 담론의 변화

하지 않는 일반 인 차원 공간 추상 인 벡터공간의 원소인 벡터 개념은

구조 상으로서의 상을 갖게 되었다.

벡터 개념의 역사 발달과정에 따른 담론의 특징 그 변화 과정에서 발

된 담론 창의성을 정리하면 <표 Ⅲ-9>와 같다.

이와 같이 벡터에 한 담론은 기존 담론에서 익숙하게 사용하던 단어나 시

각 매개체,승인된 내러티 ,그리고 의심 없이 반복 으로 용했던 루틴 등

과 단 하면서 새로운 담론의 특성들이 제시되는 독창성의 발 으로부터 발달

하기 시작되었다.그러나 익숙한 담론에서 벗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새로운 담론의 특성들을 받아들이기 해서 다양한 담론을 유연하게 이동하며

그 의미를 찾아가는 유연성과 함께,기존 담론에서의 루틴을 토 로 새로운 담

론의 특성을 설명하려는 정교화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즉 기존 담론에 익숙해

지는 것을 토 로 하여 새로운 담론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다.결과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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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담론을 토 로 하면서도 기존 담론에서 벗어나는 노력이 서로 상보 으

로 결합하여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는 에서 벡터 개념의 발달 과정은

담론 창의성의 발 과정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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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벡터 수업의 담론 창의성

이 장에서는 벡터 수업에서 수학 담론의 변화 과정을 통해 발 되는 수학

담론 창의성을 분석하고자 한다.특히 벡터 수업에서 형성되는 수학 담론

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기 해 Ⅱ장에서 제시한 삼면 분석과 논증 분석

도구를 사용할 것이다.앞의 Ⅲ장에서 벡터의 내 과 외 개념이 3차원 공간

에서 유향선분으로 표 된 두 벡터의 곱을 정의함으로써 새로운 수 체계

를 확립하려는 수학자들의 끈질긴 노력의 산물이었음을 확인하 다.특히 벡터

의 곱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기하학 담론과 산술 담론은 상보 으로 향

을 주고받으면서 담론의 변화를 이끌어 왔다.이 장에서는 벡터의 내 을 정의

하기 한 기하학 담론과 수 담론을 연결할 수 있는 벡터사 에 주목하

다.이는 벡터의 내 과 벡터사 이 기하학 담론과 산술 담론이 상보

으로 작용하며 발달한 담론 산물이기 때문이다.이 장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개의 로 이루어져 있다.

먼 1 에서는 수업에 참여한 교사와 학생의 특징과 연구자의 역할을 기술

하 다.이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수학 담론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

2 에서는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벡터의 내 에 하여 이미 형성하고 있

었던 수학 담론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이를 기반으로 벡터의 내 의 기하학

담론과 산술 담론을 연결하는 과정을 분석한다.3 에서는 벡터의 내 에

한 담론에서 벡터사 에 한 담론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해 자세히 기술

한다.특히 벡터사 에 한 담론의 형성 과정에서 단어의 용법,시각 매개

체,승인된 내러티 ,루틴 등이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본다.4 에서는 벡터사

을 사용하여 거리를 구하는 계산 차에 주목하는 담론에서 시작하여 정당

화 과정에서 암묵 으로 사용하던 근거에 한 담론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살

펴본다.마지막 5 에서는 벡터 수업의 담론 창의성 분석 결과에 해서 논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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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 방법

1.1사례 선정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수도권의 한 과학 재학교에서 2013년 2월부터 6월까지 이루어진

수업 찰을 토 로 하 다.이 수업을 진행한 교사는 수학 담론을 활성화하

려는 의지가 있었으며,본 연구에서 찰한 수업에서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하

다.이와 같은 연구 참여자의 선정은 연구의 목 에 맞는 가장 한 사례

를 선정하고,연구의 과 련된 상에 집 해야 한다는 사례 연구의 권고

에 따른 것이다(우정호 외,2006).

본 연구자는 수업을 찰하는 기간 동안 이루어진 모든 수업을 참 하 으

며,모든 수업을 비디오로 녹화하 다. 한 필요한 경우 참여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이 자료 본 연구에서 분석한 벡터 수업은 2013

년 2월에 실시된 수업이었다.이 수업은 수학 수업에서 담론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P교사의 실천이 막 시작되는 단계이며,학생들 역시 기존의 수업 방식에

서 새로운 수업 방식으로 변화하는 단계 다.

1.2연구 참여자

1.2.1참여 교사

수업을 진행한 P교사는 교직 경력이 8년차에 어든 40세 남교사이다.P교사

는 2012년 9월부터 동료 수학교사인 K교사,그리고 연구자와 함께 매주 서로의

수업을 참 하고 반성하는 모임에 참여해 왔다.이 모임에서는 강의 심의 수

업에서 탈피하고 수학 담론을 활성화하기 한 실천 방법을 모색하 다.

P교사는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고,동료의 수업을 찰한 후 서로의 수업 방

식에 해 논의하면서 수학 수업에 한 자신의 생각이 변화하 다고 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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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교사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수업시간에 이제 내가 애들한테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를 

미리 챙겨야 한다는 습관이 생겼어요. (중략) 

그다음에 애들 반응을 기다리는 게, 이제 조금, 제가 생각할 때 약간 길어졌어요.

(2012.11.22. P교사와의 면담 중에서)

특히 수업 논의 모임에 참여하기 에는 수업에서 다룰 교과 내용에 한 체

계 인 정리와 구조화에만 심을 가졌다면,모임에 참여한 이후부터 학생들에

게 의도 인 질문을 던지는 것,그리고 학생들의 반응을 기다려주는 것의 요

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이러한 P교사의 인식이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다.그것은 연구자가 본 연구의 수업 찰을 마무리하던 2013년 6월에 실

시한 P교사의 면담에서 확인할 수 있다.

P교사 수학이 재미있었으니까, 난 꿈이 되게 소박한 편이었거든 교사가 되면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 애들에게 그냥 가르쳐주면 애들이 쉽게 이해하고 굉장히 좋

아하더라고. 고등학교 때 특히! (중략) 

애들이 “되게 잘 가르쳐준다. 선생님이 해 준 것보다 더 쉽다.”고 막 이렇게 말해

주니까! 그게 사실 또래 학습의 효과라는 거겠지. 

(2013.06.10. P교사와의 면담 중에서)

P교사는 이 면담에서 고등학교 시 자신이 공부하면서 이해했던 것을 동료

들에게 설명해주었을 때,교사의 설명보다 더 쉽다고 좋아했던 친구들의 반응

에 해서 “ 래 학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수학 학습에 있어서 교사의 역

할 못지않게 동료의 역할이 요하다는 것을 경험에 기 하여 진술하고 있다.

P교사는 수학 학습과 련된 신념을 다음과 같이 표 하 다.

P교사 늘 내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사실 실력이 늘지, 듣고 있는 

애들은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것이 나의 지론이거든. 

(2013.06.10. P교사와의  면담 중에서)

P교사는 군가를 가르치기 해서 시도하는 사람의 “실력이 는다”고 표

하면서 수학학습에서 설명하기 는 말하기의 요성을 강조하 다. 군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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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을 듣기만 하는 것보다 자신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해 고민하고,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자신의 실력을 발 시킬 수 있는 요한

방법이라는 언 을 통해 수학 학습에서 담론을 활성화하는 것이 요하다는 P

교사의 신념을 엿볼 수 있다.

한편,P교사는 담론을 활성화하는 수업을 실천하면서 느 던 어려움과 보람

에 해서 다음과 같이 언 하 다.

P교사 토론하다가 내가 컨트롤도 못하고, “이게 뭐한 거야?”하면서 끝날 때가 제일 괴로

웠어. 애들의 표정이 보이거든. 애들은 그래도 ‘선생님은 알고 있겠지’하고 기 를 

했을 텐데, 선생님이 답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눈치 채면 허무해지고 허탈해지고, 

또 화를 낼 수도 있는 거야. 

(중략)

만족한 수업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이런 거야. 아이들하고 관계가 잘 

만들어지고, 애들이 교사를 신뢰하고, 교사도 애들을 신뢰하는 거지. “아! 애들이 

수업을 하려고 하는구나! 공부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관계가 형성되고 나서

부터는 서로 아주 좋은 상태에서 좋은 분위기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거지. 

(2013.06.10. 교사 면담 중에서)

P교사는 수업에서 이루어진 담론의 결과가 명쾌하게 정리되지 못하는 상황

에서 학생들이 교사도 명확한 답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해 걱정하

고 불안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미 정해진 답에 해서 교사가 학생들의

반응을 유도하는 방식의 수업과 달리 수학 담론을 활성화하는 수업의 경우

에는 정해진 정답이 없는 질문에 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

다.그러나 수학 수업에서 명확한 결론이 없이 종료되는 수학 담론은 참여하

는 학생 교사에게 부족함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한 P교사는

학생들이 교사를 신뢰하는 것이 수업을 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면

담을 통해 P교사는 수학 으로 명쾌한 답을 교사가 갖고 있을 것이라는 학생

들의 믿음이 교사를 신뢰하는 조건이 되고,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만족스러

운 수학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신념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

이상에서 살펴본 P교사의 수학 수업에 한 신념을 <표 Ⅳ-1>와 같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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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련 요소 교사의 신념

교수-학습 방법

듣는 사람보다 가르치는 사람이 실력이 는다.

직 정리하고 습하고 고민하는 순간에 실력이 는다.

교사의 설명보다 동료의 설명이 효과 이다

교사-학생 계 교사와 학생이 서로 신뢰해야 한다.

교사의 역할

수업시간에 해야 할 질문을 미리 선정한다.

학생이 반응할 때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 다.

수업 논의되는 주제에 해서 답을 갖고 있어야 한다.

<표 Ⅳ-1>P교사의 수학 수업에 한 신념

할 수 있다.

1.2.2참여 학생

이 장에서 분석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과학 재학교 3학년 남학생 10명

과 여학생 2명이다.이 학생들은 수학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간주된다.이

와 같이 수학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참여자로 선정한 것은 이들이 수학 수

업 상황에서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다른 담론을 하는 상황에서도 극

으로 담론에 참여할 수 있다고 단하 기 때문이다.본 연구의 이 담론의

변화 과정에서 발 되는 담론 창의성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극 인 담론 참

여가 이루어지는 수업을 사례로 선정할 필요가 있었다.이는 연구의 과

련된 상에 집 해야 한다는 질 연구의 권고를 따른 것이다(조용환,1999;

Strauss& Corbin,1998;Wolcott,1994).

참여 학생들은 모두 일반 고등학교 수 의 미 분학 벡터에 한 내용을

이미 학습한 상태 다.특히 벡터의 내 에 한 기하학 정의와 산술 정의

를 이미 알고 있었다. 한 학생들과의 면담을 통해 수학 시간에 토론식으로

수업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학생은 아무도 없었음을 확인하 다.참여 학생들

의 활동에 한 찰 면담을 토 로 각자의 특징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표

Ⅳ-2>와 같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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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학생
수업 참여 활동 찰 면담을 통해 확인한 특징

자신이 납득할 지 질  계속 하고, 용어의 의에 해 직  

의미를 추구하는 향이 강하며, 동료들에 의해 학  능 이 뛰어나다는 

인  고 있 . 그러나 자신의 아이 어를 표하는 상황에  간 과

 생략하며 논리  약이 심함

동료들의 아이 어나 의견에 해 극 로 참여하여 특히 토론 에 직

인 아이 어나 하학 인 근  종종 개진하면  토론이 활 하게 이

루어지는 데에 여함

지훈

습 과 를 아주 실하고 충실하게 행하며,  주 에 하여 근본

인 질  자주 하고 논리 이고 분 이며 한 풀이  표 능 이 

뛰어남

승훈

리 인 지식과 연결하여 생각하 를 좋아하며, 사  동료들의 명이나 

질 에 해  극 이고 즉각 인  해 로써 활 한 업  진

행하는 데에 여함

희

직 인 사고  분 인 근  연하게 시도하며, 토론 인 개 에 

한 시를 시하 고 노 하는 편이고,  극 로 자신의 의견  

개진함

민

강의식 업보다는 토론 업이 자신에게  맞다고 말하며, 업 에 동

료들의 언에 해 극 로 해 주고, 자신의 아이 어도  

극 로 개진함

민규

어 운 학 개 에 한 이해 이 동료들에 해 부족하다고 단하면  

토론 참여에  소극 이며, 동료들의 표나 토론 보다는 사의 명

이 더 많이 듣 를 원함

미
자  생각하고 를 해결하면  학공부를 해 왔 며, 학  좋아함. 

그러나 업 에 자신의 의견  말하는 것에 소극 이며 조용한 격임

노트 리를 아주 잘하고 습 과 를 상당히 극 로 행함. 그러나 

업 에  자신의 의견  하 보다는 잘 듣는 편이며, 사에 의해 

지명이 는 경우에만 언  함

승

동료들의 아이 어나 사의 언에 해  극 로 하고, 자신의 

아이 어를 하는 편이며, 사가 학 로 뛰어난 능  갖고 있다

고 인 함

민국
업 에 동료의 표나 의견에 해  근본 인 질  자주 하며, 특히 

암 로 가 하는 에 해  질  많이 함

사의 지명에 의해 표 회가 주어진 경우에만 언  하는 편 로 

 소극 로 업에 참여함

<표 Ⅳ-2>참여 학생들의 특징

11)연구 윤리에 의거하여 학생들의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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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연구자의 역할

본 연구자는 수학교육을 공하는 박사 과정의 연구생이자 참여 학생들이 속

한 학교의 수학교사이기도 하다.따라서 본 연구자가 수업을 참 하는 것에

해서 참여 학생들은 어색함이나 거부감을 갖지 않았다.

연구자는 본 연구를 본격 으로 수행하기 6개월 에 P교사 다른 동료 교

사인 K교사와 함께 서로의 수업을 공개하고 반성하는 모임을 만들었으며,이

모임을 통해 P교사의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를 진하는 수업에 한 실천 의

지를 확인하 다.P교사와 연구자는 강의식으로 진행해 오던 미 분학Ⅱ 수업

을 수학 담론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합의하 고,이를 해 습

과 질문,토론으로 이어지는 수업 방식을 설계하 다.

P교사가 진행한 수업은 정규수업이었기 때문에 연구자는 수업 도 P교사나

학생들의 화에 개입하지 않았다.특히 수업 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에 한

단은 으로 P교사가 내리도록 하 다.수업 참여 학생 P교사의 발

언이나 행동에 해서 연구자가 의문 이 생겼을 경우에는 수업이 종료된 후

에 별도의 면담을 수행하여 확인하 다.

다음 부터는 본격 으로 참여 교실에서 형성된 벡터에 한 수학 담론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벡터의 내 에 한 수학 담론의 창의성

2.1벡터의 내 에 한 산술 담론

본 연구에서 찰한 수업의 목표는 ‘벡터사 을 이용하여 공간에서 거리 구

하기’다.학생들은 오래 에 벡터의 내 에 한 정의를 학습하 다.따라서

P교사는 벡터의 내 에 하여 교실에서 이미 형성되어 있는 수학 담론이

무엇인지 간단히 확인하면서 수업을 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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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 Ⅳ-1.벡터의 내 -1>

201a 교사 벡터의 내적에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한 번 생각해볼까요? 

201a' (칠판에 ‘벡터의 내적’이라고 쓴다.)

201b 내적이 뭔지 한 번, 누가 얘기해 볼 사람?

202 학생들 (4초간 침묵; 교재를 펼친다) 

203a 교사 쉽게 그냥 평면벡터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203a' (칠판에 ‘   ,    ’이라고 쓴다.)

203b 이 두 개의 내적을 여러분들 어떻게 구하죠?

204 승훈 각각의 성분을 곱해서

205a 교사 그렇게 하죠? 그죠?

205a' (칠판에 ‘·    ’이라고 쓴다.)

205b (칠판 중앙으로 이동하여 학생들을 본다)

206 학생들 (3초간 침묵; 동의하는 듯 끄덕임)

벡터의 내 의 의미를 묻는 <에피소드 Ⅳ-1>에서 교사의 첫 질문은 “내 이

뭔지”(201b)얘기해 달라는 요구 다.그러나 이 질문에 학생들은 침묵(202)으로

반응하 다12).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질문의 의도를 악하지 못하여 당황하

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 다.이러한 해석에 따라 학생들이 벡터의 내 에 한

담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각 매개체를 제시하고 질문도 변형하 다.

벡터의 내 은 두 벡터라는 수학 상에 하여 수행하는 특수한 곱셈 규

칙을 상화한 것으로,Sfard(2008)에 따르면 벡터의 곱셈 규칙에 한 메타 담

론 산물이다.따라서 내 이 무엇인지 말하기 해서는 특수한 곱셈 규칙과

그 규칙을 용하는 상인 두 벡터가 필요하다.다시 말해 벡터의 내 에

해 사고하고 의사소통하기 한 수학 담론을 형성하기 해서 공동체가 함

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각 매개체가 필요한 것이다.벡터를 나타내는 시각

매개체는 [그림 Ⅳ-1],[그림 Ⅳ-2]와 같이 유향선분 는 치벡터의 좌표 형

식으로 다르게 제시될 수 있다(Sierpinska,2002).

12)침묵은 비언어 인 의사표 행 로 볼 수 있으며,수업과 같은 공 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다양

한 의미로 해석된다. 를 들어,담론에 극 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경우에 심사숙고나

경청 등으로 해석되며,담론에 소극 으로 참여하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의미로는 무지,무 심,당

황,마음 숨기기 등으로 해석되기도 한다(장 희,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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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유향선분 [그림 Ⅳ-2] 치벡터

이 두 시각 매개체 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담론이

형성된다.<에피소드 Ⅳ-1>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처음 제시한 표 형식은

치벡터의 좌표 형식이었다.두 “평면 벡터    ,   ”를 기록하

여 보여 으로써 학생들이 담론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각 매개체로 치벡터

를 제시하 으며,질문의 형태도 “내 이 뭔지”에서 “내 을 어떻게 구하

죠?”(203b)로 바꾸었다.

치벡터의 좌표라는 시각 매개체가 제시되자 학생들은 이 과 달리 침묵

에서 벗어나 벡터의 내 을 계산하는 차를 설명하는 산술 담론에 참여하

기 시작하 다.“각 성분을 곱해서”(204)라는 승훈의 반응은 벡터의 내 에

한 산술 담론에서의 ‘내러티 ’로 해석할 수 있다(<표 Ⅲ-8>참조).즉 치

벡터로 표 된 두 벡터의 내 을 구하는 차에 해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는 승훈의 내러티 를 상징 기호로 변환하여 칠 에 기록(205a')해 으

로써 교실 공동체가 내 에 한 산술 담론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었다.교실의 모든 학생들은 승훈의 내러티 에 해 별도의 근거를 요구하

거나 반박하지 않았다.따라서 치벡터의 성분을 이용하여 벡터의 내 을 구

하는 내러티 에 입각한 산술 담론은 교실 공동체 내에 자연스럽게 형성되

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내 의 산술 정의가 교실 공동체에서 승인된 내러티 로 간주됨에도 불구

하고,교사의 처음 질문에 학생들이 침묵으로 반응하 다는 을 유의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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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교사는 학생들의 침묵을 자신의 의도를 충분히 악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

하 다.따라서 학생들이 벡터의 내 에 한 담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각

매개체를 제공하고 질문의 형식도 바꾸었다.

그 다면 두 번째 질문(203b)과 첫 번째 질문(201b)은 동일한 의도를 가진 질

문으로 볼 수 있는가?특정한 순간의 발언의 의도는 그 순간에 표명된 으

로만 악할 수는 없으며 화의 후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화 참여자들의

발언의 의도를 악하는 것은 어떤 일 된 담론의 상을 서로 공유하며 효과

으로 의사소통하는지를 악하는 데 있어서 필수 인 과정이다.따라서 <에

피소드 Ⅳ-1>에 한 분석을 시도하 으며,그 결과는 [그림 Ⅳ-3]과 같

다.

교사의 학생들(승훈)의

표명된 수반된 의도된 표명된 수반된 의도된

[201] 벡터의

내

내 의 의미

(?)

[202]침묵 교재를 펼침 교사 질문 의

도 악

[203] 내 을

어떻게 구하

죠?

u

v

내 의 산술

정의

[204] 각각의

성분을 곱해

서

 내 의 산술

정의

[205]그 게

하죠!

u⋅v


내 의 산술

정의

[206]침묵 끄덕임

u⋅v


내 의 산술

정의

[그림 Ⅳ-3]<에피소드 Ⅳ-1>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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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에서 제시한 분석을 통해 학생들이 교사의 첫 번째 질문의

의도를 충분히 악하기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벡터의 내 이라는 용어는

수 담론―산술 담론과 구조 담론을 포함―에서 뿐만 아니라 기하학

담론 그리고 수학 외 인 물리 담론에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맥락

에서 내 의 의미를 말해야 할지 단하기 힘들다.학생들의 침묵은 바로 교사

의 질문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이 침

묵에 한 반응으로 치벡터라는 시각 매개체를 제공하는 교사의 행동은

벡터에 한 산술 담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이러한 상호작용 과정

을 통해 교사의 처음 질문(“내 인 뭔지”)이 의도했던 이 벡터의 내 에

한 산술 정의를 확인하고자 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그러나 이후

<에피소드 Ⅳ-2>에서 언 된 교사의 질문은 벡터의 내 에 한 산술 정의

를 확인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보여 다.다음 에서 이를 확인할 것이다.

2.2벡터의 내 에 한 기하학 담론

벡터의 내 을 수 인 연산의 수행 차로만 간주하고 그 속에 내재된 기

하학 의미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벡터의 내 이 갖는 의미를 충분히 악했

다고 볼 수 없다(이지 ,홍갑주,2008).두 벡터의 같은 성분을 곱하고 그 결과

를 더하여 벡터의 내 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교실 공동체에서 승인된 내러티

로 확인되었지만,교사는 이러한 산술 정의를 확인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

았다.

<에피소드 Ⅳ-2.벡터의 내 -2>

207 교사 그럼 내적이라는 걸 왜 만들었을까요?

208 학생들 (4초간 침묵)

209 승훈 물리에서 쓸려고요

210a 교사 물리에서 쓸려고 만들었겠지. 그치?

210b (승훈을 보며 웃음)허허, 물리에서 언제 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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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승훈 일의 양을 구할 때,

212 교사 승훈이가 지금 뭐라고 했는지 잘 들었나요? 다?

213 학생들 네(고개를 끄덕임) 

<에피소드 Ⅳ-2>에서 내 을 왜 만들었는지 묻는 교사의 질문이 이어진다.

이 질문을 통해서 <에피소드 Ⅳ-1>의 “내 이 뭔지”라는 첫 질문의 의도를

악할 수 있었다.교사는 벡터의 내 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함

으로써 학생들에게 그 의미를 이해시키고자 했던 것이다.이러한 교사의 의도

는 의미가 그 사용에 있다는 Wittgenstein(2011)의 주장과 연결된다.

“내 이라는 것을 왜 만들었을까요?”(207)라는 질문은 담론의 을 내 을

계산하는 산술 차에서 내 이 사용되는 맥락에 한 논의로 변화하도록

만들었다.<에피소드 Ⅳ-2>에 한 분석은 [그림 Ⅳ-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교사의 학생들(승훈)의

표명된 수반된 의도된 표명된 수반된 의도된

[207] 내 을

왜 만들었을까?

내 의 기하

학 의미

[208]침묵 ?

[209] 물리에

서 쓸려고

내 의 물리

의미

[210] 물리에

서 언제 쓰지?

승훈의 발언

(209)

내 의 기하

학 의미

[211]일의 양

을 구할 때

내 의 물리

의미

[212]지 뭐

라고 했는지

다 들었나요?

일의 양(211) 내 의 물리

의미 확인

[213]네 끄덕임

(211)

내 의 물리

의미

[그림 Ⅳ-4]<에피소드 Ⅳ-2>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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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석을 통해 벡터의 내 이 무엇인지라는 교사의 처음 질문의 의도

가 산술 담론보다는 물리 상황을 토 로 수학화하는 기하학 담론을 확

인하는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교사는 “일의 양을 구할 때”(211)벡터의 내

이 사용된다는 승훈의 진술에 해 교실의 다른 학생들이 이를 승인하는지

확인(212,213)하고 있다.이를 토 로 교사는 [그림 Ⅳ-5]의 내용을 칠 에 기록

하며 힘의 방향과 물체가 이동한 방향이 서로 다를 때,‘힘이 물체에 해서 작

용한 일의 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벡터의 내 이라는 개념의 시작이었다고

진술하 다.







일의 양 = ×cos×

[그림 Ⅳ-5]일의 양으로서의 벡터의 내

교사는 벡터의 내 개념이 물리에서 일의 양을 구하는 상황으로부터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하 다.교사의 설명을 토 로 하면 벡터의 내 의 정의는 다음

과 같이 기하학 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    로 정사 크 ×  크 

 cos

실제로 「고등학교 기하와 벡터」 교과서에서는 기하학 담론에서의 내러

티 와 시각 매개체를 사용하여 두 평면벡터의 내 을 [그림 Ⅳ-6]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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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고 있다.

<평면벡터의 내 >

두 벡터  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일 때,

⋅ cos

<평면벡터의 내 >

벡터가 아닌 두 평면벡터 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  ≤ )일

때,

⋅ cos

[그림 Ⅳ-6]평면벡터의 내 의 정의(우정호 외,2014;이 열 외,2014)

벡터의 내 에 한 기하학 담론의 결과로 제시되고 있는 내러티 인

‘⋅ cos’은 실제로 두 벡터의 크기와 두 벡터 사이의 각이 주어진 경우

내 을 계산하기 해 사용되고 있었다.그러나 이 표 자체는 한 벡터가 다

른 벡터에 하여 한 일의 양이라는 의미를 직 으로 나타내지 못한다.오히

려 [그림 Ⅳ-5]에서 교사가 제시한 표 인 ‘×cos×’이 두 벡터의 내

에 한 기하학 의미를 충실히 반 한 표 이다.이러한 내 의 기하학

의미가 <에피소드 Ⅳ-1>에서 교사가 언 했던 첫 질문인 “내 이 뭔지”에

해 학생들이 답해주길 기 했던 이었다.참여 학생들은 이미 1학년 과정

에서 내 의 기하학 정의를 학습하 기 때문에,교사가 이 표 을 제시하

을 때 아무런 도 이 없이 자연스럽게 승인하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을 포함하여 벡터의 내 에 하여 교실 공동체에서 이미 형성되

어 있던 수학 담론의 특성을 확인하면 <표 Ⅳ-3>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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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의 유형 산술 담론 기하학 담론

사용된 단어 벡터의 내 벡터의 내

시각 매개체  , 
 



내러티

 ⋅ 

  

같은 (방향)성분끼리의 곱

한 값들의 합

⋅ cos

의 방향 성분의 크기와

의 크기의 곱

루틴

산술 인 연산의 규칙성(교

환법칙,결합법칙,분배법칙)

유지

같은 방향의 두 선분을 곱한

것은 실수(스칼라)라는 규칙

유지

<표 Ⅳ-3>벡터의 내 에 하여 이미 형성된 수학 담론

2.3내 의 산술 담론과 기하학 담론의 연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이미 벡터의 내 에 하여

두 가지 서로 다른 담론,즉 산술 담론과 기하학 담론에 익숙한 상태 다.

교사는 이 두 담론이 교실 공동체에서 이미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이를

연결하기 해 시도하 다.

<에피소드 Ⅳ-3.내 에 한 두 담론의 연결>

233a 교사 이제, 그럼 뭐, 당연히, 이것을 우리가 좌표평면에서 벡터의 성분으로 표현했

을 때 어떻게 되는지(확인해 봐야죠.)

233b 방금 한 얘기처럼, u를 v에다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보면?  

<에피소드 Ⅳ-3>에서 교사는 기하학 담론과 산술 담론에서 내 의 정

의가 서로 동치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언 하면서 두 담론을 연

결시키려고 시도한다.이제 담론의 이 서로 다른 담론에서 정의된 벡터의

내 이 과연 같은 상을 나타내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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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코사인 법칙을 사용한 연결

교사는 기하학 담론과 산술 담론에서 서로 다른 형식으로 표 되는 두

벡터의 내 의 정의를 서로 연결하려고 시도하 다.이를 해 기하학 담론

에서의 내 의 정의 표 인 ‘⋅ cos’을 두 치벡터 ‘  ’와

‘  ’의 성분을 이용하여 표 한 ‘⋅ ’로 변형하는 방법에

해서 질문하 다.교사의 강의 노트와 수업 이루어진 화를 토 로 교사

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 ‘벡터의 크기’를 성분으로 표 할 수 있다는 것과

삼각형에서 ‘코사인법칙’이 성립한다는 두 가지 승인된 내러티 를 사용하여

변형하는 략을 계획하고 있었다.이러한 교사의 계획을 [그림 Ⅳ-7]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두 벡터 의 끝 점을 잇는 벡터를  라 하면, 세 벡터    의 크기는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정의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두 벡터 가 이루는 각을 라고 하면, 세 벡터  로 이루어진 삼각형에 코사

인법칙을 적용하여 다음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cos    (**)

한편, 벡터의 내적의 기하학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 cos                   (***) 

이제 (***)을 (**)에 입하여 정리하면 다음이 성립한다.

⋅

     
        (****) 

두 벡터 의 내적 ∘ 가 세 벡터    의 크기로 표현되었으므로, 각 벡터

의 크기를 성분으로 표현한 식 (*)을 (****)에 입하여 정리하면 다음을 얻을 수 있다.

⋅  

따라서 벡터의 내적에 한 기하학적 정의로부터 산술적 정의가 유도된다. 

[그림 Ⅳ-7]내 의 산술 정의 유도를 한 교사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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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자신의 교수계획에 따라 코사인 법칙을 의도하면서 [그림 Ⅳ-8]과 같

이 시각 매개체를 제시하 고 학생들에게 기하학 담론에서 정의된 벡터의

내 을 산술 담론에서의 정의로 변환하도록 요구하 다.

[그림 Ⅳ-8]내 의 산술 정의

유도를 한 시각 매개체

교사의 략에는 cos의 값을 직 구하지 않고 내 을 성분으로 표 하는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다.즉,기하학 담론에서 두 벡터의 내 을

⋅ cos의 형태로 정의하며,코사인 법칙을 표 한 식

       cos

에서 cos가 포함된 항이 나타나므로,cos의 값을 직 성분으로 나타낼

필요 없이 cos부분을 내 기호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간 계산의 번거

로움 없이 벡터의 내 을 성분으로 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3.2탄젠트 합/차 공식을 사용한 연결

교사는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여 벡터의 내 에 한 기하학 담론에서 산술

담론으로 변환하고자 하 다.그러나 교사가 제시했던 시각 매개체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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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상치 못한 반응이 제기되었다.기 이라는 학생으로부터 cos의 값 자체

를 성분으로 표 하여 벡터의 내 의 기하학 정의를 산술 정의로 변환하

려는 아이디어가 제시된 것이다.기 의 이러한 내러티 는 교사가 제시한 시

각 매개체의 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이것은 <에피소드 Ⅳ-4>에서 확

인할 수 있다.

<에피소드 Ⅳ-4.탄젠트 합/차 공식에 의한 연결>

236 교사 코사인 값은 어떻게 구하지? 

237 학생들 (3초간 침묵)

238 교사 코사인? 이것의 코사인?

239 기광 탄젠트 값을 구해서

240 교사 응?

241 기광  tan  sec  공식으로 구하면 될 것 같아요!

242 교사 이것의 탄젠트를 어떻게 구하지 그러면?

243a 기광 (를 가리키며)이 기울기를 알고, (를 가리키며)이 기울기를 아니까, 

243b 탄젠트 합/차 공식으로!

244 교사 아~13) 이 각에서 이 각을 빼서?

245 기광 예

246 교사 어(4초간 침묵: 머뭇거림) [예(고개를 끄덕임)

247 지훈                         [14)코사인 제2법칙!  

248a 교사 코사인 제2법칙!(지훈을 가리키며)

248b 좀 더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이죠.

249 학생들 (고개를 끄덕인다)

250 기광 (부끄럽게 웃으며 옆 동료를 바라본다)

251 학생들 하하하 (기광을 보며 크게 웃는다)

252a 교사 기광이가 말한 건 굉장히 기교~가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잘했습니다.

252b 보통 코사인 제2법칙을 많이 쓰지. 그치?

252c 역시 우리(기광을 가리키며) 초등학교 일학년 때부터 수학을 해가지고~

253 학생들 하하하(웃음)

254 교사 둘 다 좋은 것 같아. 

13)기호 ‘～’는 발언이 길게 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14)기호 ‘[’는 발언이 동시에 이루어짐을 의미한다.즉 246행의 교사의 발언 “ ”와 247행의 지훈의

발언 “코사인 제 2법칙”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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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그림 Ⅳ-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벡터   와
  의

크기를 각각   ,  로 기록하 고,와 가 이루는 각

을 로 표 하면서 학생들이 주목할 수 있는 시각 매개체를 제시하 다.

이 시각 매개체와 함께 “cos의 값을 어떻게 구하는지”(236)라는 교사의 질

문이 제시되자 기 은 “탄젠트 값을 구해서”(239)라고 말하며 교사의 의도와는

다른 략을 제시하 다.<에피소드 Ⅳ-4>의 반에 이루어진 교사와 기 의

화에 한 분석을 [그림 Ⅳ-9]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교사의 기 의

표명된 수반된 의도된 표명된 수반된 의도된

[236] 코사인

값은 어떻게

구하지?

cos

(코사인법칙)

코사인 법칙

을 통한 내

의 산술 정

의 유도

[239] 탄젠트

값을 구해서

tan 탄젠트 합/차

공식을 통한

내 의 산술

정의 유도

[240]응? tan

(239행)

기 의 의도

된 확인

하기(정당화

요구)

[그림 Ⅳ-9]<에피소드 Ⅳ-4>의 분석

[그림 Ⅳ-9]에 제시된 분석에서 기 의 의도된 은 <에피소드 Ⅳ

-4>에 제시된 반 인 화 과정을 통해서 연구자가 추론해 낸 것이다.이러

한 추론이 가능했던 이유는 탄젠트를 이용하여 코사인을 구할 수 있다는 발언

에 해 교사가 지속 으로 질문을 하면서 기 의 내러티 에 한 정당화 과

정을 확인하 기 때문이다.코사인 법칙을 통하여 내 의 산술 정의를 유도

하려고 했던 교사의 의도와 달리 새로운 내러티 가 기 에게서 제시되면서

순간 으로 의사소통 갈등 상황이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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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상과는 다른 내러티 의 출 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기 의 발언을

무시하지 않았으며 추가 질문을 통해 기 의 내러티 가 정당화될 수 있는 기

회를 만들고 있었다.기 은 교사의 계속되는 질문에 탄젠트의 값을 이용하여

코사인의 값을 구할 수 있으며,탄젠트의 값은 주어진 두 벡터 와 로 표 되

는 유향선분의 기울기를 이용하여 탄젠트 합/차 공식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고 정당화하 다.교사와 기 의 화를 토 로 기 의 정당화 과정을 분석하

면 <표 Ⅳ-4>와 같다.

논증 요소 내용

자료
[그림 Ⅳ-8]에서 교사가 제시한 시각 매개체

  ,
  ,는

와 가 이루는 각

근거

하

논증1

자료 tan

근거  tan  sec cos



주장 cos의 값은 tan를 통해 구할 수 있다 :①

하

논증2

자료 탄젠트 합/차 공식(tan    tantan

tan tan
)

근거

   이고,tan는 의 기울기(


),tan는 

의 기울기(


)이므로

주장 tan는 탄젠트 합/차 공식으로 구할 수 있다 :②

주장
①과 ②로부터 cos를 와 의 성분을 사용하여

표 할 수 있다.

<표 Ⅳ-4>내 의 산술 정의를 유도하는 기 의 논증 분석

<표 Ⅳ-4>에서 제시한 논증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기 이 제시한

아이디어는 수학 으로 타당한 방법이었다.교사가 계획했던 아이디어는 두 벡

터  와 끝 을 잇는 선분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에서 코사인법칙이라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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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티 를 활용하는 략이다.이와 달리 기 의 아이디어는 주어진 벡터의 방

향을 나타내는 직선의 기울기를 치벡터의 성분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토 로 탄젠트 합/차 공식이라는 내러티 를 이용하는 략이다.

<표 Ⅳ-4>의 논증 분석을 토 로 탄젠트 합/차 공식을 사용하여 벡터의 내

에 한 기하학 담론을 산술 담론으로 변형하는 기 의 내러티 를 재

구성하면 [그림 Ⅳ-10]과 같다.

두 벡터  를 방향벡터로 갖는 직선의 기울기(243a)를 그 직선이 축과 이루는 각에 

하여 tan값을 이용하여 나타내면

tan  


, tan  


 

이다. 두 벡터 가 이루는 각을 라 하면    이므로, 

"탄젠트 합차 공식"(243b)을 적용하면, 

tan  tan   tantan

tan tan
 

  
  

이다. 이 때, 삼각함수의 관계식 “ tan  sec ”(241)에 의해서 

cos  tan




 
 

 
 

  


이 성립한다. 따라서 cos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os     
 

이 사실로부터 벡터의 내적의 기하학적 정의를 산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림 Ⅳ-10]내 의 산술 정의 유도를 한 기 의 내러티

[그림 Ⅳ-10]에서 재구성된 기 의 아이디어는 교실 공동체의 다른 학생들이

일반 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아니었다.따라서 <에피소드 Ⅳ-4>에서 볼 수 있

는 것처럼 교사는 기 의 주장에 한 근거를 요구하 고,기 이 그 근거를

말하면 다시 그 답에 한 근거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24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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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의 내러티 에 하여 정당화를 요구하는 교사의 질문은 미리 정해진 답

에 한 학생들의 반응을 요구하는 ‘일문일답식 수업’(Dillon,1997)에서의 일반

인 교사의 질문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에피소드 Ⅳ-4>에서 교사의

질문은 자신이 생각한 답으로 학생들의 반응을 유도하기 한 질문이라기보다

는 학생의 아이디어가 수학 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악하기 한 질

문이었다.기 은 교사의 질문에 하게 답하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상

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한편,기 의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확인하는 마지막 행에서 교사가 짧은 순

간 머뭇거리는 상황이 포착되었다(246a).교사의 이 행동은 기 의 아이디어가

교실 공동체에서 일반 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아니며,교사가 의도한 방

법도 아니었음을 말해 다.비록 교사가 탄젠트 합/차 공식을 사용하는 기 의

아이디어를 “기교 있는 좋은 방법”(252a)이라고 평가하 지만,더 이상 기 의

내러티 를 발 시키지는 않았다.

이에 비해 교사는 “코사인 제2법칙”(247)이라는 지훈의 짧은 발언을 특별한

정당화 요구 없이 바로 승인하고 있었다(248a).학생들은 교사가 기 의 발언에

해 정당화를 요구했던 것과 달리 지훈의 발언에 해 곧바로 승인하는 반응

을 보이자 기 을 향해 웃는 반응을 보 다.이 반응을 통해 두 내러티 에

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간 으로 확인할 수 있다.코사인 값을 구

하기 해 탄젠트 값을 알아야 하고,다시 그 값을 구하기 해 기울기를 비교

해야 하는 기 의 내러티 에 비해 코사인법칙을 사용하여 산술 으로 간단하

게 변환되는 지훈의 내러티 가 교실 공동체에서 승인되고 있는 것이다.

탄젠트 합/차 공식을 사용하는 기 의 내러티 는 교사의 질문에 한 답

형식의 정당화를 통해 수학 으로는 타당한 것으로 승인되었지만 일반 인 내

러티 로 승인되지 않은 것이다.이와 련하여 참여 교실의 학생들은 수학

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교 있는 략과 일반 으로 사용되는 효율 인 략

에서 효율 인 략을 선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이들은 벡터의 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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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하학 정의를 산술 정의로 변환하기 해 <에피소드 Ⅳ-4>에서 제

기된 두 아이디어 에서 코사인법칙을 사용하는 내러티 를 더 효율 인 것

으로 단하고 있는 것이다.교실 공동체의 이러한 단에 해 기 도 바로

동의하 으며,이후 수업의 담론은 지훈이 제기한 코사인 법칙에 한 담론으

로 이어졌다.

특정한 상에 한 담론에서 문가라고 인정되는 참여자는 그 담론에서의

일반 인 루틴에 익숙하다.반면 담론의 신참자는 그 루틴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따라서 동일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서로 다른 내러티 에서 어느 것이

더 효율 인지는 참여자들이 직 검토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제시된 내

러티 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특정 상에 하여 반복 으로 행동하던 기존

루틴보다 더 효율 인 루틴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기 의 아이디어에

해 교사가 기교 있는 방법이라고 평가한 것은 일반 인 것이 아니라는 에서

독창성이 발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코사인 법칙과 탄젠트 합/차 공식을 사용하는 두 내러티 에서 어

느 것이 더 기교가 필요한 것인지 단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벡터의 내 에 한 기하학 정의에서 제시되는 공식인 cos을

산술 인 정의로 바꾸기 해서는 ,,cos를 각각 성분으로 표 하기

한 과정이 요구된다.따라서 이미 ,를 성분으로 표 하는 방법을 알고 있

다면,cos의 값만 성분으로 표 하기 한 내러티 를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

러운 행동이다.이와 달리 삼각형에서 코사인법칙

       cos

을 사용하는 아이디어는 cos로 표 된 항이 내 의 기하학 정의 표

과 동일함을 통찰해내고,이를 내 표 식(⋅)으로 바꾸는 략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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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 창의성의

요소
담론 참여 활동

독창성
탄젠트 합/차 공식을 이용하여 cos를 성분으로 표 하기

(기 )

유연성

코사인 법칙을 통한 내 의 기하학 담론과 산술 담론의

연결이라는 고정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교사)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아이디어와 탄젠트 합/차 공식을

사용하는 아이디어 비교하기(발 되지 못함)

정교성
교사의 질문에 해 암묵 인 근거들을 제시하며 새로운 내

러티 를 공동체가 승인할 수 있도록 표 하기(기 ,교사)

<표 Ⅳ-5>벡터의 내 의 산술 정의 유도과정에서 발 된 담론 창의성

고 있다.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여 내 의 산술 정의를

유도하는 것이 더 기교 있는 방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학교 수학에서 다루어지는 담론에서의 일반 인 루틴은 수학 지식의 발달

과정에서 논의된 많은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그 에서 선택하여 정교화한 규

칙이다.따라서 교과서에 제시된 내러티 나 교사가 설명하는 아이디어는 여러

내러티 들 에서 가장 효율 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Tall(2003)은 이미

만들어진 공식화된 차를 수행하는 것만으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지식을 이용

하여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유형의 문제를 유연한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방법

지식,즉 수학자들의 연구방법을 잘 알지 못하게 된다고 지 한다.따라서

일반 으로 알려진 루틴과는 다른 방법이 제시되었을 때,그 아이디어를 검토

하는 것은 오히려 일반 인 루틴이 갖는 규칙과 가치의 요성을 확인할 수 있

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 까지 살펴 본 벡터의 내 에 한 기하학 담론과 산술 담론을 연결

하는 과정에서 기 과 교사가 형성한 수학 담론에서 발 된 수학 창의성

의 요소를 분석하면 <표 Ⅳ-5>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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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터의 내 에 한 기하학 인 담론과 산술 담론을 연결하기 한 교사와

기 의 아이디어는 모두 삼각함수에 하여 승인된 내러티 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즉, 재 벡터의 내 에 한 수업의 담론에서는 기하학 담론에서 시작

하여 산술 담론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삼각함수 련 지식은 두 담론을 연

결하는 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4벡터의 곱셈에 한 담론의 발달 가능성과 한계

벡터의 내 에 한 산술 담론과 기하학 담론을 연결한 후 교사는 벡터

의 외 이 무엇인지 물으며 학생들이 이미 형성하고 있는 외 에 한 수학

담론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하 다.이 때,‘내 ’과 ‘외 ’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여 정의를 표 한 이유에 한 질문이 제기되었다.<에피소드 Ⅳ-5>는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내 과 외 의 의미에 한 교실의 수학 담론이 형성

되는 과정을 보여 다.

<에피소드 Ⅳ-5.벡터의 내 과 외 이라는 용어>

520 승훈 선생님, 근데 왜, 외적이 외적이고, 내적이 내적이에요? 진짜?

521 교사 왜 그렇게 되냐고?

522 승훈 예

523 민국 외적은 벡터니까

524a 교사 내적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글쎄 우리말로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524b inner product 또는 dot product라고 하고

525 민국 확실히 내적은 뭔가 안쪽으로 가는 느낌이 있어.

526 준민 허~ 하하

(중략)

532 현승 내적은 inner product를 번역한 거고, 외적은 outer product를 번역한 거지 

(웃음)

533a 준민 내적하면 같은 평면 범위 안에 있는데, 

533b 외적하면 (손을 위로 향하며) 벗어나니까~

534 기광 [스칼라잖아 내적은

535a 교사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그렇죠? 

535b 내적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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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c 아! 내적은 좀 있다 얘기하고! 

536 기광 (준민을 보고 웃으며) 내적하면 스칼라!

537 준민 그렇네

538a 교사 외적을 하면, 두 벡터가 속해있는 평면 밖으로 나가버리지, 그치?

538b 외적은 보통 삼차원에서 우리가 하니까, 일차독립인 두 벡터가 있을 때, 이 

두 개가 결정해주는 어떤 평면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538c 평면에 수직인 벡터를 찾는 거기 때문에, 말이 다 나왔는데, 그래서 만든 건

데,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집합 밖에 있다 해서 외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

아.

538d 아주 좋은 얘기야.

538e 내적은 결과가 스칼라인데 안에 있는 것은 아니죠. 

<에피소드 Ⅳ-5>에서 승훈은 “왜 외 이 외 이고 내 이 내 인지”(520)

라는 말하며 공간에서 두 벡터를 곱하는 서로 다른 방법을 각각 내 과 외 이

라고 부르는 이유에 해서 의문을 제기하 다.승훈은 두 벡터의 내 과 외

을 구하는 계산 차를 아는 것과 그 용어의 이름 정의의 의미를 아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라는 을 인식하고 있었다.이 질문을 통해 수학의 역사에서

벡터의 내 과 외 에 해 나타났던 수학 담론이 수업에서도 재 되는 것

으로 보 다.즉 수학에서 특정한 상에 한 조작이나 연산 행동을 특정 용

어로 정의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규칙에 한 담론이 수업 에도 충분

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승훈의 질문에 하여 각자 자신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표 하 다.민국은 “내 은 뭔가 안쪽으로 가는 느낌이 있어”(525)

라고 말하며 내 이라는 말의 직 의미를 떠올렸다. 승은 내 과 외 이

라는 용어는 어 표 의 우리말 “번역”(532)일 뿐이라고 주장하 다.한편,

민은 외 의 결과가 두 벡터가 이루는 평면 밖으로 “벗어나니까”(533b)고 말하

며 외 이라는 용어의 직 인 이미지와 연결하 다.

<에피소드 Ⅳ-5>에서 담론의 상이 되고 있는 내 과 외 에 한 참여자

의 발언에 해 분석을 해 보면 [그림 Ⅳ-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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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과 외 에 한 참여자들의

화자 표명된 수반된 의도된

승훈
[520]왜 외 이 외 이고,내 이

내 이에요?
외 ,내

외 과 내 이라는 용어의 의미 혹

은 역사 인 기원

민국

[523]외 은 벡터니까

[525]내 은 원가 안쪽으로 가는

느낌이 있어

외 ,벡터

내 ,안쪽(사 )

외 의 계산 결과는 벡터

내 은 두 벡터를 같은 방향으로

사 하여 곱하는 것

교사
[524]내 은 우리말로는 어떻게 된

건지,innerproduct,dotproduct

innerproduct,

dotproduct
단어 자체의 번역과정

승
[532]내 은 innerproduct의 번역

외 은 outerproduct의 번역

내 ,외 ,

innerproduct,

outerproduct

내 과 외 은 어로 된 용어의

단순 번역

민
[533]내 하면 같은 평면 범 안

에,외 하면 벗어나니까

두 벡터가 이루

는 평면,

그 평면에 수직

인 벡터

내 은 (두 벡터가 이루는)평면을

벗어나지 않음,외 은 평면에 수직

인 방향으로 벗어남.

기 [534]스칼라잖아 내 은. 내 계산 결과
내 의 결과는 같은 평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칼라가 됨.

[그림 Ⅳ-11]<에피소드 Ⅳ-5>에 한 분석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벡터의 내 과 외 개념의 역사 발생 과정을 고찰

할 필요성을 느낀 결정 이유는 <에피소드 Ⅳ-5>의 분석을 시도하면서

다.[그림 Ⅳ-1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벡터의 내 과 외 이라는 용어

에 하여 교사와 학생들의 의도된 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그런

데 이 의도된 은 주로 물리 인 상황,기하학 담론,그리고 단순한 용어

의 번역이라는 에 집 되어 있다.이는 고등학교 수 에서 내 과 외 의 정

의가 기하학 담론에서 도입되어 산술 담론으로 변환시켜 온 사실에 의존

하기 때문이다.

벡터의 내 과 외 개념은 3차원 공간에서 유향선분의 곱셈을 정의함으로

써 수 인 체계를 확립하려는 형식 인 필요 때문에 수학 담론의 변화를

거치며 역사 으로 발달해 왔다(Ⅲ장 참조).그러나 에서 알 수 있듯이 벡터

의 내 과 외 의 의미에 한 담론이 형성되는 수업 상황에서 수 인 체계

를 확립하기 해 곱셈의 규칙을 변화하고 수정해 온 역사 발달 과정이 충분

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그 이유는 재 교육과정에서 벡터의 내 과 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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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다룸에 있어서 역사 발달 과정에서 문제시 되었던 쟁 들을 충분히

반 하지 못하 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물론 역사 인 담론 변화 과정

을 생생하게 재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그러나 벡터의 내 과 외 의 정의가

출 하는 과정에서 수학자들을 괴롭혔던 문제들을 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이 그 개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벡터 수업에서 내 과 외 이라는 개념에 한 보다 근본 인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하 지만,교사와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역사 발

생 과정에 련된 자원의 부재 때문에 교실 공동체는 벡터의 내 과 외 에

한 수 담론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것으로 보인다.역사 과정

에서 발생한 담론의 규칙 변화에 한 논의 인식이 짧은 수업 상황에서 학

생들 사이에서 자발 으로 나타나기는 어렵다.그리고 교사가 역사 발달 과

정에 한 지식과 자원을 확보하고 있지 않는 한 학생들에게 한 자료를 제

공하기 힘들다.따라서 교수 학습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벡터의 내 과

외 의 개념의 역사 발달 과정과 련된 자료가 보다 충분히 확보될 필요가

있다.

3.벡터사 에 한 수학 담론의 창의성

3.1방향이라는 단어의 용법 변화

기하학 담론에서의 내 의 정의 표 을 산술 인 정의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 두 담론을 연결할 수 있음을 확인한 학생들에게 교사는 본격 으로 수업

의 목표 던 벡터사 에 한 담론으로 을 이동하 다.

<에피소드 Ⅳ-6.‘벡터사 ’이라는 용어의 도입>

332a 교사　 이 용어는 하나 우리가 새롭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32b 이제 벡터사영이라는 용어를 쓸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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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2]벡터사 1

332c u라는 벡터가 v라는 벡터하고 있을 때, ([그림 Ⅳ-12]을 가리킨다.) 이 위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치?

333 학생들 (침묵; 고개를 끄덕인다)

334 교사 그럴 때, 아까 말한 것들은 얘를 수직으로 내리면 요런 벡터가 나오겠지 그

치?

335 학생들 (침묵; 고개를 끄덕인다)

336a 교사 저 벡터가 일단 u가 이렇게 내려와서 작용하는 크기인 거야, 그죠?

336b (6초간 침묵; 그림을 응시한다) 그럼 얘는 이제 뭐라고 쓰냐? 

336c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프로젝션!

336d 프로젝션이라고 쓰고 v위로 u를 내렸다는 뜻입니다.

337 학생들 (침묵; 교재를 펼치며 해당 페이지를 찾는다)

338 교사 자, 책을 보지 말고 한 번 이야기해봅시다!

339 학생들 (침묵; 책을 덮고 교사를 바라본다)

340 교사 첫 번째~ ([그림 Ⅳ-12]의 proj vu를 가리키며) 얘의 크기는 뭘까요?

341 현승 유 코사인 세타.

342a 교사 응, 유 코사인 세타지? 유 절댓값 코사인 세타~

342b 근데, 크기를 안다는 것이 아직 벡터를 다 구한 것은 아니지?

343 학생들 (침묵; 고개를 끄덕임(4명))

344 교사 벡터를 알려면 ([그림 Ⅳ-12]의 proj vu를 가리키며) 이 방향을 알아야 되지?

345 학생들 (침묵; 고개를 끄덕임(7명))

Sfard(2007)에 따르면,참여자들이 사용하는 수학 상에 한 단어의 변

화는 수학 담론의 발달,즉 수학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로 간주할 수

있다.이 때,단어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하나는 익숙

한 단어를 새로운 용법으로 사용하는 담론을 만나는 것이며,다른 하나는 이제

까지 들어본 이 없는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는 담론을 만나는 것이다.

벡터사 이라는 단어는 학생들이 처음 하는 낯선 단어 다.교사는 학생들

에게 이 단어의 의미를 “수직으로 내리면”(334)얻어지는 벡터라고 설명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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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와 ‘방향’을 알아야 한다고 부연하 다.벡터사 이라는 단어는 학생들에

게 낯선 단어이지만 ‘정사 ’,‘크기’,‘방향’이라는 단어는 학생들에게 익숙한 단

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러한 교사의 설명이 효과 으로 의사소통

되기 해서는 학생들이 ‘정사 ’,‘크기’,‘방향’이라는 단어를 교사와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어야 하며,같은 용법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15)

<에피소드 Ⅳ-6>에서 “얘의 크기는 뭘까요?”라는 교사의 질문에 ucos라

고 말하는 학생의 답과 이에 한 정당화를 요구하지 않는 다른 학생들의 반

응을 통해 교실 공동체는 정사 의 크기를 삼각함수를 이용하여 나타내는 루

틴을 형성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교실 공동체에 형성된 이러한 루틴은

정사 과 련된 효과 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 다.

그러나 벡터의 방향이라는 단어에 하여 교사와 학생들은 서로 다른 용법을

갖고 있었다.교사는 벡터사 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크기를 안다

고 하여 벡터를 다 구한 것은 아니지”라고 말하며 크기 뿐 아니라 방향까지 표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 다.교사는 벡터를 그 크기와 방향이라는 두 요소

로 구분하 을 때,크기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수학 표 ,즉 ‘진행하

는 방향의 단 벡터’를 방향이라는 단어의 수학 정의로 사용하려는 용법을

갖고 있었다.

  



↑ ↑
크 방향

≠일 때,


는 와 같은 방향의 단 벡터이고,이것을 이 아닌

15)홍진곤(2012)은 기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나타내는 기의가 아니라 기표의 연쇄일 뿐

이라는 Lacan의 말을 인용하며 특정한 기표의 의미는 보다 익숙한 기표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밖

에 없다고 설명하 다.이 때,익숙한 기표를 제시하는 과정은 한없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 에서 멈추게 된다.그 지 이 주체들이 같은 기표에 해서 동일한 기의,즉 동일한 해석체를

갖는다고 간주되는 지 이다.이러한 지 을 고정 이라고 하는데,고정 은 발화 주체가 기표들

의 구조 속으로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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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터 의 방향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학생들이 사용하는 방향이라는 단어의 용법은 교사와 달랐다.<에피

소드 Ⅳ-7>의 화를 통해 방향이라는 용어에 한 학생들의 용법이 무엇인지

추측할 수 있다.

<에피소드 Ⅳ-7.‘방향’에 한 학생들의 해석>

349 교사 벡터의 방향이라는 게 뭐죠? 방향?

350 학생들 (9초간 침묵)

(중략)

362 준민 그럼 방향은?

363 기광 방향은 어디로 향하는지

학생들은 방향이라는 단어를 “어디로 향하는지”(363)와 같이 직 이고 일

상 인 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즉 학생들에게 방향이라는 단어를 진행 방향

의 단 벡터라는 수학 인 정의로 사용하는 용법이 익숙하지 않았다.벡터의

방향이라는 용어의 용법과 련하여 [그림 Ⅳ-13]의 분석을 통해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의사소통 갈등이 발생하 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사의 학생들의
표명된 수반된 의도된 표명된 수반된 의도된

[349] 벡터의

방 향 이 라 는

게 뭐죠?

proj  
 의 방향 =




(방향을

단 벡 터 로

표 하는 수

학 용법)

[363] 방향은

어디로 향하

는지

proj  
 의 방향 =

가 진행하

는 방향(방향

을 직 으

로 표 하는

일상 용법)

[그림 Ⅳ-13]<에피소드 Ⅳ-7>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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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에피소드 Ⅳ-7>의 화를 통해 방향에 해 학생들이 직 이며

일상 인 용법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그리고 단 벡터를 사용하여

방향을 표 하는 새로운 용법에 학생들이 익숙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인

식하 다.교사는 수학에서 양을 측정하여 제시할 때 ‘단 (unit)’를 사용하는

루틴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자신이 의도했던 에 한 정당화를 시도하

다.이를 해 학생들에게 수학 담론에서 ‘길이’,‘넓이’,‘부피’등의 용어가

사용되는 용법에 한 질문을 제시하 다.

<에피소드 Ⅳ-8.단 를 통한 길이,넓이,부피의 표 >

365a 교사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한 번 해보죠.

365b 길이라는 게 뭐냐? 넓이라는 게 뭐냐? 

365c 그거에 해서 답을 해 본 적이 있나요?

366 학생들 (5초간 침묵)

(중략)

371a 교사 30센치가 뭐야?

371b 너희가 말하는 30센치가?

372 민국 1센치가 30배

373a 교사 오우! 민국이가 정확하게 말했어요.

373b 1센치가 30개 있으면 30센치에요.

374 학생들 (다양한 반응 ; 일부 고개 끄덕임, 일부 허무한 한숨)

375 교사 [오미리미터는 뭐에요?

376 민국 [(준민을 보며 작은 소리로) 단위 길이의 역할을 생각했잖아

377 준민 (고개를 끄덕이며) 아하!

378 교사 오미리미터가 뭐야?

379 민국 일미리의 다섯[배요

380a 교사              [일미리가 다섯 개 있는 거야, 그치? 

380b 길이라는 게 뭐냐면?

380c 수학하는 방식입니다. 

380d 수학에서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380e 단위 길이라는 것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의 몇 배냐 이거죠

380f 단위 길이는 뭐냐? 

380g 그것은 정의하지 않는 거죠. 

380h (2초간 침묵) 그냥 있다고 하고~

380i 그럼 넓이란 뭐냐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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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질문 학생들의 답 교사의 반복 발언
30센치가 뭐야?(371a) 1센치가 30배(372) 1센치가 30개 있으면 30센치에요(373b)

5미리미터가 뭐야?(378)
1미리가 다섯 배요

(379)
일미리가 다섯 개 있는 거야, 그치?(380)

길이라는 게 뭐냐면?(380b)
단위 길이라는 것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의 몇 배냐 이거죠 (380e)

그럼 넓이란 뭐냐 그러

면?(380i)

단위 면적의 몇 배

(381)

단위 면적, 1 곱하기 1, 단위 직사각형이 

몇 개 있느냐, 그치?(382a)

부피는 뭐냐 그러면?(382b)
단위 입체가 몇 개

(383)
정육면체가 몇 개 있냐 그거죠.(384a)

<표 Ⅳ-6>단 를 이용한 표 의 승인을 한 루틴

380j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381 기광 단위 면적의 몇 배 

382a 교사 단위 면적, 1 곱하기 1, 단위 직사각형이 몇 개 있느냐, 그치? 

382b 부피는 뭐냐 그러면?

383 승훈 단위 입체가 몇 개

384a 교사 정육면체가 몇 개 있느냐 그거죠.

384b 그럼 단위 길이를 뭐로 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겠지?

385 승훈 예

<에피소드 Ⅳ-8>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길이 혹은 넓이라는 것이 무엇인

지 답을 해 본 이 있는지 묻고 있다(365b).학생들에게 길이나 넓이는 익숙한

상이며, 측정하기나 혹은 수학 문제를 푸는 상황에서 많이 다루었던 수학

상이기도 하다.그러나 학생들은 그 용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침

묵하며 당황해하 다.교사는 학생들이 답할 수 있도록 ‘30cm’와 ‘5mm’등의 측

정 단 를 사용하여 질문을 구체화하 다.이에 해 학생들은 ‘1cm’혹은

‘1mm’의 몇 배와 같은 답을 하 으며,측정에서 단 길이의 역할을 고려하

기 시작하 다(376,377).교사는 이 답을 바탕으로 길이,넓이,부피 등을 잴

때,미리 약속한 기본 단 가 제된다는 것을 명시 으로 드러내며,그 단 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가 요하다는 을 강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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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의 분석에서 보듯 <에피소드 Ⅳ-8>의 1분 40 동안 이어진 짧은

화에서 교사는 기본 단 를 사용하여 측정한 양을 표 하는 용법을 학생들

에게 반복 으로 제시하고 있다.특히 학생들의 반응을 즉각 으로 반복하여

다시 말해 으로써 기본 단 를 사용하여 양을 표 해 왔던 학생들의 암묵

인 활동을 명시 으로 드러내주었다.이 과정은 단 벡터라는 기본 단 를 사

용하여 방향을 정의하기 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교사는

기본 단 를 사용하여 양을 표 한다는 것을 반복 으로 제시함으로써 학생들

에게 벡터의 방향을 그 방향의 단 벡터로 표 하는 용법이 루틴으로 형성될

수 있는 토 를 마련하기 해 노력하고 있었다.

<에피소드 Ⅳ-9.벡터의 방향에 한 새로운 용법>

398 교사 길이가 뭔지는 알았어. 그럼 방향은 뭐야?

399 기광 단위 벡터의~

400a 승훈 벡터, 단위벡터의~

400b 방향을 나타내는 [단위벡터의~

401a 교사                    [그냥 단위 벡터입니다. 

401b 알겠어? 단위벡터를 그냥 방향이라고 하면 돼요.

402 학생들 (침묵; 고개 끄덕임-2명: 민국, 승훈)　

403a 교사 이 벡터의 방향이 뭐냐 그러면?(..)

403b 그거랑 같은 방향을 갖는 단위 벡터들로 보면 되겠지 그치?

404 학생들 (침묵; 고개 끄덕임-3명: 미영, 지훈, 준민)

405a 교사 평행한 단위벡터를 보면 됩니다. 

405b 얘랑 평행한 단위벡터가 어디에 있는지.

405c 방향이란 말이 너무 애매하고 모호한 말인데, 

405d 그걸 그냥 단위벡터! 그래버리면 끝나요. 그치?

406 학생들 (일부 고개 끄덕임-3명: 미영, 승훈, 현승)

407 교사 평행한 단위벡터!

408a 교사　 벡터 v의 방향은 뭐냐면? 

408b v와 평행한 단위 벡터가 그냥 방향이야.

(중략)

413b 그래서 벡터의 방향은 그 크기 분에 그 벡터,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죠?

413b' (칠판에 ‘의 방향 = 


’라고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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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c 쟤를 정의로 써 버리면 편한 거야!

413d 근본적인 질문을 교묘하게 이렇게 해결하는 거지

<에피소드 Ⅳ-9>는 방향을 단 벡터로 표 하는 루틴에 학생들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반복 으로 제시하는 과정을 보여 다.교사는 “애매하고 모호한

말”(405b)로 직 으로 사용하던 방향이라는 단어를 “평행한 단 벡터”(405a)

로 정의하면 


라는 시각 매개체를 사용하여 표 할 수 있으며 수학

상으로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반복하여 강조하 다.교사의 이러한 행동은 방향

이라는 단어의 용법에 해 자신과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의사소통 갈등

을 해소하기 한 노력의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에피소드 Ⅳ-8>과 <에피소드 Ⅳ-9>에 걸쳐서 교사가 단 벡터를 사용하

여 방향을 표 하는 용법을 정당화하는 과정을 논증 분석을 통해 제시하면

<표 Ⅳ-7>과 같다.

논증 요소 내용

자료 벡터()의 방향

근거

하

논증1

자료 ,

근거
란 의 30배

란 의 다섯 배

주장 길이란 단 길이의 몇 배로 정의됨 :①

하

논증2

자료 넓이,부피

근거
넓이란 단 직사각형이 몇 개 있느냐로 정의

부피란 단 정육면체가 몇 개 있느냐로 정의

주장
단 를 사용하여 양을 정의(표 )하는 것이 수학의

특징 :②

주장
①과 ②로부터 벡터()의 방향은 단 벡터(


)로

정의(표 )할 수 있다.

<표 Ⅳ-7>방향의 용법에 한 교사의 논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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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단 벡터를 이용하여 벡터의 방향을 표 할 수 있다는 것을 반복

으로 제시한 후,[그림 Ⅳ-14]와 같이 벡터사 (proj  
)을 크기(⋅cos)와

방향(


)이라는 두 요소로 곱으로 구분하여 표 하 다.이러한 표 은 벡터

사 을 상화하는 담론이 형성될 수 있는 시각 매개체의 역할을 하 다.

벡터 사 :proj  
 ⋅cos×



↑







[그림 Ⅳ-14]벡터사 에 한 교사의 기록

교사는 벡터사 에 한 담론의 형성을 해서 학생들이 일상 으로 사용하

고 있는 단어인 방향에 한 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벡터사 을 상화하여 사용할 수 있기 해서는 벡터의 방향을 단 벡터로

표 하는 루틴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는 방향의 용법을 변화시키는 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학생들

이 자발 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이런 면에서 방향이라

는 용법을 변화시키는 교실의 수학 담론의 형성 과정에서는 담론 창의성이

발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이는 <표 Ⅳ-8>과 같이 담론 창의성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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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창의성의 요소
담론 참여 활동

독창성
단 를 사용하여 양을 표 하기(교사)(학생들에 의해 주도

으로 발 되지 못함)

유연성
길이,넓이,부피 등의 양을 표 할 때 단 를 사용하는 수학

담론의 루틴과 연결하기(교사,학생들의 부분 참여)

정교성
벡터의 방향을 단 벡터를 사용하여 표 하기(교사)(학생들

에 의해 주도 으로 발 되지 못함)

<표 Ⅳ-8>방향의 용법 변화과정에서 발 되지 못한 담론 창의성

지 까지 방향의 용법에 하여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의사소통 갈등이 출

하고 이를 극복하기 한 정당화 과정을 각각 분석과 논증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특히 갈등 해소를 한 정당화가 해당 담론의 문가로 간주되는

교사에 의해 주도되었기 때문에 담론 신참자인 학생들이 담론 창의성을 발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사의 행동은 학생들이 벡터사 에 한 담론에 참여할 수 있는 토

를 확립하기 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Sfard(2007)에 따르면,

낯선 담론의 규칙을 반복 으로 보여주는 것은 신참자가 새로운 담론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신참자가 그 담론에 익숙해

지기 해서는 문가의 행동을 모방하는 습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사가 단 벡터로 방향을 표 하는 용법을 반복 으로 강조하며 루틴을 형

성하려고 했던 시도는 학생들이 벡터사 에 한 담론에 보다 극 으로 참

여할 수 있는 토 를 마련하기 한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3.2시각 매개체를 통한 벡터사 과 내 의 연결

벡터사 은 기하학 담론에서 벡터의 내 을 수행하는 활동 과정의 일부분,

즉 한 벡터를 다른 벡터와 나란한 방향으로 사 하여 얻은 결과를 상화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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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기하학 담론에서 벡터사 을 정의하고 그것을 시각 매개체인

proj vu  ucosv

v

로 기록함으로써,두 벡터 uv가 있을 때,u의 v방향 성분의 크기와 방향을 분

리하여 악할 수 있도록 표 하 다.16)이 표 은 벡터사 proj vu의 크기와

방향이 각각 ucos,v
v
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벡터의 내 을 정의하는

과정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활동을 상화하여 벡터사 으로 정의함으로써 교

실 공동체는 벡터사 으로 상화된 부분과 벡터의 내 으로 상화된 체를

비교하고 이들의 계를 악하는 담론이 형성될 수 있는 토 를 갖게 되었다.

교사는 벡터사 이라는 상을 크기와 방향을 사용하여 기하학 담론에서

정의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치벡터로 주어진 두 벡터에 하여 한 벡터를

다른 벡터에 해서 내린 벡터사 을 산술 으로 표 하는 방법에 한 논의

로 확장하 다.이 논의는 벡터의 내 에 한 기하학 담론과 산술 담론을

유연하게 환하며 사용하는 활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에피소드 Ⅳ-10.내 을 이용한 벡터사 의 표 >

420a 교사 그럼 얘를 내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 

420b 내적으로 표현하면?

420b' (칠판에 ‘proj vu  ucosv

v
 → 내적으로 표현’이라고 쓴다.)

421 민국 (4초간 침묵) 유랑 브이방향 단위벡터를 내적해서~

422a 교사 응, 유랑 브이랑 내적을 하면, 유 브이 코사인 세타야.

422b 그럼, 얘를 뭘로 바꾸면 되겠냐?(ucos를 가리킴) 유 코사인 세타를?

422b' (칠판에 ‘u⋅v uvcos  ucosv ’라고 쓴다.)

16)참여 교실에서는 벡터를 표 함에 있어서 화살표 기호를 포함한 와 화살표 기호를 사용하지 않

고 진하게 쓰인 u를 혼용하고 있었다.본 연구에서는 혼동의 여지가 없는 한 참여자들이 사용하

고 있는 표 을 최 한 원용하여 제시한다.즉 와 u 모두 벡터를 표 하는 기호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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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승훈 유 브이 분에 [유 내적 브이

424 교사              [응, 유 분에 유하고 브이의 내적으로 바꿀 수가 있겠지, 그치?

424' (칠판에 ‘ucos v

u⋅v
’라고 쓴다.)

425 학생들 (침묵; 고개 끄덕임-민국, 수정)

426a 교사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426b 그래서 이제, (2초간 침묵) 벡터사영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26b' (칠판에 ‘proj vu  v
u⋅v v

v
 v

u⋅v v’라고 쓴다.)

427 학생들 (침묵; 고개 끄덕임-4명; 준민, 지훈, 기광, 승훈)

428 교사 간단하죠?

<에피소드 Ⅳ-10>에서 벡터사 을 내 으로 표 하는 방법을 묻는 질문

(420a,b)에 민국은 “유랑 이방향 단 벡터를 내 해서”(421)라고 답하 다.

교사는 민국의 발언 일부를 취해서 “유랑 이를 내 하면”(422a)이라고 말

하며 설명을 이어갔다. 한 “유 코사인 세타”(422b)를 변환한 결과가 무엇인지

묻는 교사의 질문에 승훈은 “유 이 분에 유 내 이”(423)라고 답하 다.

역시 교사는 승훈의 발언 일부를 취해서 “유 분에 유하고 이의 내 ”(424)

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설명을 이어갔다.

이들의 화는 자연스럽게 개되었으며,따라서 효과 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으로 보 다.이들의 의사소통이 효과 이라는 것은 화 과정에서 발언을

했던 교사와 학생들의 표정 이들의 화를 보고 있는 학생들의 정 인 몸

짓과 반응(425)을 통해 정당화될 수 있다.그러나 이들의 발언에 해 세 하게

분석한 결과 [그림 Ⅳ-15]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표명된 과 매개된

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실제로 교사는 ‘벡터사

(proj vu ucosv

v
)을 내 으로 표 하는 방법’을 묻고 있다(420a).반면 민

국은 ‘벡터사 의 크기를 내 으로 표 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다(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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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표명된 수반된 의도된

[422a]응,유랑 이를 내 하면

유 이 코사인 세타야

u⋅v uvcos
 ucosv

projv
u을 u와 v의 내 으로 표

하기

[422b]얘를 뭘로 바꾸면 되겠

냐,유 코사인 세타를?

ucos 벡터사 의 크기(ucos)를 u와

v의내 으로표 하기

[그림 Ⅳ-16]<에피소드 Ⅳ-10:422>의 분석

교사의 민국의

표명된 수반된 의도된 표명된 수반된 의도된

[420]얘를 내

으로 표

하면?

projv
u

 ucosv

v
projv

u을 u

와 v의 내

으로 표 하기

[421]유랑

이방향 단

벡터를 내

ucos 벡터사 의 크

기(ucos)를

u와 v의 내

으로표 하기

[그림 Ⅳ-15]<에피소드 Ⅳ-10:420-421>의 분석

[그림 Ⅳ-15]에서 제시한 분석을 통해 교사와 민국의 발언이 의도하는

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러나 넓은 맥락에서 이들의 의

도된 은 서로 일치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실제로 [그림 Ⅳ-16]의 분

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교사는 민국의 발언을 이용하여 서로의 의도된

을 일치시키고 있었다.

한편,교사가 ucos를 변형한 결과를 묻고 있을 때(422b),승훈은 “유 이

분에 유 내 이”(423)이라고 답하며 cos를 변형한 결과를 말하고 있었다

(423).이 화에서 교사의 과 승훈의 의도된 은 각각 ‘ucos을 u와 v

의 내 으로 표 하기’와 ‘cos를 u와 v의 내 으로 표 하기’로 분석되며,서

로 약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Ⅳ-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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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승훈의

표명된 수반된 의도된 표명된 수반된 의도된

[423]유 이

분에 유 내

이

cos 

uv
u⋅v

cos를 u와

v의 내 으로

표 하기

[424] 응,v

분에 u하고

v의 내

ucos

v
u⋅v

ucos를 u

와 v의 내 으

로표 하기

[427]침묵 (끄덕임)

ucos

v
u⋅v

ucos를 u

와 v의 내 으

로표 하기

[그림 Ⅳ-17]<에피소드 Ⅳ-10:423-427>의 분석

일반 으로 분석을 통해 표명된 이나 혹은 매개된 들 사이에

불일치가 나타나면 의사소통이 효과 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그러나 <에

피소드 Ⅳ-10>에 한 분석 결과는 참여자들이 표명하거나 혹은 매개하

고 있는 이 부분 으로 일치하지 않더라도 체 인 화의 흐름에 있어

서 효과 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자신의 발언

이 교사에 의해서 변형되고 있음에도 민국과 승훈이 교사의 발언에 고개를 끄

덕이며 동의하는 행동은 이들의 의사소통이 효과 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

여주는 증거이다.

Schoenfeld(2013)에 따르면,실제 수업 상황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말을 잘못

알아듣는 일이 흔하며,학생들의 발언을 원래 의도와 달리 교사 자신의 기 에

맞게 재해석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교사는 학생들의 발언을 일부 변형하면서 산

술 담론에서 정의했던 벡터의 내 표 과 벡터사 의 기하학 표 을 성

공 으로 연결하 으며,그 결과 벡터사 과 벡터의 내 의 계를 다음과 같

이 표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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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 vu  v
u⋅v v

v
 v

u⋅v v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교사가 자신이 계획한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해

학생들의 발언을 변형하는 것은 학생들의 발언을 그 자체로 이해하는 과정에

서 나타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

를 들어,민국이 벡터사 의 크기를 내 으로 표 하기 해 표명했던 발

언 “u랑 v방향 단 벡터의 내 ”은 ‘ucos  u⋅v

v
’라는 시각 매개체로 표

할 수 있다.반면,교사는 민국의 발언을 변형하여 ‘u⋅v uvcos’로 기록

하 고,이로부터 ‘ucos v

u⋅v
’라는 표 을 유도해냈다.

민국과 교사의 시각 매개체는 수학 으로는 동치이지만 의미상 차이가 있

다.교사가 유도해 낸 표 은 u v의 내 결과를 v로 나 것을 나타낸다.반

면,민국의 표 은 두 벡터 u v

v
의 내 ,즉 u를 v 방향의 단 벡터(v

v
)에 내

한 결과를 나타낸다.민국의 표 에 따라 벡터사 을 내 으로 표 하면 다

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roj vu  ucosv

v
 u⋅v

v v
v

민국의 발언을 변형하지 않고 충분히 검토하 다면 벡터사 proj vu의 크

기는 u와 단 벡터 v
v
의 내 이며,그 방향은 v

v
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을 것이다.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정당화 과정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에피소드 Ⅳ-10>의 분석에서 확인되는 표명된 과 수반된

의 불일치를 참여자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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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인 의사소통과정에서 의도된 을 공유함으로써 표명된 의 미세한

차이가 의사소통 갈등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상은 교사 주도의 일문일답식 화 형식이 갖는 특징으로 볼 수 있

다.교사의 질문에 학생들이 독창 인 내러티 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그 내러

티 를 교사의 의도에 맞게 변형함으로써,학생이 제시한 아이디어에 해 충

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것이다.이로 인해 의미 있게 나타날 수 있

었던 새로운 학습 기회 역시 함께 사라지게 된다.

3.3거리를 표 하는 새로운 내러티 의 출 과 승인

3.3.1 과 평면사이의 거리에 한 기존 내러티

벡터사 을 벡터의 내 으로 표 할 수 있게 되면서 교실 공동체의 담론은

‘벡터사 을 이용하여 거리 구하기’라는 주제로 이동하 다.교사는 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를 학생들에게 제시하 으며,이 의 일문일답식 수

업과 달리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식 으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

었다.특히 발표자로 지정된 학생의 아이디어에 해서 다른 학생들이 질문하

고 다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발언 과정에서 표명되거

나 매개된 에 해서 교사에 의한 변환을 거치지 않고 교실 공동체가 직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확 되었다.

학생들은 이 수업을 수강하기 1년 6개월 에 이미 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학습한 상태 다.공간에서 과 평면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

제는 「고등학교 기하와 벡터」 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과 평면사이

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의 유도 과정이 자세히 제시되고 있다.교과서에 제시된

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의 유도과정은 <표 Ⅳ-9>,<표 Ⅳ-10>

과 같이 논증 분석을 통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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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 요소 내용

자료 P   ,평면         

근거

하

논증1

자료 P에서 에 내린 수선의 발 H  

근거 HP  , 

주장 HP  인 실수 가 존재 :①

하

논증2

자료 P    ,H  ,
 

근거
①을 성분을 사용하여 나타내면

        이므로

주장               :②

하

논증3

자료 H  ,      

근거
H는 평면  의 이므로 (②를 에 입하면)

          

주장  
  

   
:③

주장

①(과 ③으)로부터 P와 평면 의 거리는

HP           

    
   

<표 Ⅳ-9> 과 평면사이의 거리에 한 논증1(정상권 외,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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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 요소 내용

자료 A   ,평면       

근거

하

논증1

자료 A에서 에 내린 수선의 발 H

근거

주장 A와 평면 사이의 거리는 선분 AH의 길이 :①

하

논증2

자료 H  , A   

근거

AH         이고,평면 의 법선

벡터  에 하여 AH //이므로

주장 ⋅AH ± AH  :②

하

논증3

자료 ②로부터

근거 ⋅AH   AH 이므로

주장

AH  

⋅AH 

  
         

③

하

논증4

자료 H  ,      ,

근거 H는  의 이므로     에서

주장

         

         

     ④

주장

(③과 ④로부터) A와 평면 사이의 거리는

AH    
   

<표 Ⅳ-10> 과 평면사이의 거리에 한 논증2(우정호 외,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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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석을 시도한 이유는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이 과 평면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승인된 내러티 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토 가 무엇인

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과 평면 사이의 거리에 한 공식을 유도함에 있어서 교과서에 제시되는

논증 과정의 핵심 인 근거는 P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길이가 P와 평면

사이의 거리가 된다는 사실이다.그러나 이 핵심 근거가 명시 으로 제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제시되더라도 그 근거에 한 정당화 없이 취 되고 있었다.

<표 Ⅳ-10>과 <표 Ⅳ-11>의 논증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요한 특징

은 과 평면사이의 거리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복합 인 근거들이 제시

되고 있다는 이다.따라서 학생의 입장에서 이 유도과정을 기억하는 것이 쉽

지 않으며,그 세부 인 차들을 재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상할 수 있다.특히 「고등학교 기하와 벡터」교과서에서는 과 평면사이의

거리에 한 공식이 나오는 과정을 본문에서 자세히 제시하면서도,이후에 문

제에 한 풀이에서는 [그림 Ⅳ-18]에서와 같이 공식에 숫자를 입하는 방식

으로 제시하고 있었다.따라서 학생들은 논증에 한 정당화나 논증 과정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암묵 근거에 한 반성의 기회를 갖기 힘들다.

에서 평면      에 이르는 거리는

    
× ×× 

 


 

[그림 Ⅳ-18] 과 평면사이의 거리 문제와 풀이(이 열 외,2014)

이 연구에서는 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벡터사 을 이용하여 표 하는 문제

를 통해 학생들이 이미 형성하고 있었던 공식에 하여 반성 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날 것으로 기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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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벡터사 을 사용한 내러티 의 출

교사는 공간상에서 과 평면,평면의 법선벡터 ,그리고 평면상의

S 를 제시하고, 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유도할 것을

학생들에게 요청하 다.이 때,승훈은 발표를 자청하 으며,교사는 승훈에게

칠 으로 나와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에피소드 Ⅳ-11. 과 평면 사이의 거리-1>

246a 승훈 지금, 이 거리()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246b 점과 평면과의 거리는, 점에서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거리가 되

는데~

246c (2초간 침묵) 지금, 평면에 수직한 모든 직선들은 법선벡터( )에 평행하게 

되겠죠?

247 학생들 (모두 함께 큰 소리로) 네! 그렇습니다.

248a 승훈 그러면, 어(7초간 침묵 후 평면을 가리키며) 임의의 점(S)을 잡아요. 

248b 임의의 점을 잡고 이 벡터(수선을 가리킴)를 유( )라고 두면, 이 벡터(를 

가리킴)는 프로젝션 엔 유(proj  
)겠죠?

248b' (칠판에 ‘proj  
’라고 쓰며 [그림 Ⅳ-19]를 완성한다.)

↑
평면

  proj  


P   

S   



SP

[그림 Ⅳ-19] 과 평면 사이의 거리에 한 승훈의 기록

249 학생들 (감탄하듯) 와! 오우!

250 승훈 그래서 이 크기가 거리가 됩니다. (발표를 끝내려고 함)

251 학생들 (6초간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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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 요소 내용

자료
P ,평면의 법선벡터 ,

평면 의 S 과 P를 연결한 벡터 

근거

(하

논증)

자료 ,SP,proj  


근거
과 평면의 거리는 에서 평면에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

평면에 수직인 직선들은 모두 법선벡터에 평행

주장

를 법선벡터 에 내린 벡터사 (proj  
)이 수선을 나

타내는 벡터

주장 구하는 거리는 proj  
의 크기

<표 Ⅳ-11> 과 평면 사이의 거리에 한 승훈의 논증1

252 기광 수식으로

253 준민 구해!

254a 승훈 수식으로? (당황한 표정과 웃음)

254b 아! 이거 구하는 것까지?

255 교사 점을 S라고 선생님이 줬으니까 이 S라는 점을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주면 

고맙겠습니다.

256 학생들 하하

<에피소드 Ⅳ-11>에서 승훈은 마치 자신이 교사인 것처럼 학생들에게 질문

하고 반응을 확인하며 화를 주도하고 있다(246a,c,248b).학생들 역시 교사에

게 답하듯 승훈의 질문에 반응하면서(247,249)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 다.학

생들은 교사에게 답할 때보다 더 큰 소리로 승훈의 질문에 답하 고,승훈

이 칠 에 는 기록에 감탄하면서 호의 인 반응을 보 다.승훈의 발표와 그

것을 듣는 학생들의 상호작용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자연스럽게 모방하

다.이를 통해 이 교실에서 발표자와 듣는 사람 사이의 역할은 각각 교사와

학생의 역할을 부여받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승훈의 논증 과정을 분석하면

<표 Ⅳ-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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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훈은 ‘과 평면 사이의 거리’의 정의가 ‘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까

지의 거리’라는 것을 명확히 설명하 고(246b),평면에 수직인 직선들은 그 평면

의 법선벡터에 평행이라는 것과,를 법선벡터 에 내린 벡터사 이 수선이

된다는 것을 근거로 벡터사 proj  
의 크기가 구하는 거리라는 결론을 제시

하 다.

학생들은 승훈이 제시하는 논증의 근거에 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따

라서 승훈은 이 시간에 교실에서 다룬 벡터사 을 이용하여 과 평면사이

의 거리를 표 하 으며,그것으로 자신의 발표를 마치려고 하 다.그러나 학

생들은 이런 승훈의 논증 결과를 곧바로 승인하지 않았다.학생들에게 과 평

면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에서 결론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벡터사 을

사용한 표 이 아니라 “수식으로”(252)“구해”(253)서 표 되는 공식이었기 때

문이다.이와 련하여 [그림 Ⅳ-20]과 같은 분석을 통해 승훈과 학생들

사이에 의사소통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승훈의 학생들(기 , 민)의
표명된 수반된 의도된 표명된 수반된 의도된

[250]이 크기

가 거리가 됩

니다.

proj  
 벡 터 사 을

사용하여

과 평면사이

의 거리 표

[251~253]

수식으로

구해

(공식) 과 평면사

이의 거리에

한 기존 공

식으로 변형

[그림 Ⅳ-20]<에피소드 Ⅳ-11>의 분석

과 평면사이의 거리를 표 하는 것과 련하여 승훈의 의도된 은 벡터

사 을 사용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충분하 다면,다른 학생들의 의도된 은

그 시각 매개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공식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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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따라서 학생들은 승훈의 결론을 불완 한 것으로 인식하 으며 자신들

이 이미 알고 있는 공식까지 변환하는 과정을 요구하 다.학생들은 비록 승훈

의 발표에서 제시되는 근거들을 모두 인정하 음에도,그 결론을 인정하지 않

고 있는 것이다.이것은 벡터사 을 사용하여 거리를 표 하는 내러티 가 아

직 이들에게 승인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다.

3.3.3내러티 의 승인 과정

벡터사 을 이용한 거리 표 이 교실에서 승인될 수 있는 내러티 가 되기

해서는 학생들에게 익숙한 표 인 공식으로 바꾸었을 때 결과가 동일한지에

한 정당화가 요구되었다.교사 역시 공동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승훈에게 공

식으로 표 해 것을 요청하 다(255).

Weber외(2008)에 따르면,학생들은 교사가 제안한 논증에 비해 동료가 제안

한 논증에 해 자주 질문을 제기한다.특히 동료의 주장 속에 암묵 으로 가

정되어 있는 수학 인 원리나 근거에 한 도 이 자주 제기된다.즉,교사의

설명보다는 동료의 설명을 들을 때,암묵 으로 사용하고 있는 근거에 해 쉽

게 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들은 동료의 설명에서 제시되는 결론 자체보다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암묵 으로 제된 근거에 한 도 이 요한 학

습 기회를 만든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 <에피소드 Ⅳ-11>에서 학생들은 승훈이 제시한 정당화의 근거들

을 인정하면서도 그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이

것은 과 평면 사이의 거리의 공식을 유도하는 승훈의 최종 인 결론이 학생

들에게 익숙한 표 이 아니었기 때문이다.학생들은 이 결론을 승인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익숙한 공식의 형태로 변환해 것을 요구하 다.

Sfard(2008)에 따르면,수학 상은 종종 다양한 표 형식을 가진다.즉

동일한 상이 다양한 시각 매개체로 표 되면서 서로 다른 담론을 형성한

다.서로 다른 시각 매개체로 인해 생된 동일한 수학 상에 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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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담론은 의사소통 갈등을 유발하며,이 갈등의 해소를 해서는 서로 다

른 담론 형식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과 직선사이의 거리를 공식으로 표 해 온 산술 인 담론에 익숙한 학생들

에게 벡터사 의 크기라는 기하학 표 은 낯선 담론의 내러티 이므로 기존

담론의 표 과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즉,승훈의 내러티 를 공동체가 승

인하기 해서는 산술 담론에 익숙한 내부자의 에서 두 표 을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에피소드 Ⅳ-4>에서 학생들은 ‘벡터의 내 ’에 한 기하학 담론과 산술

담론을 연결하면서 다른 시각 매개체를 사용하여 표 된 내 의 정의가

같은 상을 의미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이와 유사하게 학생들은 벡터사

을 사용하여 과 평면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낯선 표 형식을 자신들에

게 익숙한 공식의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서로 다른 두 표 형식

이 동일한 상을 의미한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 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다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비록 논증의 과정이 타당하

고 학생들이 승인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논증의 결과로 제시된 표 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학생들은 논증 자체에 한 승인을 보류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승훈에게 요구한 것은 논증의 결과를 그들에게 익숙한 공식의 형태

로 변환하여 승인할 수 있을지 여부를 단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따

라서 승훈은 proj n 
의 크기를 산술 표 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제시해야만

했다.<에피소드 Ⅳ-12>는 벡터사 으로 표 된 거리를 산술 표 으로 변환

함으로써 공동체의 승인을 확보하는 과정을 보여 다.

<에피소드 Ⅳ-12.벡터사 을 식으로 표 하기>

261a 승훈 어~ 그니까, 일단 u를 구해야 되니까, 

261b u를 이렇게 두고

261b' (칠판에 ‘SP        ’라고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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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c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proj  
이니까, 

261c' (칠판에 ‘proj  
  


⋅ ’라고 쓴다.)

261d 이게 아까, 그니까 이것의 크기를 구해야 되니까, 

261e 어, 크기는, 여기서 크기는 이게 되니까.

261e' (칠판에 ‘

⋅
’라고 쓴다.)

261f 뭐 여기서?

262a 교사 뭐, n을 적당히 로 놓죠.

262a' (칠판에 ‘ ’라고 쓴다.)

262b [조건을 선생님이 충 줘가지고 미안하네. 

263 승훈 [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263' (칠판에 ‘  
      

’라고 쓴다.)

264 학생들 (고개를 끄덕임)

265a 승훈 크기는, 이게 혹시나 해서 방향이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265b 그냥 절댓값 붙여서 이렇게 거리가 됩니다.

266 교사 (전체에게) 맞나요?

267 학생들 (고개를 끄덕임)

268 민국 오우~, 어디서 본거 같은데, 저 식!

승훈은 이 시간에 다룬 벡터사 의 내 표 을 사용하 으며(261d),그 결

과 벡터사 proj  
의 크기를 두 벡터 와 만을 이용한 수 표 에 성

공하 다(261e).그러나 평면의 법선벡터가 구체 으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

에 산술 표 으로 변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교사는 평면의 법선벡터

를  라고 제시해 으로써 승훈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

었다.

승훈이 제시한 논증의 목 은 과 평면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과정을 정당화

하는 것으로부터 벡터사 의 크기로 표 된 거리를 산술 인 표 으로 변환한

결과가 이미 알고 있는 공식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옮겨졌다.

<에피소드 Ⅳ-12>에서 제시된 승훈의 정당화 과정을 분석하면 <표 Ⅳ-1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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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 요소 내용

자료
P ,평면 의 S 

평면의 법선벡터  

근거

자료 SP          

근거 proj  
  


⋅이므로

주장 proj  
 



<표 Ⅳ-12> 과 평면 사이의 거리에 한 승훈의 논증2

<표 Ⅳ-12>에 제시되는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승훈의 논증의 핵심

인 근거는 이 시간에 다루었던 ‘벡터사 을 내 으로 표 ’하는 내러티

다.이 내러티 를 근거로 승훈은 벡터사 proj n 
의 크기가 다음과 같이 표

된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승훈이 제시한 결론은 학생들에게 익숙한 공식과 완 히 일치하지는 않았지

만,학생들은 이 과 달리 승훈의 논증을 타당한 것으로 승인하 다(264).

<에피소드 Ⅳ-11>과 <에피소드 Ⅳ-12>의 분석 결과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일문일답식 수업에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특히 교사가 학생들에게 낯선 수학

상에 하여 설명을 하는 경우에 각 단계에서 학생들이 교사가 설명하는

과정을 수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즉각 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따라서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는 반응을 보일

지라도 학생들에게 익숙한 표 으로 변환하여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보여

으로써 새로운 표 형식을 수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유의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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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거리를 표 하는 루틴의 변화

3.4.1벡터사 을 통한 거리 표 의 확장 일반화

승훈의 논증을 지켜본 교사는 벡터사 을 이용하여 거리를 표 하는 내러티

를 공동체의 루틴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해 다른 익숙한 문제를 제시하

다.즉,좌표평면에서 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벡터사 의 크기라는 에

서 새롭게 표 해볼 것을 요청하 으며 이는 <에피소드 Ⅳ-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피소드 Ⅳ-13.공간에서 평면으로 담론의 변화>

300a 교사 지금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저렇게 프로젝션의 크기로! 

300b 딱, 간단명료하게 해버렸지, 그치?

301 학생들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 표시)

302 교사 그럼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가 아니고, 저걸 2차원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

야?

303 민국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304 교사               [점과 직선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그 공식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지?

305 승훈 점과 직선이요? 점과 직선은 [똑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306 준민                            [하나 잡고~ 

307 교사 준민이가 한 번 나와서 해 봐요.

308 학생들 오우~ (일제히 박수를 친다) 짝짝짝

민의 수학 성 은 교실 공동체의 평균 아래 다.따라서 민에게 발표 기

회가 주어졌을 때(307),학생들은 일제히 놀라움과 격려의 반응을 보 다(308).

상 으로 수학 성 이 낮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의 아이디어에 해서 다른

학생들이 히 평가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이는 발표 학생에게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향을 수 있다.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해 교사는 학생들의

수학 능력 성향 등을 악하고 많은 학생들이 발표할 수 있도록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발표자를 히 배치하 다.이런 에서 민의 발표가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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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 요소 내용

자료
P,직선     ,

직선 의 과 P를 잇는 벡터 

근거

하

논증1

자료 주어진 직선의 기울기는  


이고

근거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이므로

주장 수직인 기울기는 



하 논증2 수직인 기울기를 알면 을 구할 수 있다.

주장 구하는 거리는 proj 
의 크기

<표 Ⅳ-13> 과 직선사이의 거리에 한 민의 논증1

나는 <에피소드 Ⅳ-14>는 교실에서 수학 실력에 계없이 자유로운 발언 분

기를 조성하려는 교사의 노력이 반 된 결과이다.

<에피소드 Ⅳ-14. 과 직선사이의 거리1>

321a 준민 그니까 이거 기울기를 아니까요~

321b 그~ 우리는, 수직인 거의 기울기를 곱해가지고 -1이면 되잖아요.

321c 그걸 알아가지고, 이 수직인 것의 기울기를 아니까 여기서 법선벡터를 아는 

것과 똑같다고 하고!

321d 똑같이 마찬가지로 프로젝션 해줘가지고 구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

다.(교사를 바라본다)

322 학생들 아, 오우~

323 준민 저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나요?

324a 교사 물론, 되긴 하는데, 허허(웃음) 

324b 좀~ 더 원하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325 준민 아, 그니까 식으로요? 네~(칠판에 식 변환 과정을 쓴다.)

<에피소드 Ⅳ-14>에서 제시된 민의 정당화 과정을 분석하면 <표 Ⅳ-13>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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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은 벡터사 을 이용하여 과 평면사이의 거리를 표 하기 해 주어진

직선의 기울기를 통해 그에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를 알 수 있다면서 그 근거로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를 곱하면 ‘ ’이라는 사실을 제시하 다(321b).

이를 토 로 얻은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를 주어진 직선에 수직인 벡터의 방향

을 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결국 처음 주어진 직선에 수직인 벡터를 얻

을 수 있다(321c). 민은 이 수직인 벡터에 사 을 하면 거리를 구할 수 있으므

로 공간에서 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했던 승훈의 첫 번째 논증과 유사한

형식의 내러티 를 교실 공동체에 제시하 다(321d).

이미 승훈의 논증을 통해 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벡터사 을 이용하여 표

하는 내러티 를 경험한 학생들은 민이 제시한 논증의 결론에 해서 별

도의 추가 인 요청을 하지 않았으며,오히려 민의 발표에 해서 감탄하면

서 반응해 주었다(322).이는 승훈이 제시했던 내러티 ,즉 벡터사 이라는 수

학 상을 이용하여 과 평면사이를 표 하는 내러티 가 교실 공동체에서

승인되면서 루틴으로 확립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그러나 교

사는 민에게 논증 결과를 이 의 루틴에 따른 산술 표 으로 한 번 더 변

환해 것을 요구하 다(325).

이러한 교사의 행동은 <에피소드 Ⅳ-11>에서 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벡터

사 으로 표 했던 승훈에게 공식으로 변환해 것을 요구했던 학생들의 모

습과 닮아있다.즉 민에게 공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에 한 정당화를 요구하

기 해 교사는 의도 으로 의사소통 갈등 상황을 유발하고 그 갈등을 해소

하기 한 정당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의 정당화 요구에 민은 공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제시하 다.<표 Ⅳ

-14>는 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벡터사 을 이용하여 표 한 후,그 성분으로

나타내는 과정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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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 요소 내용

자료
직선 밖의 P ,

직선     ,직선 의 A 

근거

근거 임의의 과 P를 잇는 벡터      

하

논증

자료 직선의 기울기  



근거
수직인 기울기는 


이므로

(서로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

주장 법선벡터는 


  

주장 proj  
 

⋅
= 
       

<표 Ⅳ-14> 과 직선사이의 거리에 한 민의 논증2

이와 같이 공간에서 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벡터사 을 이

용하여 법선벡터에 정사 한 벡터의 크기로 표 했던 승훈의 방법은 민에

의해 좌표평면에서 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에도 유용하게 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3.4.2거리 표 에 한 새로운 루틴의 형성

승훈과 민의 발표를 통해 벡터사 을 사용하여 거리를 표 하는 내러티

를 학생들이 승인하게 되자 교사는 이 내러티 가 갖는 장 을 반복 으로 강

조하 다.

<에피소드 Ⅳ-15. 과 직선사이의 거리2>

300 교사 지금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저렇게 프로젝션의 크기로 딱, 간단명료하게 

해버렸지, 그치?

301 학생들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 표시)

(중략)

357a 교사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점과 직선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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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 평면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그냥 공식으로 외우는 것보다, 벡터

사영! 그죠? 벡터사영! 

357b 프로젝션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굉장히 공식이 쉽게 와 닿지! 그치?

358 학생들 (고개를 끄덕인다)

359a 교사 쉽게 와 닿습니다.

359b 꼭 그렇게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359c 법선벡터에 내린 벡터사영이다. 점 두 개를 연결해 가지고 만든 벡터의!

359d 잘 기억해 두면 좋겠다는 거죠.

(중략)

386a 교사 공식은 그냥 공식인 것 같고~

386b 아까 했던 방식 있죠, 일반화된 방식?

386c 승훈이랑 준민이가 한 거!

387 학생들 (고개를 끄덕인다)

388a 교사 수직인 벡터, normal벡터에 정사영을 내리면 된다는 이 발상! 

388b 굉장히 명료한 거에요! 그치? 아주 명료해!

<에피소드 Ⅳ-15>에서 교사는 ‘법선벡터에 내린 벡터사 의 크기’라는 거리

에 한 새로운 표 형식을 반복 으로 강조하며 언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공간에서 거리를 표 하는 새로운 루틴이 형성되도록 이끌었다.

학생들은 과 평면사이의 거리를 벡터사 에 사용하여 표 하는 루틴보다

는 문제에서 주어지는 평면의 방정식과 평면 밖의 한 의 좌표를 이용하여 공

식으로 표 하는 루틴을 형성하고 있었다. 즉 평면의 방정식이

 으로 주어지고,공간의 한 P  가 주어질 때,이

에서 평면까지의 거리는




과 같은 공식으로 표 해야 한다는 것이 일종의 규칙이었다.이것은 「고등

학교 기하와 벡터」 교과서에서 과 평면사이의 거리에 한 공식으로 강조

되면서 제시되는 표 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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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복잡한 논증 과정을 거쳐 유도해 낸 결과이긴 하지만,그 결과를 다른

계산에서 손쉽게 사용하기 해서는 최 한 기억하기 쉽게 단순화된 형태로

기호화하는 것은 효율 인 계산을 해서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다.이러한 단

순화는 복잡한 과정을 압축하고,그 과정에 의해 산출된 결과 자체를 하나의

상으로 삼음으로써,결과로 제시된 공식 자체가 인간과 독립 으로 존재하는

상처럼 느껴지게 만든다.그러나 이 게 상화된 공식은 상화되는 과정에

서 요한 의미를 잃을 수 있다는 함정을 갖는다(Sfard,2008).특히 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학생들이 루틴처럼 사용하고 있는 공식의 경우,그 공

식이 왜 주어진 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와 달리 승훈이 제시한 벡터사 을 사용한 표 은 과 평면 사이의 거리

를 구하는 과정을 추 할 수 있다는 장 을 갖고 있다.이를 자세히 설명해보

면 다음과 같다.

평면의 법선벡터    와 평면의 한 과 평면 밖의 한 을 연결한 벡

터 에 하여,의 에 한 벡터사 은

proj  
 

⋅

이다.이것은 P  와 평면의 법선벡터
   ,그리고 평면의

임의의 한 S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 될 수 있다.




의 식에는 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유도하는 논증 과정에서 가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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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의 수학 담론 교사의 발언

기존

루틴

 그냥 외우는 공식

공식은 그냥 공식

새로운

루틴

proj  
 

⋅

는




로젝션의 크기,간단명료함

로젝션의 개념으로 이해

공식이 쉽게 와 닿음

일반화된 방식

굉장히 명료한 것

<표 Ⅳ-15> 과 평면사이의 거리에 한 두 루틴 비교

는 핵심 인 근거가 포함되어 있다.한 에서 평면에 수직으로 내린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리로 정의된다는 것이다.이러한 사실은 ,

즉 SP를 단 법선벡터 에 정사 한 벡터의 크기를 앞의 공식이 표 하고 있

기 때문이다.승훈의 표 은 「고등학교 기하와 벡터」교과서의 공식 유도 과

정에서 사용한 수선의 발 H― 수선의 발 H의 좌표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 의 좌표가 아닌,평면의 임의의 S를 사용하여 나타내고

있다는 에서도 의미가 있다.평면에서 어떤 을 선택하더라도 SP를 에 정

사 하여 얻은 벡터사 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이다.승훈은 <에피소드 Ⅳ-11>

에서 진술한 것처럼 “임의의 ”(248a,b)을 잡아도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 바 있

다.

과 평면사이의 거리를 표 하는 것에 하여 교실의 기존 담론의 루틴과

새로운 루틴을 비교하면 <표 Ⅳ-15>와 같다.

과 평면사이의 거리에 하여 교실 공동체는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공식에

따른 루틴을 토 로,벡터사 을 사용하여 거리를 표 하는 승훈의 논증을 승

인하지 않았다.그러나 이 표 이 기존의 루틴에 따른 공식과 동치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승훈의 논증은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졌다. 한 과 평면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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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 창의성의

요소
담론 참여 활동

독창성
과 평면사이의 거리를 벡터사 으로 표 하는 내러티 제

시하기(승훈)

유연성

벡터사 으로 표 된 과 평면사이의 거리를 기존의 공식과

연결하기(학생들의 요구,승훈)

벡터사 을 사용한 표 과 기존의 공식 비교하기(교사)

정교성
벡터사 으로 거리를 표 할 수 있는 상황을 확장하고 일반

화하기( 민,교사)

<표 Ⅳ-16>벡터사 에 한 담론 형성과정에서 발 된 담론 창의성

거리 뿐 아니라 2차원에서 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데에도 용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교사에 의해 이 새로운 표 형식이 갖는 장 이 반

복 으로 강조되었다.이로 인해 벡터사 을 사용하여 과 평면 사이의 거리

를 표 하는 방식이 새로운 루틴으로 교실 공동체에서 형성되고 있었다.

벡터사 을 사용하여 거리를 표 하는 내러티 가 제시되고,의사소통 갈

등의 출 과 해소를 거쳐서 공동체에서 승인된 후 반복 인 사용을 통해 새로

운 루틴으로 확립되어 가는 과정은 벡터사 에 한 교실의 수학 담론을 새

로운 담론이 아닌 익숙한 담론으로 변화시키고 있었다.따라서 벡터사 에

한 담론의 형성 과정은 담론 창의성의 발 이라는 에서 해석할 수 있다.

를 들어 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수 인 공식에 익숙한 담론 공동

체에 벡터사 을 사용하는 낯선 내러티 가 등장한 것은 독창성과 련이 있

다. 한 벡터사 으로 표 된 결과를 기존의 공식과 연결하기 해 변환하는

과정은 유연성과 련이 있다.그리고 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상황

뿐 아니라 과 직선 사이의 거리,나아가 보다 일반화된 공간에서 거리를 구

할 때 벡터사 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과정은 정교성과 련이

있다.이를 요약하면 <표 Ⅳ-16>과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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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까지 벡터사 에 한 교실의 수학 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학생들

의 담론 참여활동이 증가하면서 독창성,유연성,정교성 등이 발 되고 있음을

확인하 다.다음 에서는 벡터사 을 사용하여 꼬인 치의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표 하는 상황에서 한 학생이 제시한 논증의 근거에 한 정당화를 요

구하는 질문이 교실의 수학 담론을 질 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살펴본다.

4.거리에 한 수학 담론의 창의성

4.1거리 문제에서 상화된 벡터사 의 사용

4.1.1꼬인 치의 두 직선 사이의 거리의 의미

학생들이 벡터 사 을 통해 거리를 표 하는 루틴을 형성하 다고 단한 교

사는 두 직선이 꼬인 치로 주어진 상황에서 그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

는 문제를 제시하 다.

<에피소드 Ⅳ-16.꼬인 치의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정의 vs방법>

402 교사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그럼 어떻게 구하지?

403 학생들 (8초간 침묵)

404 교사 지금까지 점과 평면, 점과 직선은 잘 했어요.

405 학생들 (3초간 침묵)

406 교사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사이의 거리? (엄지와 검지로 길이 표시)

407 일동 (5초간 침묵)

408 지훈 그냥 최소인 점 [두개

409 교사                [최소인 점 두 개? (잘 모르겠다는 표정)

410 지훈 그 길이!

411 학생들 푸하하(크게 웃음)

412 지훈 그 점 두 개의 거리

413 교사 아! (웃으며) 두 점 사이의 거리~

414 학생들 최소 길이, 하하(웃으며)

415a 교사 어, 그래요.

415b (지훈을 보며) 최소일 때~를 어떻게 찾죠? 그러면?

416 지훈 (3초간 침묵) 둘 다 수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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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학생들 (감탄하듯) 오우~

418 교사 어! 지훈이가 나와서 한 번 설명해 줘 봐~

교사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하는지”(402)라고 물으며,거리를

구하는 방법에 한 아이디어를 요구하 다.교사의 질문에 지훈은 “최소인 두

사이의 거리”(408,410,412)라고 말하며 꼬인 치의 두 직선 사이의 거리에

한 정의를 말하 다.교사나 학생들은 지훈의 발언을 한 반응으로 인정

하지 않았다.이것은 교사의 반응(409)과 학생들의 웃음(411)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교실 공동체가 지훈의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 이유는

교사의 질문의 의도와 다른 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교사의 의도된 이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었다면,지훈의 의도된 은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정

의하는 것이었다.<에피소드Ⅳ-16>의 짧은 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의사소통

갈등 상황이 나타난 것이다. 분석을 통해 이를 확인하면 [그림 Ⅳ-21]과

같다.

교사의 지훈의
표명된 수반된 의도된 표명된 수반된 의도된

[406]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그럼 어떻게 구

하지?

(엄지와 검지

로 길이 표시)

두 직선 사이

의 거리를 구

하는 방법

[408]그냥 최

소인 두개

두 직선 의 두 직선 사이

의 거리의 정

의

[409] 최소인

두 개?

(지훈 발언) 지훈의 발언의

의미 악

[410][412]

그 길이!

그 두 개

의 거리

두 직선 의

을 잇는 선분

두 직선 사이

의 거리의 정

의

[그림 Ⅳ-21]<에피소드 Ⅳ-16>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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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지훈과의 화에서 의사소통 갈등이 있음을 인식하고 지훈의 발

언이 의도하는 을 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413),“그 최소일 때를 어떻

게 찾을 것인지”(415)라고 지훈이 사용한 발언을 반복하여 말하면서 자신의 의

도를 명확히 표 해 주었다.지훈 역시 교사의 의도가 두 직선 사이의 거리의

정의가 아니라 그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악한 후,주어진 직선에

모두 수직이 될 때 최소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 응답하 다(416).지훈

의 이 발언은 두 직선의 거리에 한 정의로 해석되었던 이 발언에 비교해

최소 거리가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말해 주는 것이다.학생들은 이 발

언을 수학 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하 으며(417),교사는 지훈에게 공식

으로 발표를 하도록 자격을 부여하 다(418).

4.1.2벡터사 을 이용하여 거리 구하기

지훈은 이 수업에서 다룬 벡터사 을 이용하여 꼬인 치의 두 직선 사이

의 거리를 구하는 논증을 제시하 다.학생들은 벡터사 을 사용하여 거리를

표 하는 지훈의 논증에 해서 더 이상 공식으로의 변형을 요구하지 않았다.

따라서 벡터사 으로 거리를 표 하는 것은 거리에 한 교실의 루틴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교실 공동체는 수업의 목표에 성공 으로 도달하고

있었다.

<에피소드 Ⅳ-17.꼬인 치의 두 직선 사이의 거리1>

422a 지훈   둘 다 수직인 벡터를 생각하려면, 

422b 아까 외적 개념에서 두 벡터의 외적은 두 벡터 모두에 수직인 벡터를 의미

하기 때문에, 

422c 직선   의 벡터를  
라고 하면, 

422c’ (칠판에 ‘ 
 ’라고 쓴다.)

422d 일단, 최소인 점 두 개를 잇는 직선은 둘 다 수직일 것이고,

422d’ (칠판에 ‘⊥ ,
⊥ ’라고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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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e (를 가리킨다.) 이 벡터, 이 두 점 사이의 거리(3초간 침묵) 벡터는 다

음과 같은 방향과 평행할 것임을 첫 번째로 알 수 있고요.

422e’ (칠판에 ‘1)  
×
 ’라고 쓴다.)

422f 그래서 벡터의 방향을 먼저 알고! (‘ ’에 동그라미를 표시한다)

422g 두 번째로는   의 임의의 점 와 을 잡아서 두 개의 잇는 

벡터를 라고 하면, 

422g’ (칠판의 위의 한 점에 ‘’라고 쓰고, 위의 한 점에 ‘’라

고 쓴다.)

422h 이 벡터는 지금 임의의 두 점에 한 거리벡터를 의미하고, 이건(‘ ’을 

가리킨다.)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벡터를 의미하니까, 

422i 이 벡터(‘ ’을 가리킨다.)에서 이 벡터(‘ ’를 가리킨다.)성분만 따오면 되

겠죠?

422i’ (칠판에 ‘2)  ’라고 쓰고, 학생들을 본다.)

423 학생들 (2초간 침묵)

424a 지훈 그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일단 설명을 할께요.

424a’ (칠판에 ‘ 
 ’라고 쓴다.)

424b 이 벡터~에서(을 가리킨다.) 이 벡터 성분만 따오려면(‘ ’을 가리킴), 이 

벡터(‘ ’을 가리킨다.)를 라고 하고, 이 벡터(‘ ’를 가리킨다.)를 라고 

하면~(자신이 그린 그림과 기록을 보며 2초간 침묵)

425 학생들 후후

426 지훈 l 도트a (3초간 침묵) 이게 되겠죠? 

426’ (칠판에 ‘ 

⋅
’라고 쓰고, 학생들을 본다)

427 학생들 (3초간 침묵) 

428a 지훈 맞죠? 내적은 그 벡터 방향을 의미하니까.

428a’ (칠판에 ‘ 

⋅
 ’라고 쓴다.)

428b 그래서 이게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지훈은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많은 근거들

을 별도로 정당화하고 있었다. 를 들어 지훈은 두 직선에 모두 수직인 선분

가 두 직선의 방향벡터를 외 하여 얻은 벡터(×
)와 평행이라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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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 요소 내용

자료 직선   

근거

하 논증1 최소인 두 개를 잇는 직선은   에 수직

하

논증2

자료 직선   의 벡터를  
라고 하면

근거
두 벡터의 외 은 두 벡터 모두에 수직인 벡터를

의미하기 때문에,

주장   에 둘 다 수직인 벡터는 
×


하

논증3

자료
  의 임의의 와 을 잇는 벡터



근거
는 임의의 두 에 한 거리벡터,는 우

리가 구하고자 하는 벡터

주장 에서방향의 성분만 따오면 되겠죠?

하 논증3에

한 도
학생들의 침묵하는 반응(부정 반응)

하

논증4

자료
두 직선을 잇는 임의의 벡터를 ,=

이라

하면

근거 내 은 그 벡터 방향을 의미하니까.

주장 에서(=
)방향의 성분만 따오면 

⋅

주장 그래서 이게   사이의 거리( 

⋅
)

<표 Ⅳ-17>꼬인 치의 두 직선 사이의 거리에 한 지훈의 논증

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벡터의 외 을 사용하여 구하고 있다.특히 이 근거

자체를 별도로 정당화고 있었다.즉 하 근거를 제시하며 이 근거 자체를 정

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 두 직선 사이의 을 잇는 임의의 벡터 을 두 직

선에 수직인 선분에 해당하는 벡터( 
)에 사 한 것이 구하고자 하는 거

리라는 것도 별도로 정당화하고 있었다.지훈의 논증 과정을 분석하면 <표 Ⅳ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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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훈은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논증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근거들에 해 별도의 정당화를 제시하고 있었다.그

러나 <표 Ⅳ-17>의 ‘하 논증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두 직선에 동시에

수직인 선분이 길이가 최소 길이라는 발언에 해서는 별도의 정당화를 제시

하지 않고 있다.이 내러티 는 지훈에게 암묵 으로 참이라고 가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다른 학생들이 이 내러티 를 승인하는지는 확인하지

않고 있다.지훈이 정당화하지 않은 채 사용했던 이 내러티 는 이후 교실 공

동체에서 거리에 한 수학 담론이 발달하는 계기를 만든다.이에 해서는

4.2 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이와 달리,논증 과정에서 “에서방향의 성분만 따오면 되겠죠?”(422i)

라는 발언에 해 동료 학생들이 침묵하자,지훈은 자발 으로 추가 인 설명

을 해야 할 필요를 느끼는 것처럼 발언하며(424a),바로 그 근거에 한 정당화

과정을 통해 논증 과정을 보강하 다.

지훈의 발표가 끝나자 교사는 지훈의 논증에 해 학생들에게 질문하도록 요

구하 으며, 민은 지훈의 논증 과정에서 드러난 표기의 실수를 지 하 다.

<에피소드 Ⅳ-18.표기에 있어서의 오류 지 과 수정>

438 준민 ( 

⋅
을 가리킨다.) a방향, a성분을 취한 거니까 분모가 a가 되어야~

439 학생들 (약간 웅성거림)

440 준민 (‘proj  
  

⋅ 


’을 가리킨다) 저것도 n방향! n방향을 취하려고 

한 거니까!

441 지훈 (인정하듯 끄덕이며)아~! 

441’ (칠판에 있던 기록을 ‘

⋅
 ’라고 수정하여 쓴다.)

442 학생들 (오우~)

민은 벡터사 의 내 표 에서 다루었던 표기를 참조하면서(440),지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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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 요소 내용

자료 ,

근거

(하

논증)

자료 proj  
 

⋅ 


근거

것도 n방향!n방향을 취하려고 한 거니까!

(의 방향 성분은

⋅
이므로 )

주장 방향 성분을 취하는 거니까 분모가 가 되어야

주장 의 방향 성분은

⋅

<표 Ⅳ-18>지훈의 오류를 지 하는 민의 발언(논증)

논증의 결론에 제시된 표  

⋅
의 분모가 에서 로 바 어야 한다고 자신

의 의견을 제시하 다.실제로 의 방향 성분은 과 의 단 벡터를 내 하

여 얻을 수 있으므로 ⋅


로 표 된다.

지훈의 결론 부분의 오류에 한 민의 발언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지훈의 논

증 과정에서의 오류에 한 반박과 그 근거를 제시하는 형태의 논증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따라서 민의 발언은 <표 Ⅳ-18>과 같이 논증 분석을 통해 나

타낼 수 있다.

민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며(440)지훈의 표 에 한 자신의 의견을 말하

으므로 지훈은 민의 주장을 수용하며 자신의 이 기록을 수정하 다(441).

사소한 실수를 지 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의사소통 갈등의 해소과정으로 보

기는 어렵다(Sfard,2008).그러나 사소한 실수라도 그에 한 지 을 수용하기

해서는 <에피소드 Ⅳ-18>에서 민의 발언처럼 정당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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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거리에 한 논증의 근거에 한 담론

4.2.1수직인 선분의 길이의 최소성

4.2.1.1암묵 인 근거에 한 정당화 요구

지훈이 논증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각 근거들에 해 자세히 정당화하 음에

도 불구하고,교사는 학생들에게 지훈에 논증에 해 추가 인 질문을 하도록

요청하 다.

<에피소드 Ⅳ-19.암묵 근거에 한 질문>

444 교사 또 다른 질문은 없나요?

445 일동 (8초간 침묵)

446 민국 저게 왜 최소인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447 지훈 (6초간 침묵)

448 교사 답변을 해 줘야지, 그치?

449 지훈 (3초간 침묵) 그건 생각할 시간을~

450 민국 헤헤 (미안한 듯이 웃음)

451 지훈 (10초간 침묵) (칠판을 응시한다) 

그게~ (2초간 침묵) 조금~

452a 교사 아! 혹시 다른 친구가 신 이렇게 설명해볼 수 있다 하면 얘기해도 좋습니

다. 

452b (지훈이가) 지금 생각이 안 난다면~

교사의 추가질문 요청에 민국은 두 직선에 동시에 수직인 선분이 최소 길이

를 갖는 이유에 해서 질문하 다.즉,지훈이 논증 과정에서 별도로 정당화하

지 않고 암묵 으로 사용했던 근거에 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Weber외(2008)에 따르면,수학 수업에서 학생들이 동료와 토론하는 경우 상

방의 논증에 포함된 암묵 근거들에 해 활발하게 질문하게 된다.민국 역

시 동료인 지훈의 논증에서 암묵 으로 사용하고 있는 근거에 해 정당화를

요구하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제기하고 있었다.

민국의 정당화 요구에 지훈은 침묵으로 반응하 다(447).교사는 동료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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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 답변해야 한다고 언 하며 지훈에게 설명을 요구하 지만,지훈은 암

묵 으로 당연하다고 가정했던 근거에 해 정당화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었

다.[그림 Ⅳ-22]의 분석을 통해 민국과 지훈 사이에 의사소통 갈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민국의 지훈의
표명된 수반된 의도된 표명된 수반된 의도된

[446] 게 왜

최소인지 ~

(422d)둘 다

수직인 선분

이 최소 길이

공통 수선의

길이의 최소

성에 한 정

당화 요구

[445,447,449,4

51](침묵)

생각할 시간

자신의 기록

공통 수선

최소 길이의

정의 = 공통

수선의 길이

(당연히 성립)

[그림 Ⅳ-22]<에피소드 Ⅳ-19>의 분석

지훈은 공통 수선의 길이가 최소라는 것에 해서 의문을 갖지 않았던 것으

로 보인다.즉 그 최소성을 별도로 정당화할 필요성을 갖지 않았던 것이다.따

라서 교사에게 생각할 시간을 요청하고(449),비교 긴 시간 고민한 후에도 민

국의 정당화 요구에 한 답을 할 수 없다고 단하 다(451a,451b).

교사는 이 문제를 교실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공식화하 다

(452).이로 인해 교실의 담론의 은 꼬인 치의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

하는 문제에서 두 직선에 동시에 수직이 되는 선분의 길이가 최소인 이유를 정

당화하는 것으로 이동하 다.

<에피소드 Ⅳ-19>를 통해 교실 공동체에 형성되어 있는 상호작용 규칙의 특

징을 엿볼 수 있다.먼 한 학생이 제기한 주장이나 발표에 해 다른 학생이

질문하는 경우,우선 으로 발표자가 그 질문에 해 답변할 의무가 있다는 것

이다.이는 자신의 발언에 해 다른 사람이 질문을 하면 구체 인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는 상호작용 규칙과 련이 있다.발표와 토론으로 이루어지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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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서는 개별 학생들이 각자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때문에,질문이 제

기되었을 때 발표자가 그에 해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일반 인 규

칙이다.교사 역시 이 규칙에 따라 지훈에게 먼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 지만,지훈은 망설이다가 답변을 포기하 다.

발표자가 한 설명을 못하는 경우 제기된 질문을 해결하기 해서 교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다양하다. 를 들면,발표자 신 교사가 직 설명해

수도 있고,다른 학생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교사는 후

자의 방식을 선택하 다.교실 공동체의 모든 학생들에게 정당화할 책임과 권

한을 부여한 것이다.교사의 이러한 선택은 교실 공동체가 수학 담론에 참여

하는 규칙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즉,제기된 질문에 해 답해야 하는 사람

이 반드시 발표자일 필요가 없으며,교실 공동체가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규

칙이 형성되는 계기를 만들었다.수업 에 의사소통 갈등이 발생할 때,그

갈등의 해소를 해서 발언 당사자 뿐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 체가 함께 참

여할 수 있는 토 를 형성한 것이다.

4.2.1.2수직인 선분의 최소성에 한 정당화

교사에 의해 수직인 선분의 최소성에 한 정당화의 문제가 교실 체가 함

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상정되자,기 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시하 다.

<에피소드 Ⅳ-20.수직인 선분의 최소성에 한 기 의 논증>

453a 기광 그, 아무 점을, 그니까 이 직선에서 한 점을 잡고, 그 점에서 다른 직선에 최

솟값을 찾을 때, 그 직선은 인제, 거리가 인제 선을 이었을 때, 수직이 되는 

곳으로 나타날 거고, 

453b 반 쪽에서도 아무 점에서나 한 점을 잡고, 이쪽에 또 거리를 잴 때, 수직으

로 만나는 점이 최소가 될 거기 때문에~

453c (두 손을 합장하듯이) 둘 다 수직으로 만나는 두 점이 [거리가 제일 짧아요

454 지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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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 요소 내용

자료 두 직선

근거

하

논증

1

자료 이 직선에서 임의의(아무데나)한

근거 그 에서 다른 직선에 최솟값을 찾을 때,

주장 수직이 되는 곳으로 나타날 거고,

하

논증

2

자료 반 쪽에서도 아무 에서나 한

근거 (그 에서)이쪽에 거리를 잴 때,

주장 수직으로 만나는 이 최소가 될 거기 때문에

주장 둘 다 수직으로 만나는 두 이 거리가 제일 짧아요.

<표 Ⅳ-19>수직인 선분의 최소성에 한 기 의 논증

두 직선에 동시에 수직인 선분이 두 직선을 잇는 선분의 길이 에서 최소가

된다는 것을 정당화하기 해 기 은 ‘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핵심

인 근거가 되었던 수선의 발이라는 내러티 를 제시하 다.

한 직선 의 임의의 에서 다른 직선까지의 최단 거리는 그 에서 다른 직

선에 내린 수선의 길이이며(453a),반 로 다른 직선의 임의의 에서 처음 직

선까지의 최단 거리 역시 그 에서 처음 직선에 내린 수선의 길이이므로

(453b),이 두 근거를 통합하여 두 직선에 모두 수직인 선분이 두 직선 에 있

는 들 사이의 최단 거리라고 주장하는 것이다(453c).공통 수선의 길이가 최

소가 되는 이유에 한 기 의 정당화 과정을 분석하면 <표 Ⅳ-19>와 같다.

기 의 발표는 공통 수선의 최소성에 한 정당화를 포기했던 지훈에게 충분

한 도움이 되었다.기 의 설명이 끝나자 지훈은 기 의 아이디어를 모방하여

자신의 말로 변환하며 정당화를 시도하 다.

<에피소드 Ⅳ-21.기 의 논증을 모방하는 지훈의 논증>

457 지훈 설명을 해 볼게요. 이제

458 학생들 하하하(일제히 크게 웃음)

459 준민 하하하, 다 했잖아!

460 기광 먹었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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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 요소 내용

자료
직선  의 P ,직선  의 P 

P P 는 과 에 모두 수직

근거

하

논증

1

자료 P 에서 에 내린 수선의 발 Q

근거
에 Q가 아닌 다른 Q′에 해서

∆P QQ′은 직각 삼각형,Q가 직각(PQ′이 빗변)이므로

주장 P Q
P Q′

하

논증

2

자료 P 에서 에 내린 수선의 발 H

근거 논증 1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주장 P H가 최소 길이

주장 두 직선에 모두 수직이 되는 P P 에서 최소거리

<표 Ⅳ-20>수직인 선분의 최소성에 한 지훈의 논증

461a 지훈 두 개의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461b 먼저 P 을 고정시키고 P 를 결정하면, 이 점은 하나 결정되어 있고, 직선에 

있는 임의의 점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461b’ (칠판에 ‘① P  →P  ’라고 쓴다.)

461c 그니까 점 하나를 잡고, 직선과의 최솟값을 결정하면, 

461d 먼저, 수직인 이 점을 Q라고 하고, 어떤 임의의 점을 Q'이라고 하면, 

461e 삼각 부등식에 의해서 P Q 의 길이가 항상 어떤 것보다, 임의의 것보다 작

기 때문에 최소가 되(~)고,

(칠판에 ‘P Q
P Q′ ’라고 쓴다.)

461f 반 편 두 번째 경우도 P 고정시키고, P  결정하면,

461g 두 개, 두 직선 모두 수직인 곳이 최소의 거리가 됩니다.

기 이 발표한 이후에 지훈이 다시 설명하겠다고 말할 때(457),일부 학생들

은 지훈의 행동에 해 부 하다는 반응을 보 다(458,459,460).즉 지훈의 행

동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가로채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처럼 보 다.지훈

의 정당화 과정을 분석하면 <표 Ⅳ-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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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9>와 <표 Ⅳ-20>을 비교하면 지훈이 제시한 정당화 과정은 기

의 아이디어를 모방한 것임을 알 수 있다.그러나 그 형식면에서는 기 과 지

훈이 제시한 설명에는 차이가 있다.지훈이 제시한 설명은 기 의 설명보다 수

학 으로 보다 형식화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를 들어,“한 에서

직선까지의 최단거리가 수직일 때”가 되는 이유를 그림으로 표 하고 부등식

을 통해 나타냄으로써 지훈은 다른 학생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각 매개

체를 제공하고 있었다.

한편,꼬인 치의 두 직선 과 에 동시에 수직인 선분의 길이가 최소인 이

유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기 과 지훈의 논증에는 비약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이들은 한 에서 다른 직선에 그은 수선이 그 에서 직선까지 최단 거

리라는 사실을 반복 용하여 두 직선에 동시에 수직인 선분이 존재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그러나 한 직선  의 한 에서 직선 에 수선을 내릴 수 있고,

반 로 직선  의 에서 직선 에 수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두 직선 

과 에 동시에 수직인 선분이 존재하는 것을 정당화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4.2.2수직인 선분의 존재성

4.2.2.1암묵 인 근거에 한 정당화 요구

기 과 지훈의 논증에서 가정되고 있는 동시에 수직인 선분의 존재성에 해

민국은 질문을 제기하 고,이로 인해 교실의 담론의 은 다시 그 존재성에

한 정당화로 이동하 다.

<에피소드 Ⅳ-22.수직인 선분의 존재성에 한 정당화 요구>

466a 민국 두 직선에 수직인 게 (3초간 침묵하며 망설임)

466b 두 직선에 수직인 게 반드시 존재한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467 지훈 음~ (2초간 침묵) 보장할 수 있어요!

468 민국 네~ 죄송합니다.

469 학생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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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a 교사 (웃으며)이유를 말해줘야지! 된다는 게 명확하면.

470b (2초간 침묵) 질문하는 사람이 무안해지죠.

470c (지훈을 보며) 왜 되죠?  

지훈은 두 직선에 동시에 수직인 선분의 존재성에 한 정당화 요청에 하

여 당연히 보장할 수 있다고 짧게 답하고는 더 이상의 설명을 해 주지 않았

다(467).<에피소드 Ⅳ-19>에서 동시에 수직인 선분의 길이가 최소가 된다는

것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지훈은 수직인 선분

의 존재성에 해서도 별도로 정당화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그

러나 <에피소드 Ⅳ-19>에서 주 했던 반응과 달리 <에피소드 Ⅳ-22>에서는

당연히 보장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함으로써 정당화를 요구했던 민국을 당

황하게 만들었다.이 순간의 화 역시 의사소통 갈등이 출 하는 상황이다.

[그림 Ⅳ-23]의 분석을 통해 민국과 지훈 사이에 의사소통 갈등이 나타

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민국의 지훈의

표명된 수반된 의도된 표명된 수반된 의도된

[466]두 직선

에 동시에 수

직인 게 반드

시 존재한다

고 보장할 수

있어요?

공통수선

P P ⊥

P P ⊥

공통 수선의

존재성에

한 정당화 요

구

[467]

음.보장할 수

있어요.

공통수선

P P ⊥

P P ⊥

공통 수선은

당연히 존재

(정당화 필요

없음)

[그림 Ⅳ-23]<에피소드 Ⅳ-22>의 분석

두 직선에 동시에 수직인 선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는 지훈의

단정 인 발언에 해 민국은 자신의 질문을 취소하려고 하 다.둘 사이의 의



-131-

사소통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은 채 화가 종료되려는 상황에 이르자 교사

는 이 갈등을 표면 으로 드러내며 극 으로 개입하 다.교사는 지훈에게

자신의 주장이 명확하다고 생각하면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수 있어야 한

다고 강조하며 정당화를 요구하 다.자칫 단될 뻔 했던 공통 수선의 존재성

에 한 수학 담론은 교사의 정당화 요구라는 개입을 통해 교실 공동체의 담

론으로 형성될 수 있게 되었다.

특정한 수학 상을 찾는 과정에서 그 상의 존재성에 한 문제는 수학

의 요한 주제이다.구하려는 수학 상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악하는 것

은 그 상에 한 담론이 의미 있는 활동이라는 것을 보장해 다.그러나 학

교 수학에서 다루는 부분의 문제에서는 구하려는 답이나 해결과정이 존재한

다는 것을 암묵 으로 가정하고 있다.이런 에서 민국이 제시한 수학 상

의 존재성에 한 질문은 보통의 수학 수업에서 잘 제기되지 않는 질문이다.

따라서 질문을 제기한 민국이나 그 질문에 해 구체 인 설명을 제시하지 않

고 직 으로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고 넘어가려는 지훈의 모습은 그리 낯선

모습은 아니다.

4.2.2.2수직인 선분의 존재성에 한 정당화

교사는 지훈에게 정당화를 요구했지만 승훈과 기 은 지훈의 설명을 기다리

지 않고 먼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다.

<에피소드 Ⅳ-23.수직인 선분의 존재성에 한 논증>

471 승훈 저 직선을 평행이동 시키면 무조건 만나잖아요.

472 기광 촤악~ 해서 만나는 점을(두 손바닥을 포갠다) 다시 촤악~ 늘리면 되지(두 

손바닥을 벌린다)

473 학생들 하하하

474 교사 촤악 할 때, 뭘 촤악 하는 거야?

475 학생들 하하하하

476a 기광 그니까 둘 다 직선에~(손바닥 두 개를 멀리 떨어뜨리며) 두 직선에 모두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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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 요소 내용

자료 꼬인 치의 두 직선()

근거

하 논증1 두 직선()에 모두 평행인 평면()을 잡을 수 있다.

하

논증

2

자료 두 직선(),평행인 평면()

근거 두 직선()을 평면()에 각각 사 시키면

주장 한 (H)에서 만난다.

주장
그 에서 원래 직선으로 연장시키면(H에서 두 직선

( )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두 직선에 모두 수직이다.

<표 Ⅳ-21>수직인 선분의 존재성에 한 기 의 논증

나지 않는 평면을 하나 잡을 수 있잖아요.

476b 거기에다가 사영을 시켜놓고, 그 사영시킬 때 만나는 점을 또 원래 그쪽으로 

응~, 쭉 연장을 시켜보면 그게 이제 두 직선과 모두 수직이죠.

승훈과 기 이 지훈의 설명을 기다리지 않고 먼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행

동은 수업 참여와 련된 상호작용의 규칙을 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앞선 <에피소드Ⅳ-19>의 공통 수선의 길이의 최소성에 한 정당화

과정에서 형성된 교실의 참여 규칙에 의해 이들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다.

이 수업에서는 발표자에게 제기된 질문에 해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구라

도 답변할 수 있는 규칙이 형성되어 있었다.

한편,두 직선에 동시에 수직인 선분의 존재성을 정당화하기 한 승훈과 기

의 설명은 기하학 직 에 의존하고 있다.승훈은 공간에서 꼬인 치의 두

직선을 평행이동하면 당연히 만난다고 말하 으며,기 은 구체 인 동작을 통

해 시범을 보이며 설명하고 있다.이들의 직 인 설명에 해 교사가 의문을

제기하자 기 은 이 수업시간에 다루었던 “사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당화를 시도하 다.공통 수선의 존재성에 한 기 의 정당화 과정을 분석

하면 <표 Ⅳ-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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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은 두 직선에 수직인 선분의 양 끝 을 찾는 과정을 기하학 으로 설명

하고 있다.기 의 논증에서 핵심 인 근거는 두 가지이다.하나는 두 직선에

모두 평행인 평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이 근거는 별도의 정당화 없이 사용되

고 있다.다른 하나는 꼬인 치의 두 직선을 평행인 평면에 각각 정사 하여

생기는 두 직선이 한 에서 만난다는 것이다.

기 은 이 두 근거를 이용하여 두 직선을 평면에 정사 하는 과정의 반 과

정을 수행하면 동시에 수직인 선분의 양 끝 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 다.

교실 공동체는 기 의 논증을 별다른 이의 없이 받아들 다.

수업을 마무리하는 시 에서,민국은 자신의 정당화 요구에 해서 지훈이

직 답변하지 못하고 기 의 아이디어를 모방한 것에 해서 아쉬워하는 발

언을 하 다.이는 <에피소드 Ⅳ-24>에서 확인된다.

<에피소드 Ⅳ-24.수업의 마무리>

480 교사 그럼 다 해결된 거야 이제? 의문점이?

481 민국 (고개를 갸우뚱하며 현승에게) 지훈이 형이 답을 못하네~

482 교사 민국! 해결 되었어?

483a 민국 네, 된 것 같습니다.

483b (2초간 침묵) 지훈이 형이 답을 못한 게 약간 흠인 것 같습니다.

484 학생들 하하하

485 교사 잘 했는데 왜?

486 준민 (웃다가 민국에게) 왜 그래~

487 민국 기광이 형이 나가서 발표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웃음)

488 학생들 하하하

489 교사 이제, 민국이가 질문을 하고, 지훈이가 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기광이도 생각

이 난거야! 그치?

490 기광 그렇죠!

(중략)

494a 교사 사실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제일 어려운 점이 바로 그거죠. 과연 그 경우

가, 두 직선을 다 지나느냐 그거죠. 그거? 그런 두 점이 과연 있냐가 제일 

어려운 문제지?

494b 있기만 하면 방금 지훈이가 한 방법 로 그렇게 찾으면 되죠. 그걸 어떻게 

보장할 거냐가 제일 어려운 건데, 그 점을 결정하는 방법에 해서 이제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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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잘 해 준거죠. 

494c 기광이가 “한쪽 점을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 점을 결정하겠다.” 

494d 민국이 질문처럼 “그럼 그게 과연 그렇게 되느냐?”

494e “정사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광이가. “두 벡터를, 나란한 평면 

하나를 잡아놓고 정사영 시켰을 때, 그 점을 다시, 그 정사영된 점을 다시 

수직으로 이동시켜서 만나는 직선을 결정하는 것.”

494f 아주 훌륭합니다.

민국은 발표자에게 질문에 한 답변 책임이 있으며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함부로 모방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표 하고 있다.즉 수업 에 논의되거나

공표되는 발언에 해서 최 발표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신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이와 달리 교사는 수업에서는 제기된 질문에 해 개인이 아닌

공동체 체가 답변할 의무와 권한이 있으며,공동체가 함께 해결책을 찾는 과

정에서 서로 성장한다는 을 강조하고 있다(489).지훈이 답변을 충분히 못하

는 동안 공동체의 주도 인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생각을 제시했던 기 은 교

사의 진술에 동의하면서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었다(490).교사는 꼬인 치의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에 한 교실의 담론이 발 해 온 과정에서 기여했던 학생들의 발언을 정리해

주면서 이들의 참여에 해 정 으로 평가하며 수업을 마무리하 다.

수업이 마무리된 후 연구자는 지훈이 두 직선에 수직인 선분의 존재성에

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를 알고 싶었다.따라서 추가 으로 면담을 진

행하 다.

<에피소드 Ⅳ-25.수직인 선분의 존재성에 한 지훈의 정당화>

549 연구자 P에서 (에) 수선을 내려 Q를 잡고, 그러면 PQ는 이제 에 수직이 되잖아?

550 지훈 예

551 연구자 그 다음에 Q에서 인제, 

552 지훈 아~

553 연구자 Q에서 (에 수직으로) 내리면 이게 (와) 수직이야?

554a 지훈 그렇게 (되도록)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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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b 왜냐면 지금 P가~ (2초간 침묵) 모든 P에  해서 하는 거니까~(3초간 침

묵)

555 연구자 (고개를 끄덕이며) 임의의 P에 해서?

556 지훈 그 중에서~(3초간 침묵) 그니까 아무거나 P를 잡으면, 그에 응하는 Q가 

있을 것이고

557 연구자 응~

558a 지훈 P도 무한하고, Q도 무한하잖아요. 

558b 응하는 게 하나씩 있으니까

559 연구자 응~

560a 지훈 그래서 그 무한한 Q에 해서 이제 P에..

560b 그 존재성은 아까 보였으니까.

561 연구자 그니까,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562 지훈 네~

지훈과의 면담을 통해서 연구자는 두 직선에 동시에 수직인 선분이 존재한다

는 주장의 근거에 해서 지훈이 기 과는 다른 내러티 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P가 무한하고,그에 따라 Q도 무한하다는 지훈의 발언을

토 로 지훈의 내러티 를 [그림 Ⅳ-24]와 같이 재구성할 수 있다.

1. 직선 위의 임의의 점 P 에 해서, P로부터 에 내린 수선의 발 Q를 각각 하

나씩 잡을 수 있다. 

2. 점 P 는 직선 위의 무한히 많은 점들 중에서 임의로 잡은 점이므로 마음 로 

움직일 수 있다. 

3. P를 움직여감에 따라서 그에 응하는 Q 도 위에서 변화한다. 

[그림 Ⅳ-24]동시에 수직인 선분의 존재성에 한 지훈의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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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훈의 내러티 는 직선  의 P 을 움직이면 그에 따라 수선의 발인 Q 

도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556,558a).[그림 Ⅳ-24]에서 직선 

의 에서 직선 에 내린 수선들의 집합과 직선  의 에서 직선 에 내

린 수선들의 집합은 서로 다르다.두 직선에 모두 수직인 선분의 존재성은 이

두 집합이 공통원소를 갖는지 여부에 의존한다.면담에서 연구자가 알아보고자

했던 질문의 은 다음과 같다.

직선 의 점 P 에서 직선 에 내린 수선의 발을 Q 이라 하자. 그리고 점 Q 에서 

직선 에 수선의 발을 P 라 하자. 이 때, 선분 Q P 가 와 수직인가?(553)

이 질문에 해 지훈은 Q P 가 수직이 되도록 한 Q 을 선택해야 한다고

답하 다(554a).지훈은 당히 Q 을 선택하여 동시에 수직인 선분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 다.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P에서 에 내린 수선들과 Q에

서 에 수선들은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따라서 그 존재성을 정당화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4.3꼬인 치에 한 담론

4.3.1꼬인 치에 한 의사소통 갈등의 출

<에피소드 Ⅳ-25>에서의 면담 후에 교사는 지훈에게 두 직선에 공통인 수선

을 찾는 과정에 해 다음 수업시간에 발표해 주기를 요청하 다.이 게 시작

된 공통수선에 한 담론은 꼬인 치의 정의에 하여 재음미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 다.이하부터는 꼬인 치라는 개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공통 수선의 존재성을 확인하는 정당화 과정에 요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는 을 수업에서 나타난 에피소드들을 토 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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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 Ⅳ-26.꼬인 치의 두 직선에 동시에 수직인 선분 찾기>

6a 교사 지훈이가 어제 했던 이야기를 기억해 보면, 이런 거였죠?

6a’ (칠판에 두 직선을 그리고 각각 ‘ ’, ‘ ‘라고 쓴다.) 

6b 임의의 한 점을 잡아서, 여기서 뭘 합니까?

6b’ (칠판의 직선 위의 한 점을 표시하고 ’P  ‘이라고 쓴다.)

6c 이 선에다가 수선을 그리면 Q 이 나오겠지 그치? 

6c’ (칠판의 P 에서 에 수선을 그린 다음, 수선의 발을 ‘Q  ‘이라고 쓴다.)

6d 그 다음에 Q 에서 여기에 다시 수선을 내려!

6d’ (칠판의 Q 에서 에 수선을 그린 다음, 수선의 발을 ‘P  ‘라고 쓴다.)

[그림 Ⅳ-25]교사가 제시한 공통 수선 문제

6e 그럼 이 점 P 가 바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결정하는 그 점이냐는 거야. 

확실해? 

7 승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8 교사 맞아요? 맞아요?

9 기광 맞아요!

10a 교사 맞아요?

10b P는 아무렇게나 잡아 처음에. 

10c 두 번째, 직선에 이렇게 수직으로 수선을 내려

10d 이 거리는 P로부터는 제일 짧은 거지?

11 학생들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 표시)

12a 교사 그 다음에 이 점에서 다시 이 직선에다 수선을 그려.

12b 그럼 이 점에서 볼 때, 또 제일 짧은 거지?

13 학생들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 표시)

14 교사 그럼, 이 두 번 한 결과가 과연?

15 현승 [아닌 것 같아요.

16 승훈 [삼수선~

17 영준 [계속 해야죠!(큰소리로)

18 교사 지훈이가 이제 발표를 [하기로  했으니까 들어보도록 하죠~

19 승훈                      [두 번만 하면 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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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기광 (승훈의 말에) 맞아~

교사는 [그림 Ⅳ-25]와 같이 직선 의 한 P 에서 직선 에 내린 수선의

발 Q 을 잡고,그 Q 에서 직선 에 내린 수선의 발 P 를 잡을 때,선분

Q P 가 두 직선 에 모두 수직이 되는지 질문하며 수업을 시작하 다.이

질문으로 인해 교실 공동체는 공통 수선의 존재성과 꼬인 치의 계에 한

수학 담론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교사의 질문에 해 많은 학생들이 선분 Q P 가 두 직선  에 모두 수직이

라고 답하 다(7,9,16,19,20).교사는 학생들의 답을 바로 수용하지 않고 선

분 Q P 을 그리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다시 질문하 다.교사의 두 번째 질문에

도 여 히 많은 학생들이 같은 답을 하 다.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수직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하 다.특히 은 “계속 해야죠”(17)라고 말

하며,동시에 수직인 선분을 찾기 한 과정이 무한히 반복될 것이라고 추측하

고 있었다.선분 Q P 가 두 직선  에 동시에 수직인지 여부에 하여 서로

다른 입장이 나타나는 순간이다.

이와 같이 하나의 문제 상황에 해서 서로 다른 답이 공존하는 순간은 수

학수업에서 흔한 상황은 아니다.일반 으로 서로 다른 답이 공존하는 경우

보통은 어도 어느 한 답이 틀린 것으로 간주된다.그러나 학생들이 왜 서

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지 분석해보면,서로 다른 두 답이 모두 한 근

거를 갖는 경우가 있다.

<에피소드 Ⅳ-26>의 화를 처음 분석할 때,본 연구자는 선분 Q P 가 두

직선에 모두 수직이라고 답하는 학생들이 틀린 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단

하 다.따라서 이 상황에서 발생하는 입장의 차이를 의사소통 갈등으로 해

석하지 않았다.그러나 학생들의 서로 다른 답이 꼬인 치의 두 직선이 주

어져 있는 상황에 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을 때 이 단을

수정해야만 했다.<에피소드 Ⅳ-26>에 한 분석 결과는 [그림 Ⅳ-26]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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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제시할 수 있다.

승훈(기 )의 (지훈, 승)의
표명된 수반된 의도된 표명된 수반된 의도된

[7] 네 그런

것 같아요.

[9]맞아요

[11](끄덕임)

[16]삼수선

Q P ⊥

Q P ⊥

(직육면체의

모서리 )

꼬인 치의

두 직선은 평

행 이 동 하 면

서로 수직이

라는 가정

[15]아닌 것

같아요

[17] 계속

해야죠

Q P ⊥이

성립하지 않

음

서로 수직이

아닌 꼬인

치 고려

[그림 Ⅳ-26]<에피소드 Ⅳ-26>의 분석

이 분석을 통해 선분 Q P 가 두 직선 ,에 수직인지 여부를 단함

에 있어서 서로 다른 답이 나타났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어느 한 입장에

있는 학생들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꼬인 치의 의미를 서로 다르

게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서로 다른 답을 한 것이었다.따라서

<에피소드 Ⅳ-26>은 의사소통 갈등이 출 하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4.3.2꼬인 치의 정의와 사례

앞선 <에피소드 Ⅳ-26>에서 기 과 승훈을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선분

Q P 가 두 직선에 모두 수직이라고 답했던 이유는 두 직선이 꼬인 치에

있다는 것의 의미를 직육면체에서 서로 만나지도 않고 평행도 아닌 두 모서리

의 치 계라는 특수한 사례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이는 교사가 꼬

인 치의 두 직선 사이의 거리에 한 문제를 제시하기에 앞서 <에피소드 Ⅳ

-27>와 같이 학생들이 꼬인 치의 개념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해 도입한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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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 Ⅳ-27.꼬인 치의 두 직선>

394 교사 우리 교실을 하나의 공간이라 생각하고(앞쪽 벽과 천정 사이의 모서리를 가

리킴) 이쪽 모서리가 하나의 직선이지? 그치? 

395 학생들 　(고개를 끄덕임)

396 교사 그리고 (옆쪽 벽과 바닥 사이의 모서리를 가리킴) 저쪽 모서리, 이런 걸 우

리는 무슨 위치라고 불러?

397 학생들 (일제히 합창하듯) 꼬인 위치!

398 교사 응, 잘 알고 있구나, 그치? (웃으며) 꼬인 위치!

399 학생들 (가볍게 웃는다) 후훗

교사는 직육면체 모양을 로 들면서,서로 만나지도 않고 평행도 아닌 두 모

서리를 가리키며 두 직선이 어떤 계인지 물었다(394,396).학생들은 일제히

“꼬인 치”(397)라고 답하며,교사의 질문에 하게 답하 다.학생들은

공간에서 두 곡선이 꼬인 치에 있다는 것의 의미에 하여 잘 알고 있는 것

으로 보 다.

일반 으로 두 직선이 꼬인 치에 있다는 말은 공간에서 두 직선이 서로 평

행도 아니며 만나지도 않는 경우를 말한다.따라서 꼬인 치의 두 직선을 서

로 만나도록 평행이동하면,서로 수직이 되는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로 구분

할 수 있다.그런데 <에피소드 Ⅳ-27>에서 꼬인 치의 개념을 확인할 때 교

실 공동체가 공유했던 형 인 사례는 직육면체에서 제시된 꼬인 치의 두

직선이었다.즉 이 두 직선은 평행이동하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실제로 학

생이나 고등학생 수 에서 꼬인 치를 처음 도입할 때,직육면체나 정육면체

에서 만나지 않고 평행이 아닌 두 모서리를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교사와 학생들은 꼬인 치의 정의를 언 하지 않았으며,교사가 제시한 상

황을 꼬인 치를 나타내는 한 사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 다.그러나 [그

림 Ⅳ-25]에서 선분 Q P 가 두 직선에 동시에 수직인지 여부를 단하는 상황

에서 앞서 제시했던 형 인 사례로 인해 꼬인 치의 의미를 서로 다르게 해

석하는 의사소통 갈등이 나타났다.이러한 갈등은 꼬인 치에 한 명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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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공유하지 않고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Hofstadter(1997)에 따르면,개념 상에 한 범주 용어와 사례 용어는 서

로 구분되어야 한다17).많은 기호들은 그것이 활성화되는 맥락에 따라 범주의

역할과 사례의 역할을 동시에 갖고 있다.흔히 어떤 범주에 속하는 형 인

사례는 사례인 동시에 범주의 역할을 한다.특정 범주의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

에서 처음 한 사례들은 동시에 그 사례가 속한 범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면

서 다른 사례를 단하기 한 잠정 인 토 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직육면체나 정육면체의 모서리를 통해 두 직선의 꼬인 치를 도입하는 방식

은 꼬인 치라는 범주 용어에 한 특수한 사례를 통해 직 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그러나 특수한 사례가 주는 이미지는 꼬인 치라는 범

주 용어의 정의를 악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되기도 한다.즉,학생들은 자칫

꼬인 치의 두 직선을 평행이동하면 항상 서로 수직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

이러한 오해는 꼬인 치의 개념을 도입할 때 처음 사용했던 사례로 인해 자연

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상이다.

특히 추상 인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 표 으로 사용되는 특수한 사례는

그 개념을 정의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포함하면서도,거의 필연 으로 그 개념

을 정의하는 것과 무 한 불필요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따라서 특수한 사

례를 통해 추상 인 개념을 도입하는 경우에,학생들이 그 개념과 무 한 불필

요한 요소에 을 두고 있지 않은지 주의해야 한다.

꼬인 치에 있는 두 직선을 서로 만나도록 평행이동할 때 서로 수직이 아닌

경우에 [그림 Ⅳ-25]의 선분 Q P 는 직선 와 수직이 아니다.따라서 공통 수

선을 찾기 해서는 P 에서 에 수선의 발을 내리고,다시 그 수선의 발에서

다른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리는 과정을 끝없이 반복해야 한다.

17)범주(부류)는 종종 다른 말로 유형(types)으로 불리기도 하며,개체(사례)는 다른 말로 실 체

(token)로 불리기도 한다.types은 어떤 사건들이 규칙성을 갖고 반복 으로 나타나는 경우 그 사

건들을 통칭하여 부르는 말이며,token은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한 구체 인 하나의 사건을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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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두 직선 과 가 만나도록 평행이동할 때 서로 수직이 되는 경우

에 [그림 Ⅳ-25]의 선분 Q P 는 두 직선 과 에 동시에 수직이다.이하에서

는 꼬인 치의 두 직선을 두 경우로 구분하여 공통 수선에 한 서로 다른 담

론이 출 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4.3.2.1수직이 아닌 꼬인 치

먼 두 직선 과 를 평행이동하여 만나게 했을 때 서로 수직이 아닌 경우,

상의 서로 다른 에서 에 내린 수선의 발은 서로 다르다.이에 한 증명은

[그림 Ⅳ-27]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직선 위의 점 P의 집합 와 직선 위의 점 Q 의 집합 에 해 다음과 같이 정

의되는 함수 는 일 일 응이다. 

  →  P    Q  (P Q ⊥ )

증명)ⅰ) 먼저 가 일 일 함수임을 보이자.

P    P  이면, Q   Q 이고, 정의에 의해 P Q ⊥ , 
P Q ⊥이다.

(귀류법) 만약 P ≠ P 이면, 세 점 P P Q   Q  이 결정하는 평면 는 에 

수직이다. 즉 P P 를 지나는 직선 을 평행이동하면 에 수직이 되어 가

정에 모순이다. 따라서 P   P 이다.

ⅱ) 다음으로 가 위로의 함수(onto)임을 보이자. 

       의 임의의 점 Q에 해 P   Q인 점 P 가 에 존재함을 보이면 된다. 

  의 점 Q에 해, Q 를 지나고 에 수직인 평면 를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직선 은 평면 와 반드시 한 점에서만 만난다. 

  (귀류법) 만약 이 와 만나지 않는다면 은 와 평행이다. 만약 과 의 

교점이 두 개 이상이면 은 에 포함된다. 이 중 어느 경우이건 과 

를 만나도록 평행이동하면 서로 수직이 되어 가정에 모순. 따라서 과 

의 교점은 하나뿐이다.

    이 때 과 의 교점을 P 라 하면, PQ⊥이다.(왜냐하면 ⊥이므로)

       따라서 P   Q인 점 P 가 에 반드시 존재한다. 

[그림 Ⅳ-27]수직이 아닌 꼬인 치에서의 수선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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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7]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로 수직이 아닌 꼬인 치의 두 직선

 에 해서 한 직선 의 에서 다른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응시키는

함수는 일 일 응이다.특히,직선  의 임의의 (Q)은 의 어떤 한 (P)

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면담을 통해 지훈은 꼬인 치의 두 직선을 만나도록 평행이동하면 서로 수

직이 아닌 경우로 가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러한 가정 하에 지훈

은 두 직선에 동시에 수직인 선분을 찾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 다.

<에피소드 Ⅳ-28.수직인 선분의 존재성에 한 지훈의 논증>

26a 지훈 먼저 P 에서 Q 까지 수선을, 이 직선에 수직인 이 Q 을 잡고, 계속 P 를 

잡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나가다 보면, 이게 특성이 몇 개가 있는데, 

26b 이제 첫 번째 특성은,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그어 나간 직선들의 길이가 수

열로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점점 길이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6c 왜냐면 여기 P 에서 Q 까지 가장 짧은 선분을 선정을 했고 (2초간 침묵) 

선정을 했기 때문에~ (3초간 침묵)

27 학생들 하하하 (주저하는 지훈을 보며 웃음)

28a 지훈 이렇게 수선( )을 내리면, 여기( )가 빗변이 되어서 은 보다 항상 크게 

되고, 다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은 보다 작고(크고), 는 보다 작아서

(커서),

29 민국 (지훈의 말에 고개를 갸우뚱)

30a 지훈 이라는 수열이 감소수열이 되게 되요. 

30b 그러니까 단조 감소 수열이 아니라 완전히 감소수열이 되는데, 근데, 지금 

이 두 선이 만나지 않고 꼬여있는 직선이라는, 꼬인 직선이라는 조건 하에 

지금 길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30c 그래서 항상 이라는 수열의 값들은 0보다 크게 되고, 감소수열이면서 의 

값들이 다 0보다 크기 때문에 하한을 갖는 거잖아요. 

30d 그러니까 아래로 유계이고 감소수열이기 때문에 단조수렴정리에 의해서 수

렴하고, 이 수렴하면, 그게 바로 수렴하면 그 수렴 값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훈은 공통 수선의 길이가 최소라는 것을 가정하고,이를 토 로 두 직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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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 요소 내용

자료 꼬인 치의 두 직선

근거

하

논증1

자료
P 에서 Q 까지 수선 ,Q 에서 P 까지 수선 

계속 반복(⋯)

근거

(수선은)가장 짧은 선분으로 정의되므로,

수선 를 잡을 때 이 빗변인 직각 삼각형이 나타

나므로 은 보다 항상 크다

주장  는 길이가 감소(     ⋯)--①

하

논증2

자료  

근거

은 모두 선분의 길이이고 두 직선이 만나지 않으

므로   ,즉 이 아래로 유계,

①에 의해 은 감소하는 수열,

단조수렴정리(유계이며 감소수열은 수렴한다)

주장 은 아래로 유계이며 감소하므로 수렴

주장 이 수렴하는 값이 구하고자 하는 거리이다

<표 Ⅳ-22>수직인 선분의 존재성에 한 지훈의 논증

이의 을 연결하는 선분 에서 그 길이가 최소가 되는 선분을 구하는 과정을

설명하 다.특히 지훈은 최소 길이를 갖는 선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래로 유

계이고 감소하는 수열은 수렴한다는 단조수렴정리를 사용하여 정당화하 다

(30d).즉 한 직선에서 다른 직선에 수선을 고,그 수선의 발로부터 다시 처음

직선에 수선을 그려나가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여서 얻어지는 선분의 길이가

감소하고,그 값이 특정한 값으로 수렴한다는 것이다.지훈의 논증을 분석

하여 나타내면 <표 Ⅳ-22>와 같다.

지훈은 두 직선에 동시에 수직인 선분을 찾기 해 한 직선에서 다른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리고,다시 그 수선의 발에서 처음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리는

과정을 반복하여 수행하고 있다.이 때 매 수행마다 생기는 선분의 길이로 감

소하는 수열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근거이다.그리고 “단조수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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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두 번째 근거로 제시하며,수선의 길이로 만든 수열이 특정한 값에 수렴한

다는 것을 보 다.이 때 수렴하는 값이 구하고자 하는 길이라는 것이 지훈의

결론이다.

그러나 수선의 길이로 이루어진 수열이 수렴한다는 사실로부터 그 수렴값에

해당하는 길이를 갖는 선분이 존재한다는 단을 내릴 수 있는지는 검토해 보

아야 한다.이것을 직 으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수학 으로 엄 하게 표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교실 공동체에서는 아직 그 단계까지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교사는 더 이상 논의를 진 시키지 않았다.교사는

그 최단 거리인 선분을 찾는 방법을 생각해 볼 것을 권고하는 수 에서 수업을

마무리하 다.

4.3.2.2수직인 꼬인 치

다음으로 두 꼬인 치의 두 직선 과 를 평행이동하여 만나도록 했을 때

서로 수직이 되는 경우는 [그림 Ⅳ-28]과 같이 직선  의 어떤 을 선택하더

라도 에 내린 수선의 발이 모두 동일한 이 된다.

[그림 Ⅳ-28]공통 수선 찾기

[그림 Ⅳ-28]의 증명을 형식 으로 제시하면 [그림 Ⅳ-2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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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을 서로 만나도록 평행이동하였을 때 서로 수직이면, 

직선 위의 임의의 점 P 에서 에 내린 수선의 발은 모두 동일하다.

증명) 위의 한 점 P 을 잡고, P 에서 에 내린 수선의 발을 Q 이라 하자. 

그럼 P Q 은 에 수직이다. 

한편, P Q 을 연장한 직선( )은 과 한 점 P 에서 만난다. 

따라서 과 는 하나의 평면 를 결정한다.

그런데 평면 의 두 직선 과 는 모두 에 수직이다.

이로부터 평면 와 직선 은 서로 수직임을 알 수 있다.

즉, 평면 에 있는 모든 직선은 에 수직이다.

이 때, 직선 과 점 Q 이 평면 위에 있다. 

따라서, 의 임의의 점 P 에 해서 PQ 은 에 수직이다.

즉, 의 임의의 점 P 에 해서 에 내린 수선의 발은 항상 Q 이다.

따라서 꼬인 위치 관계에 있는 두 직선을 평행이동하면 서로 수직이 되는 경우, 두 직

선에 동시에 수직인 선분을 작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step1) 직선 위의 적당한 점 P 에서 에 내린 수선의 발 Q 을 잡는다.

  step2) 점 Q 에서 직선 에 내린 수선의 발 P 를 잡는다.

  step3) 선분 P Q 이 두 직선 에 모두 수직인 선분이다.

[그림 Ⅳ-29]수직인 꼬인 치의 공통 수선

<에피소드 Ⅳ-27>에서 교사가 제시했던 형 인 사례에 기반을 둔 학생들

은 꼬인 치에 있는 두 직선을 평행이동하면 서로 수직으로 만날 것이라고 인

식하고 있었다.승훈은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꼬인 치의 두 직선에 모두

수직인 선분을 찾기 해 한 직선 의 에서 다른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리는

과정을 무한히 반복해야 한다는 지훈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 다.승훈은 교

사가 이 질문을 제기할 때부터,[그림 Ⅳ-28]을 떠올리며 선분 P Q 이 두 직선

에 모두 수직이라고 생각한 것이다.지훈의 정당화를 들은 후에 승훈은 공통

수선을 찾는 과정을 무한히 반복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며 “삼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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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 요소 내용

자료 꼬인 치의 두 직선( )

근거

(하

논증)

자료 ⊥P Q ,⊥P Q 

근거
삼수선의 정리

(셋 둘을 만족하면 하나도 만족한다)

주장 삼수 의 정리를 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주장 따라서 ⊥P Q 

<표 Ⅳ-23>삼수선의 정리를 사용한 승훈의 논증

의 정리”를 사용하여 P Q 이 두 직선에 수직임을 증명하려고 시도하 다.

<에피소드 Ⅳ-28.삼수선의 정리에 의한 승훈의 논증>

53 승훈 삼수선의 정리가, 여기 중에서 두 개만 만족하면, 하나는 필히~, 거 뭐냐~ 

자동으로 되는 거잖아요?

54 학생들 (3초간 침묵)

55a 승훈 그럼 지금 여기서 지금, 조건 하나를 만족하는 거고~(학생들을 본다)

55b (4초간 침묵) 그니까 지금, 이거랑 이걸 만족했으니까, 여기는 자동으로 만족

되는 거 아니에요? 

55c 그럼 둘 다 수직인 거니까 (큰 소리로)그니까 어떤 선분이 두 직선에 해서 

둘 다 수직이면 그 직선이 수렴 값이잖아요.

삼수선의 정리를 사용하여 논증을 개하는 승훈의 내러티 에는 꼬인 치

의 두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주어진 상황이 제되어 있다.승훈은 삼수선의

정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으며 한 그림을 제시하며 자신의 논증을

개하 다.승훈의 논증을 분석하면 <표 Ⅳ-23>과 같다.

<표 Ⅳ-23>의 논증 분석을 토 로 삼수선의 사용하여 선분 Q P 가 꼬인

치의 두 직선에 동시에 수직이라는 것을 정당화하는 승훈의 논증을 재구성하

여 나타내면 [그림 Ⅳ-30]과 같다.



-148-

공간의 한 점 P 과 평면 가 주어져 있다. 

P 을 지나고 평면 에 수직인 직선 을 잡자. 

과 만나지 않도록 평면 상의 직선 를 잡자. 

그러면 는 서로 꼬인 위치이다.

의 임의의 점 P 에서 에 내린 수선의 발을 Q 이라 하자. 

Q 에서 에 내린 수선의 발을 P 라고 하자. 

삼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P Q 가 성립한다.

[그림 Ⅳ-30]공통 수선 정당화에 사용된 삼수선의 정리

승훈의 정당화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꼬인 치의 두 직선 과 를 서로

수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는 이다.물론 승훈이 제시한 두 직선 과 는

꼬인 치 계에 있다.그러나 이 경우는 꼬인 치라는 범주의 특수한 사례

이다.승훈이 이러한 특수한 사례를 마치 “꼬인 치의 정의”인 것처럼 인식하

는 이유는 수업 기 꼬인 치 개념을 공유하기 해 교사가 도입했던 상황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이 에피소드 분석을 통해 특정한 수학 개념을

설명하기 해 형 인 사례를 제시하는 경우,해당 개념의 본질과는 달리 그

사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서로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에 해서 신

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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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꼬인 치에 한 의사소통 갈등의 해소

승훈이 삼수선의 정리를 통해 P Q 이 두 직선에 모두 수직이라는 것을 논증

하는 과정에서 꼬인 치를 서로 수직인 경우로 제한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이에 해 교실 공동체는 수직이 아닌 상황까지 확장해야 한다면서

꼬인 치에 한 의사소통 갈등의 해소를 시도하 다.

<에피소드 Ⅳ-29.꼬인 치에 한 해석의 불일치 확인>

57 민국 (작은 소리로)두 직선은, 직선이랑 평면이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58a 승훈 그래서 어~(3초간 침묵) 

58b 아! 이([그림 Ⅳ-25]의 와 QP를 가리킴) 평면상에서 수직?

59 민국 (2초간 침묵)

60a 승훈 이 직선들([그림 Ⅳ-25]의 와 QP를 가리킴)을 포함한 평면이랑 이것([그

림 Ⅳ-25]의 를 가리킴)은 수직한 것 아니에요?

60b 너무 성급한 일반화인가?

(중략)

68 현승 그니까 그 평면이랑 이랑 수직해야 되는데, 그게 수직이 아닐 수도 있잖아

요.

69a 승훈 아니, 근데~(2초간 침묵) 지금~ 어~ (3초간 침묵) 이게 그거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69b P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QP을 가리킴) 이렇게만 수직일 수도 있다는 이야

기죠? 

69c 평면의 모든 직선에 수직한 게 아니라.(고개 끄덕임)

70 현승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 표시)　

민국은 꼬인 치에 있는 두 직선의 계는 삼수선의 정리에서 제시되는 직

선과 평면의 계와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즉 꼬인 치라는 의미가 두 직선

이 서로 평행이동하면 수직으로 만나는 것을 함의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 하

고 있다.꼬인 치의 의미와 련하여 승훈과 민국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본격 으로 드러나는 장면이다.

승훈은 민국의 반박을 듣고 자신이 생각했던 꼬인 치의 사례를 일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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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용하는 것은 성 한 일반화일 수도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주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한 승이는 “랑 (P )을 포함하는 평면”이 과 수직이 아닐 수 있

다고 명확히 언 하며 승훈의 암묵 가정에 도 하 다.승훈의 논증에서 삼

수선의 정리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는 직선 과 평면 가 수직이며,는 평면

 의 직선이라는 가정이다. 승은 과 평면 가 수직이 아닐 수 있다는 반

박을 통해 승훈이 사용한 암묵 근거의 정당성에 도 하고 있는 것이다.승훈

은 승의 의견에 동의하며 삼수선의 정리를 사용한 증명이 일반화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그 이유는 승훈이 제시한 증명은 평행이동하면 서

로 수직으로 만나는 두 직선에 해서만 용될 수 있는 정당화이기 때문이다.

지 까지 벡터사 을 이용하여 꼬인 치의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 제시되고,그 근거에 한 정당화가 요구되면서 수학 담론이 변화하

는 과정을 살펴보았다.이러한 수학 담론이 형성되는 과정은 수학 담론 창

의성이 발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를 들어,벡터 사 을 사용하여 꼬인 치의 거리를 구하는 내러티 가 지

훈에 의해 교실 공동체에 처음 제시되었고,이를 정당화하기 해서 지훈은 복

잡하면서도 정교화된 논증을 제시하 다.지훈이 제시한 내러티 는 독창성과

정교성이 발 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지훈이 제시한 내러티 가 벡터사 을 이용하여 꼬인 치의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계산 과정에 한 자세한 설명이었다면,민국은 지훈이

암묵 으로 당연한 것으로 가정하며 사용하는 근거에 해 정당화를 요구함으

로써 보다 근본 인 수학 담론이 형성되는 계기를 제공하 다.민국의 정당

화 요구는 정교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한 민국의 정당화 요구에 해 기 은 비형식 인 기하학 담론과 연결하

면서 공통 수선의 길이의 최소성과 공통수선의 존재성을 정당화하고 있다.즉

최소임을 보이는 수 요구를 기하학 담론과 연결하는 유연성을 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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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 창의성의

요소
담론 참여 활동

독창성

벡터사 을 사용하여 꼬인 치의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

하는 내러티 제시하기(지훈)

꼬인 치의 특수한 사례에 기반을 두고 삼수선의 정리를 사

용하여 공통 수선 작도하기(승훈)

유연성
비형식 인 기하학 담론을 토 로 공통 수선의 길이의 최

소성 존재성에 해 정당화하기(기 )

정교성

공통 수선의 길이의 최소성 정당화 요구(민국)

공통 수선의 존재성 정당화 요구(민국)

한 시각 매개체를 사용하여 비형식 인 동료의 설명을

형식화하기(지훈)

공통 수선의 길이의 최소성 정당화를 해 단조 수렴 정리

사용하기(지훈)

<표 Ⅳ-24>꼬인 치의 두 직선 사이의 거리에 한 담론 창의성

있는 것이다.따라서 꼬인 치의 두 직선 사이의 거리에 한 수학 담론으

로의 확장과정에서 발 된 담론 창의성을 <표 Ⅳ-24>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벡터사 을 상화하여 꼬인 치의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논증을 제시했던 지훈의 아이디어를 함께 검토하며

암묵 인 근거에 한 정당성을 확보해가는 과정은 교실 공동체의 담론 창의

성이 발 된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특히 공동체의 담론이 변화하면서 지

훈의 수학 담론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를 들면,지훈은 자신의 논증 과정에 포함된 오류에 해 동료가 분명한 근

거를 제시하며 지 하 을 때,자신의 표기를 수정하며 보다 정교화된 표 으

로 나아갈 수 있었다.한편 지훈은 두 직선에 동시에 수직인 선분이 최소 길이

를 갖는다는 것을 정당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그러나 교실

공동체에서 수학 으로 승인을 받기 해서는 정당화를 요구하는 사람이 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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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구체 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즉 담론 참여활

동을 통해 암묵 으로 가정하고 있던 근거에 해서 반성하고 검토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비록 동료에 의해 질문이 제기된 순간 자신의 근

거를 정당화하는데 실패하 지만,기 의 논증은 지훈이 자신의 암묵 근거를

반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지훈은 기 의 아이디어를 토 로 보다 정교화

된 정당화를 제시할 수 있었다.

5.논의

이 장에서는 과학 재학교의 수학수업에서 벡터의 내 에 하여 형성되어

있던 담론을 토 로 벡터사 에 한 수학 담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하

다.수업에서 나타난 수학 담론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었다.첫 번

째 단계는 벡터의 내 에 하여 이미 형성되어 있던 수학 담론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단계이다.두 번째는 교사가 의도했던 벡터사 에 한 수학 담론

의 형성을 해 교실 공동체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단계이다.마지막으로 세 번

째는 벡터사 을 사용하여 거리를 표 하는 내러티 에 포함된 암묵 근거에

한 정당화 요구에 의해 학생들에 의해 자발 인 수학 담론이 형성되는 단

계이다.각 단계에서 발 된 담론 창의성에 한 분석 결과에 한 논의는 다

음과 같다.

첫 번째의 단계에서는 교사 주도의 일문일답식 질문 형식의 담론이 주로 나

타났다.교사는 학생들이 수학 담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시각 매개

체를 제시하고 있으며,학생들은 교사가 제시한 시각 매개체를 통해 교사의

의도된 을 악하고 있었다.이로 인해 교사가 제시하는 시각 매개체에

따라 서로 다른 수학 담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벡터의 내 에 한 산술 담론과 기하학 담론에 모두 익

숙한 상태 다. 한 벡터의 내 에 한 기하학 담론을 산술 담론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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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는 과정에서 교실 공동체는 코사인법칙을 사용하여 변환하는 루틴을 형성

하고 있었다.한편 교사가 제시했던 시각 매개체로 인해 교사의 상과는 다

른 독창 인 내러티 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그러나 기존에 형

성된 담론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한 과정에서 제기된 낯선 내러티 를 충분

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즉 교사가 주도하는 일문일답식 형식

의 담론에서는 학생들의 담론 창의성이 발 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교사 주도의 수업에서 담론 창의성을 발 하기 해서는 상치 못한 내러

티 가 제시되었을 때 그 내러티 를 기존 내러티 와 비교하는 활동을 의도

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는 시사 을 도출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벡터사 에 한 수학 담론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본격

인 수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학생들의 담론 참여가 보다 활성화되고

있었다.학생들의 담론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의사소통 갈등이 표면 으로 드

러나는 상황도 자주 나타났다.즉 기존 담론에서 사용하던 용법과는 다른 단어

의 사용과 시각 매개체의 출 ,새로운 내러티 등이 제시되기 시작하며 담

론 창의성의 요소인 독창성이 발 하고 있었다. 를 들어 방향이라는 단어의

용법,벡터의 내 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목된 벡터사 이라는 단어와 그와

련된 시각 매개체,벡터사 을 사용하여 거리를 표 하는 새로운 내러티

의 출 등이 표 이다.이러한 의사소통 갈등 상황은 의사소통의 효과성

에 한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의사소통 갈등이 표면화되고 담

론 참여자들이 갈등 상황을 인지하면서 갈등 해소를 한 정당화가 요구되는

상황이 증가되기 시작했다.이러한 상황은 익숙한 담론에서와는 다른 담론의

특성들을 이해하기 한 유연성이 발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 참여자

들은 자신의 내러티 가 공동체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정당화하고 있었다.이

과정에서 기존 담론의 루틴을 토 로 새로운 내러티 의 승인 가능성을 확인

하며 내러티 를 수정하여 변환하기도 하고,경우에 따라 기존 담론의 루틴을

변화시키며 보다 확장된 담론을 형성하기도 하 다.담론 창의성의 요소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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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성이 발 된 것이다.의사소통 갈등 해소를 해 제시되는 정당화는 정교

성이 발 되는 표 인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정당화 과정의 타당성은

논증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논증 분석을 통해 타당성이 인정되는 새로

운 담론의 특성들은 공동체에 의해 빠르게 수용되고 반복 으로 사용될 수 있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를 들면 교사는 학생들이 벡터의 방향을 수학

으로 상화하기 해 단 를 사용하는 루틴을 반복 으로 제시하며 정당화

하고 있었다. 한 벡터사 을 사용하여 과 평면사이의 거리를 표 하는 내

러티 는 공동체에 익숙한 표 형식의 변환 과정을 거쳐 정당화된 이후에 공

동체에서 승인되면서 차 으로 새로운 루틴으로 형성되고 있었다.이 의

분석을 통해 담론 창의성 발 의 결과라 할 수 있는 새로운 수학 담론의 형

성을 해서는 참여자들이 의사소통 갈등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즉 낯선 담론을 만나면서 잠재 으로 존재하는 의사소통 갈등을 표

면화하여 인식해야만 그 갈등의 해소를 한 정당화 요구를 자연스럽게 제시

할 수 있으며,이 정당화를 한 담론의 형성은 정교성의 발 을 진하고 새

로운 담론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주도 으로 수학 담론에 참여하게 되면서 서로의 정

당화과정에 포함된 암묵 근거를 상화하는 수학 담론이 형성될 수 있음

을 확인하 다.학생들의 수학 담론 참여가 활성화되면서 서로의 활동에

해 질문하는 상황은 개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활동 과정을 상화하는 기

회를 제공하 다.특히 스스로 당연하다고 여겼던 암묵 인 근거에 해 반성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를 들어 벡터사 을 사용하여 꼬인 치의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의 해결 방법이 제시되었을 때,그 과정에

서 암묵 으로 가정하며 사용하 던 공통 수선의 길이의 최소성,공통 수선의

존재성 등에 한 정당화가 요구되면서 수업의 담론은 보다 구조 인 수 으

로 변화하 다.학생들이 극 으로 담론에 참여하면서 서로의 활동 과정에

해 반성하는 기회가 발생하 고,이는 과정을 상화하는 수학 담론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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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이어졌다. 한 어떤 개인 인 수학 정당화가 공동체에서 타당한 것

으로 인정받기 해서는 개인 인 기 에 의해 확립된 루틴을 넘어서서 동료

에 의해 제기된 질문을 납득시켜야 하는 상호작용 루틴을 만족해야 할 필요

가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개인은 물론 공동체 구성원들은 공동체의 수

학 담론을 변화시키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수학 활동 과정에 포

함된 암묵 인 근거들을 반성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나

아가 기존 담론을 토 로 새로운 담론의 특성을 수정하거나 기존 담론의 루틴

을 변경하면서 보다 정교화된 수학 담론을 형성하고 있었다.이러한 분석 결

과를 통해 수업에서 학생들의 담론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정교화를 추구하

는 수학 담론을 형성하는 데 정 으로 작용한다는 시사 을 도출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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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요약 결론

본 연구는 수학 학습을 공동체의 수학 담론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입장에서 수행되었다.이러한 에서 벡터 개념에 한 수학 담론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발 되는 담론 창의성을 확인하고자 하 다.이

를 해 Ⅱ장에서는 다른 담론과 구별되는 수학 담론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독창성,유연성,정교성이라는 수학 창의성의 요소를 수학 담론 참

여 활동에 기반을 두고 재개념화함으로써 수학 담론 창의성이라는 용어를

도출하 다.Ⅲ장에서는 이러한 분석 도구를 토 로 벡터 개념의 역사 발달

과정을 수학 담론의 특성을 통해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발 된 담론 창의성

의 요소를 확인하 다. 한 Ⅳ장에서는 벡터 수업의 담론 창의성이 발 되는

과정을 확인하기 해 과학 재학교의 수학 수업을 찰하고 분석하 다.이하

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 후속연구를 한 제언을 제시한다.

1.요약

수학 담론은 수학 상과 련된 특정한 단어를 사용하고,의사소통 과

정에서 특유의 시각 매개체를 사용하거나 의사소통의 결과로 새로운 시각

매개체를 만들어내는 자기 발생 체계를 갖는다.공동체의 수학 담론에 참

여하는 것을 수학 학습으로 간주하는 입장을 따를 때,수학 학습의 목 은 수

학 담론을 확장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수학 담론에 참여하는 것은 독

창성,유연성,정교성 등의 수학 창의성을 발 하는 토 가 된다. 한 수학

담론의 확장은 수학 창의성이 발 된 결과이기도 하다.따라서 수학 담

론과 수학 창의성은 서로 향을 주고받는 상보 인 계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보 계를 고려하여 본 연구의 Ⅱ장에서는 담론 참여를 통해 발

될 수 있는 수학 창의성을 담론 창의성이라는 용어로 정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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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공동체에서 형성된 수학 담론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해

서는 해당 담론과 련하여 특정한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어떤 시각

매개체가 제시되고 있으며 그 특징이 무엇인지,그리고 승인되고 있는 내러

티 는 무엇이며,참여자들이 담론의 상이나 그와 련된 참여활동에서 보이

는 행동의 규칙이 무엇인지 등을 악해야 한다.이를 고려하여 Sfard가 수학

담론을 다른 담론과 구분하기 해 제시한 단어의 사용,시각 매개체,승

인된 내러티 ,루틴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특정한 수학 개념과 련된 담론

의 특성을 확인하기 한 분석 도구로 제시하 다. 한 의사소통 갈등의 출

과 해소과정을 새로운 수학 담론을 형성하기 한 필연 인 과정으로 간

주하고,이를 분석하기 한 방법으로 분석과 논증 분석을 제시하 다.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도출한 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벡터 개념의 역사 발달

과정에서의 담론 창의성을 분석하 다.벡터 개념은 실수의 연산 결과로 나타

난 음수의 제곱근을 수 인 상으로 승인하기 해 평면벡터를 상화하는

기하학 담론이 형성되면서 출 하 다.음수의 제곱근은 소 계 비교라는

기존의 수 인 담론의 루틴으로 다룰 수 없는 상이었다.음수의 제곱근을

나타내기 해 수직선이 아닌 2차원 평면상의 유향선분이 필요하 다.실수를

나타내는 직선에 수직인 방향의 단 선분을 추가한 2차원 벡터시스템에서 유

향선분으로 표 된 벡터의 합과 곱을 교환법칙,결합법칙,분배법칙이 만족되

도록 정의함으로써 음수의 제곱근이 수 상으로 승인될 수 있었다.산술

인 연산의 수행 결과로 나타난 음수의 제곱근을 수 상으로 승인하는

과정에서 기하학 상인 2차원 평면에서의 유향선분이 결정 인 역할을 한

것이다.

평면의 유향선분에 한 합과 곱의 정의를 토 로 2차원 벡터시스템을 확립

하고 복소수를 수 으로 승인할 수 있게 되면서 수학자들은 공간을 표상하

는 3차원 벡터시스템을 확립하고자 하 다.그러나 평면에서의 유향선분의 연

산을 가능하게 했던 기하학 담론과 수 담론의 루틴은 3차원 벡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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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립에 장애가 되었다.3차원 벡터시스템은 기존의 수 담론에 강력한

루틴이었던 곱셈의 교환법칙을 포기해야만 확립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실제로

Hamilton에 의해 교환법칙을 만족하지 않는 새로운 곱셈의 정의가 제시됨으로

써,곱셈과 련된 기존 담론의 루틴을 고정 인 것으로 보지 않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의 환이 시작되었다.이러한 인식의 환은 수학에서 합

과 실수 배에 한 공리를 통해 정의되는 벡터공간이라는 추상 인 개념의 발

달을 이끌었다.

이와 같이 벡터 개념의 역사 발달 과정은 산술 인 담론에서 루틴으로 작

동하던 소 비교,곱셈의 교환 법칙 등이 변화되고 수정되면서 새로운 담론을

형성해온 과정이었다.특히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기 해 고착화된 사고방식에

서 벗어나 다양한 유형의 담론을 서로 연결하고,독특한 단어나 시각 매개체

를 창안하고,이를 정교화하여 일반화하고 구조화하는 수학 창의성이 발 되

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를 들어 2차원 벡터시스템에 한 수학 담론

이 형성되는 과정은 산술 인 연산의 수행 결과로 나타난 음수의 제곱근을

수 상으로 승인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산술 담론을 평면에서의 유향선분

에 한 기하학 담론과 연결시키는 노력이 결정 인 역할을 하 다.특히 평

면벡터를 사용하여 음수의 제곱근을 수학 상으로 승인하는 과정에서 소

비교에 한 산술 인 담론의 루틴이 변화하 다. 한 공간벡터를 상화하여

3차원 벡터시스템에 한 수학 담론이 형성되는 과정은 곱셈과 련된 루틴

의 변화와 련이 있음을 확인하 다.특히 기존의 수 담론에서 상식 으

로 받아들여지던 곱셈의 교환법칙을 포기하고 공간벡터의 곱셈에 한 새로운

내러티 를 제시하 고,이를 정교화하면서 벡터의 내 과 외 이라는 수학

담론의 형성을 이끌어 낸 것이다.벡터 개념의 역사 발달 과정은 기존 담론

에 익숙해진 수학자들이 그 담론에서의 루틴을 반성하면서 독창성,유연성,정

교성 등의 담론 창의성이 발 되어 온 과정이었다.

Ⅳ장에서는 과학 재학교 수업을 찰하여 벡터의 내 에 하여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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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형성하고 있는 수학 담론에서 시작하여 벡터사 에 한 담론의 형성,

나아가 벡터사 을 사용한 문제 해결과정에서 암묵 으로 가정하 던 근거에

한 담론의 형성 과정을 분석하 다.특히 분석과 논증분석 도구를 사용

하여 수업에서 의사소통 갈등이 출 하고 해소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수

학 담론이 변화하는 과정을 악할 수 있었다.본 연구에서 찰한 벡터 수

업에서의 수학 담론의 변화 과정 그 과정에서 발 되는 수학 창의성의

요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벡터의 내 이라는 동일한 수학 상에 하여 치벡터와 유향선분이라

는 서로 다른 시각 매개체를 사용함으로써 각각 산술 담론과 기하학 담

론이라는 서로 다른 수학 담론이 형성되었다.실제로 참여 학생들은 벡터의

내 에 한 산술 담론과 기하학 담론에 모두 익숙한 상태 다.이 두 담

론을 연결하는 다양한 내러티 에서 참여 교실에서 강력하게 승인되고 있

는 것은 코사인법칙을 사용한 연결이었다.그러나 교사가 제시한 시각 매개

체와 삼각함수에 익숙한 학생들의 참여로 인해 탄젠트 합/차 공식을 사용한 연

결이라는 상치 못한 내러티 가 제시되었다.이 내러티 는 수학 으로 의미

있는 독창 인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러나 교사 주도의 일문일답식 형

식의 담론에서는 유연성과 정교성 등의 담론 창의성이 발 되기 어렵다는 것

을 확인하 다.

한편,학생들이 벡터사 에 한 낯선 담론에 참여하기 해서는 벡터사 을

한 시각 매개체로 상화할 필요가 있었다.이 과정에서 ‘방향’이라는 단

어를 직 인 용법으로 사용하던 것에서 단 벡터로 표 하여 사용하는 용법

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었다.실제로 참여 교실에서는 교사 주도에 의해 새로운

용법이 유도되고 제시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특정 단어에 해 기존의 익숙

한 용법을 갖고 있는 참여자가 그 단어를 새로운 용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쉽

지 않다.따라서 특정한 개념과 련된 수학 담론에 극 인 참여자가 되기

해서는 기 단계에서 문가의 루틴을 습화하고 모방할 수 있도록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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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반복 인 시범을 보임으로써 기본 인 루틴의 형성을 유도하는 과정이 필

요하다.

벡터사 을 그 크기와 방향으로 표 하는 루틴에 익숙해지면서 학생들은 벡

터사 을 상화하 고,벡터의 내 을 상화한 시각 매개체와 연결함으로

써 벡터사 과 련된 담론의 발달을 보여주었다.벡터사 과 벡터의 내 의

계를 시각 매개체를 통해 상화하는 활동은 벡터의 내 에 한 기하학

담론과 산술 담론의 유연한 연결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한 거리를 구

하는 문제 상황을 벡터사 으로 표 하는 내러티 의 출 을 이끌었다.벡터사

을 사용하여 과 평면사이의 거리를 표 하는 내러티 가 처음 제시되었을

때,그 내러티 에 모순이 없었지만 부분의 학생들은 그 결과를 승인하지 않

았다.이 내러티 가 승인되기 해서는 거리와 련되어 학생들에게 익숙한

공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이를 통해 내러티 에 논리 모순

이 없을지라도 그 내러티 가 공동체에서 승인되기 해서는 그들에게 익숙한

표 을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는 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와 같이 벡터사 을

사용하여 거리를 표 하는 내러티 는 공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 공동체

의 승인을 얻게 되었으며,다양한 상황에서 승인 과정이 반복되어 제시됨으로

써 그 자체가 일종의 루틴으로 형성되고 있었다.결과 으로 학생들의 수학

담론 참여가 활성화되면서 독창 인 내러티 를 수용하고 검토하는 유연성이

확 되었으며,낯선 내러티 를 승인하기 해 기존 루틴을 사용하여 정교화하

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는 수학 담론의 활성화가 수학 창의성의

발 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다.

이후 꼬인 치의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 상황에서 벡터사 을

사용하여 거리를 구하는 내러티 자체는 더 이상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않았

다.벡터사 을 사용하여 거리에 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면서

교실의 수학 담론은 거리를 구하는 방법에 한 담론에서 그 방법에 포함된

암묵 근거의 정당성에 한 담론으로 발 하고 있었다.그것은 꼬인 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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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두 직선에 동시에 수직인 선분의 길이가 최소인지 여부 동시에 수직인

선분 자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한 것이었다.거리를 구하는 계산 과정에서

암묵 으로 참으로 가정하고 사용했던 근거에 한 정당화가 요구되면서 교실

의 수학 담론이 구조 이고 개념 인 수 으로 발달하게 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동체의 수학 담론에 참여하면서 학생들은 자

신만의 고착화된 담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이로 인해 기

존의 담론과는 다른 독창 인 내러티 가 제시되었고,그 내러티 를 정당화하

는 과정에서 다양한 담론을 유연하게 연결하 다. 한 자신과 동료가 제기했

던 아이디어를 공동체에서 보다 일반 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정교화 하

다.이와 같이 공동체의 수학 담론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은 수학 창의

성을 발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다음 에서는 본 연구 결과로부

터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을 제시한다.

2.결론 논의

이 에서는 벡터의 역사에서의 담론 창의성 벡터 수업에서의 담론 창의

성 분석 결과에 해서 논의한다.역사 분석과 수업 분석을 통해 수학 담

론의 변화에 있어서 공통 과 차이 을 발견할 수 있었다.그 공통 과 차이

을 심으로 벡터 수업에서의 담론 창의성에 한 본 연구의 결론을 다음과 같

이 네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벡터의 역사에서 수학 담론이 발달하는 과정과 벡터 수업에서 수학

담론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공통 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기존 담론에서

벗어나는 단 의 원리와 기존 담론을 토 로 하는 연속성의 원리가 함께 나타

난다는 것이다.실수의 계산 과정에서 등장한 복소수를 수 상으로 인정

하기 해서는 소 계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루틴의 변화가 필요하

다.이 과정에서 수의 소 계를 표 하기 해 사용했던 일차원에서의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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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기하학 표상과 단 하고 크기와 방향을 갖는 2차원 평면이라는 기하

학 표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수 있었다.그러나 2차원 평면상에서 정의되는

벡터시스템은 기존 담론의 루틴이었던 덧셈과 곱셈에 한 수 인 규칙을

유지하고 있었다.이것은 새로운 수학 담론이 갑자기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수학 담론을 토 로 발달한다는 연속성의 원리를 보

여 다.이와 같이 벡터의 역사에 나타난 담론 변화는 단 의 원리와 연속성의

원리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이와 마찬가지로 벡터 수업에서도 새로운 담론

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단 의 원리와 연속성의 원리가 동시에 작동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학생들은 벡터의 방향이라는 의미를 직 으로 사용하던 용법

에서 벗어나 단 벡터 자체가 방향을 의미한다는 새로운 용법을 받아들일 필

요가 있다. 한 벡터사 의 크기를 통해서 거리를 표 하는 새로운 표 형식

으로의 환이 필요하 다.새로운 담론의 형성을 해서 기존의 담론에서의

익숙했던 용법이나 표 과의 단 이 요구된 것이다.그러나 새로운 담론을 형

성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벡터의 내 에 하여 익숙해있던 기하학 담론과

산술 담론을 서로 연결하면서 정당화하 다.새로운 담론의 형성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익숙했던 기존 담론에서의 활동에 한 반성을 토

로 한다는 연속성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결과 으로 새로운 담론의

형성은 기존 담론에서 무의식 으로 받아들 던 가정이나 상식 인 활동을

상화하는 반성 과정을 통해서 연속성의 원리와 단 의 원리가 상보 으로

작동하면서 이루어진다.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담론 창의성 개념의 특징과

연결된다.즉 연속성의 원리는 기존의 담론에 익숙해지는 것을 토 로 담론 창

의성이 발 될 수 있다는 것과 부합된다. 한 단 의 원리는 기존의 담론에서

벗어나는 담론 창의성의 발 을 통해 새로운 담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말

해 다.

둘째,벡터에 한 수학 담론의 발달 과정에서,기하학 담론과 수 담

론은 어느 한 방향으로 발달한다기보다 서로 향을 주고받으며 상보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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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한다.이는 벡터 개념을 지도함에 있어서 특정한 하나의 담론을 형성하기

보다는 다양한 담론을 유연하게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이

를 해 한 시각 매개체와 내러티 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한

벡터의 역사에 나타난 기하학 담론 창의성과 수 담론 창의성이 발 되

는 과정을 고려하여,벡터의 내 과 외 을 서로 무 한 별개의 개념으로 다루

지 않고 벡터의 곱셈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통합하여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벡

터의 내 과 외 이라는 개념이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벡터의 곱셈을 정

의하려는 노력 속에서 기존의 기하학 담론과 수 담론에서의 루틴을 변

화시키면서 형성된 산물이라는 것을 경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벡터의 내

과 외 이라는 담론이 형성되는 역사 인 변화 과정을 고려하여 한 자

료를 제공한다면 학생들과의 수업에서 벡터의 내 과 외 에 한 담론 창의

성을 발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수업에서 담론 창의성을 발 하기 해서는 구성원들이 서로의 의사소

통 갈등을 인식하고,이를 해소하기 한 정당화 과정에 극 으로 참여해

야 한다.특히 서로의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잠재 으로 존재하는 의

사소통 갈등을 참여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표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이

를 해 교사는 학생들의 발언을 충분히 듣고 그 발언이 의도하는 을 악

하여야 하며,서로의 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공론화해야 한다.특정한 수학 담론에 강하게 의존하는 사람은 그 담

론의 루틴에 익숙해짐으로써 고착화된 사고방식에 사로잡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신이 암묵 으로 가정하며 사용하는 근거에 하여 특별히 정당화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심지어 다른 사람이 그 근거에 한 정당화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당연하다는 반응 외에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이 경우 그 근거의 정당화에 한 책임을 발표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오히려 수학 담론이 활성화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따라서 혼자만의 세계

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 수 있는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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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학 담론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특정한 수학 상에 하여 자신의 아

이디어를 재구조화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할 수 있는 기

회를 갖는다.따라서 자신에게 익숙한 담론을 반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

을 다른 담론과 비교하고 연결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출 수 있게 된다.암묵

으로 존재하는 의사소통 갈등을 공론화하여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

제로 인식하는 것은 담론 창의성의 발 을 한 필수 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

다.

마지막으로,수학 수업에서 담론 창의성 발 을 해,교사는 교과서나 자신

의 지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학생들이 제시하는 질문을 토 로 수업에서 다룰

주제를 선택함으로써 수업에서 공동체의 수학 담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수학 담론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

를 자유롭게 표 하고,동료의 발언에 해 주 하지 않고 질문하며,제기된 질

문에 해 자신의 생각을 구체 으로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등의 극 인 참

여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러나 수학 수업에서 수학 담론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수학 담론이 활성화되

기 해서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 기가

조성되어야 하며, 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존 하고 이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수업에서 다루어지는 주제가 외부에서 갑자기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나 동료의 질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학생들은 보다

극 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교사가 수업 에 설계한 자신의 교수 계획

이 있더라도,실제 수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질문이나 참여 행동에

따라 처음 설계했던 교수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학생들의 주도 인 참여를 유

도할 수 있다.이러한 교사의 노력은 수업에서 형성되는 수학 담론이 교사나

교과서에 의해 수동 으로 주어진 타인의 담론이 아니라 바로 학생들 자신의

담론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할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이 수학 능력이 뛰어난 재학생들이었지만,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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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시한 결론은 일반 인 학생들의 수학 수업에서도 의미 있게 논의될 수 있

다고 생각한다.다음 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한다.

3.후속 연구를 한 제언

본 연구에서는 수학 담론에 참여함으로써 수학 창의성을 발 할 수 있다

는 가정에서 출발하 다.이를 해 수학 담론을 활성화하기 한 수학 수업

을 설계하고 운 하면서 수학 수업에서의 담론 창의성을 분석하고 그 변화 과

정을 확인하 다.학생들이 특정한 수학 지식에 한 담론을 형성하는 과정

에서 그 지식이 역사 으로 발달하면서 수학 담론이 변화해 온 과정과 유사

한 논의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러나 일부 개념의 경우 교

사와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한계로 인해 보다 심도 있는 담론의 형

성으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도 나타났다. 를 들어 벡터의 내 과 외 의 정의

에 하여 기하학 근에서 수 근으로 변환하는 과정에 주목한 교재

의 진술은 내 의 산술 정의를 부차 이거나 단순한 계산 차인 것으로 간

주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다.벡터의 내 과 외 이 역사 으로 확립되어 온

과정을 분석하면 공간의 수화를 형식 으로 완성하기 해서 곱셈을 수

에서 정의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Hamilton이 사

원수의 곱셈을 정의하며 분류한 벡터의 곱셈 결과의 실수부분과 벡터부분이라

는 아이디어가 벡터의 내 과 외 이라는 개념의 출발이었다는 것이 교재에서

다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수업에서도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기하학 과 수 의 상보 연결이라는 측면을 강

조하며 벡터의 내 에 한 두 정의를 연결하는 아이디어에 주목하 기에 사

원수의 곱셈을 이용하여 내 과 외 이 정의되는 역사 인 과정을 수업에서

별도로 용하지 않았다.따라서 이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논의하는 것이 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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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 과 외 개념을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

지에 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공간을 수화하는 역사 인 과정에서 뛰어

난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획득된 이 아이디어가 과연 오늘날의 학생들에게 어

떤 감을 제공하고 벡터 개념을 이해하고 확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을 제

공할 지에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학생들이 수학 담론에 극 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

은 쉽지 않다.수학 담론에 극 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해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 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한 자

신의 아이디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이해하기 한 노력이 필요

하다.이를 해서는 학생들과 교사와 역할이 모두 요하다.따라서 수학 담

론을 활성화하기 해 제되어야 하는 교사와 학생의 역할에 해서 보다 세

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학 수업에서 발 되는 담론 창의성을 분석하기 해서 수학

담론을 활성화하는 수업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가진 교사와 수학 능력이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과학 재학교 학생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 다.그러

나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론은 재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업을 통해서만 확인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일반 인 교실의 수학 수업에서도 학생들이 이

미 형성하고 있는 수학 담론을 변화시키기 한 교사의 노력이 다각도로 이

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보다 일반 인 수학 수업에서 발 되는 담론

창의성을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동시에 수학 담론이 활성화되기

한 다양한 조건에 한 연구도 수행되어야 하며,본 연구에서 을 두었던

벡터 개념 외에도 보다 다양한 역에서의 수학 담론에 한 연구도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물론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

어지기 어렵다. 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도구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 벡터 수업의 담론 창의성을 악하기 해 사용한 분석 도구

그 결과들이 다양한 역에서의 담론 창의성에 한 연구를 수행하는 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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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연구에 따라 하게 보완되면서 정교화 되

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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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heinterestoncommunicationformathematicaleducationresearch

increases,theobjectiveofmathematicseducationismorerecognizedas

a change in mathematicaldiscourses.To confirm the changes of

discoursesinacommunity,itisnecessarytodistinguishthenatures

betweentheexistingdiscoursesandnewlyformingdiscourses.However,

alackofresearchexistsinwhatdiscoursescanbedevelopedinspecific

areasofschoolmathematicsandhow thediscoursesarechangingin

learningtherespectivearea.

Thechangeofdiscoursesisrelevanttocreativity.Themathematical

creativitycanberealizedbyfamiliarizingwiththeexistingmathematical

discourses,and thenew mathematicaldiscoursesarecreated through

mathematicalcreativity.In otherwords,in orderfordiscoursesfor

specific areas to change,severance from the existing discourses is

required;however,withoutfamiliarizing with theexisting disco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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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ingfulchangetowardsnew discoursescannotberealized.Inthis

regard,thispaperhasdevelopedaconceptofdiscourse-creativity.This

typeofcreativityisdevelopedduringtheprocesswhenacommunity

familiarwiththeexistingdiscoursescreatesnew discourses.

Thispaperisbasedontherecognitionthatitisnecessarytoanalyze

thechangesofvector-relateddiscourseswhicharenotstudiedasmuch

asitisimportant.In otherwords,theobjectiveofthispaperisto

identifythediversityofvector-relateddiscourses,andhow itchanges,

aswellasthecomponentsofdiscoursescreativitythataremanifested

during thechange.To do so,thehistoricaldevelopmentprocessof

vector concept, and the changes of vector-related discourses in

mathematicslessonswereanalyzed,andthecomponentsofdiscourses

creativitymanifested duringtheprocesswereconfirmed.Twelve12th

gradersofGiftedScienceHighSchoolandtheirteacherparticipatedin

thisresearchtoanalyzethediscourseschangeinlessonsonvectorin

whichtheirdiscourseswereobservedandrecorded,andtheparticipants

werealsointerviewed.

Through this study,vector-related discourses were composed of

geometricaldiscourses,arithmeticaldiscoursesandstructuraldiscourses.

Theresultoftheanalysisrevealedthatthefollowingthreestepsexist

fordiscoursestochange.

First,themomentwhennew discoursesthatarecompletelysevered

from theexistingdiscoursesappear,commognitiveconflictamongthe

discoursesparticipantsrises.Theexistenceofcommognitiveconflictcan

be confirmed through focalanalysis.Second,once the existence of

commognitive conflict is recognized by participants, and then

justification is required to gauge the possibility ofaccepting new

discoursesasaconflictresolutionmeasure.Thejustificationproces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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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rmed through analysis of argumentation. Third, once the

justification is recognized as valid and the new discourses are

repeatedly used, then the new discourses become the familiar

discourses,whichlaythebasisforappearanceofnew discourses.

As demonstrated, discourses of a community change through

continuouscircle.Itwasalsoconfirmed duringthediscoursechange

processthatdiscoursescreativity componentssuch asoriginality in

whichnew narrativeseveredfrom theexistingdiscoursesissuggested,

flexibility which means to move from fixed routines to diverse

discoursestoidentifywhetherthenew narrativecanbeapproved,and

elaborationwhichdevelopsandgeneralizesthenew narrativeorroutine

basedontheexistingdiscoursesaremanifested.

Forsuccessfuldiscoursechangeinmatheducation,itisnecessarythat

morestudentsparticipateindiscourses.Thisresearchsuggeststheuse

ofappropriate visualmediator,disclosure ofcommognitive conflict,

granting community therightand responsibility forjustification,and

beginning theclasswith questionsfrom students,ascentralasthe

conditions to vitalize mathematical discourses. The concept of

discourse-creativity and the analysis method for discourse change

processcan be applied to notonly vector,butto otherareasof

mathematicalclasses;furthermore,itcanbeutilizedinothersubjectsof

whichobjectiveisdiscourseschange.

keywords:MathematicalDiscourses,MathematicalCreativity,

Discourse-Creativity,Vector

StudentNumber:2007-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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