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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매개변수개념의 이해에 한 수업사례연구

- 시각  패턴 탐구과제 기반으로 -  

  문자기호의 의미 있는 이해는 수  추론의 근본 인 요소  하나에 

해당된다. 그러나 맥락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갖는 문자기호에 한 학

습은 학생들에게 어려움을 발생시킬 수 있다. 특히, 일반화수단으로서 

매개변수는 고등 수  추론과 함수학습을 해 필수 인 문자기호임에

도 불구하고 학교 수에서 소극 ·암묵 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한 

우리나라의 수도입방식은 형식 ·구조  근방식을 취하고 있어 문

자기호에 내재된 아이디어를 제 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되고 있지 않

다. 실제로, 여러 선행연구는 학생들이 매개변수개념에 한 이해의 어

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매개변수개념을 의미 있

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른 근방식에 해 고찰해볼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본 연구의 목 은 매개변수개념에 해 의미 있는 이해로 나아갈 수 있

도록 지원하는 학습조건을 찾는데 있다. 이에 해, 본 연구자는 매개변

수개념과 수의 패턴일반화 근방식에 한 여러 문헌분석을 바탕으로 

매개변수개념에 한 의미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각  패턴과제를 

설계하 다. 이로부터 한 교실을 사례로 선정하여 이 과제를 해결해 나가

는 동안 학생들에게 일어나는 사고과정과 어려움의 양상을 분석하고, 실제

로 학생들이 매개변수개념을 의미 있게 이해하는지를 살펴 으로써 개발

된 과제로부터 매개변수개념의 학습의 유의미성을 단하고자 하 다. 

 과제를 성공 으로 해결한 학생들의 사고과정을 분석한 결과, 매개변수

를 변수와 구별하여 인식할 수 있었고, 분석  사고가 용이하게 이루어

졌으며, 다양한 측면에서 의 환이 유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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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반면, 개인 으로 과제를 하게 해결하지 못한 학생들은 다

른 문자기호들 사이에 역할을 인식하거나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구체 인 수에서 용이하게 진행된 식의 구성 차를 수에서는 제 로 

연결시켜나가지 못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로부터 매개변수개념의 이해를 

해 기본 으로 요구되는 사고조건으로 다른 역할의 문자기호의 인식, 

분석  사고  의 환과 같은 사고요소를 발견하 다. 한편, 과제

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형 인 는 효과 으로 작용하 고, 구

체화와 추상화 활동이 서로 엮이는 가운데 그 개념에 한 이해로 나아

갈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매개변수개념의 의미 있는 이해를 해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자료로 시각  패턴과제에 비롯하여 일어날 수 있는 잠재 인 학습조건

을 이해하고자 하 다. 설계된 과제를 기반으로 개별 으로 혹은 다른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매개변수개념에 해 의미 있는 이해로 나

아갈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시각  패턴과제가 매개변

수에 한 개념학습에서 가질 수 있는 잠재력과 제한 을 보여 다는 

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요어: 문자기호, 매개변수, 매개변수개념의 의미 있는 이해, 시각  패턴, 

사례연구

 학  번: 2013-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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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Sfard & Linchevski(1994)에 의하면, “수학  개념에 한 의미 있는 

이해는 수학  개념을 표 하는 상징 이면의 추상 인 념(ideas)을 볼 

수 있는 것이다 (p.224). 즉, 수학  개념에 한 의미 있는 이해는 그 

개념을 나타내는 표 에 한 의미를 연결시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문자기호(literal symbol)의 의미 있는 이해는 수  추론의 근본

인 요소  하나에 해당된다. Kaput, Blanton & Moreno(2008)는 수 학

습에서 심 인 여러 측면  하나로 문자기호의 의미 있는 이해를 강

조했다. 좀 더 구체 으로, NCTM(2009)은 문자기호의 의미 있는 사용이

란 “사용되는 문자기호의 의미를 분명하게 정의하는 것, 구별되는 구성

단 (units)를 명시하는 것, 그리고 문자기호의 주된 세 가지 용법

(Usiskin, 1988)1)인 미지수, 자리지기, 매개변수를 구별하는 것”(p.31)이

라고 설명한다.  

수에서 보통 문자기호는 ‘변수’라고 명명되는데, 함수개념을 설명

할 때 도입되는 ‘변수’라는 용어는 재 수학공동체에서 모든 문자기

호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Philipp, 1992). 이와 같이 변수는 

함수  맥락에서 변하는 양을 표 하는 문자기호이면서 동시에 모든 문

자기호를 일반 으로 명명하는 수단이다. 후자의 의미로 사용되는 변수

는 다양한 문자기호의 용법을 통합하여 다룰 수 있도록 한 반면, 수학

습자들에게 문자기호에 한 이해의 어려움을 래하기도 하 다

(Schoenfeld & Arcavi, 1988). 실제로, 변수개념의 다양한 의미와 맥락에 

따른 용법을 구별하는 것과 련하여 학생들이 처하는 어려움에 한 선

행연구는 다양하다(김남희, 1997; Hashemi et al., 2011; MacGregor & 

1) Usiskin(1988)에 따르면,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갖는 변수는 일반화된 

수, 미지수, 함수에서의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임의의 표시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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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cey, 1997; Küchemann, 1981; Philipp, 1992; Schoenfeld & Arcavi, 

1988; Usiskin, 1988). 하지만, Sfard & Linchevski(1994)는  수 학습에서 

이러한 문자기호의 의미의 다양성은 수가 가진 힘의 근원이라고 주장

하며, 변수개념의 의미 있는 이해를 강조했다. 

다양한 변수개념  ‘보조변수( edivý, 1976)’로 간주되는 매개변수

는 고등 수  추론과 함수학습을 해 요한 개념으로 최근 부각되고 

있다(NCTM, 2009; Drijvers, 2003; Sfard, 1995). Sfard(1995)는 매개변수의 

도입은 수학 반, 특히 수에서 강렬히 추구되던 일반성을 향한 큰 도

약(p.24)이라고 주장하 다. 한, Sfard(1991)는 함수개념이 물화

(reification)되었다는 단의 근거로 매개변수가 포함된 함수식을 유연하

게 해결하는 능력을 언 하 다. NCTM(2009)은 함수  추론과 의미구성

의 세 가지 핵심 인 요소를 ‘함수의 다양한 표  사용하기’, ‘매개

변수로 표 된 함수로 모델링하기’, 그리고 ‘매개변수의 효과를 분석

하기’(p.41)로 제시하며, 매개변수개념에 한 학습의 요성을 부각시

켰다. 수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매개변수라는 용어는 그 역마다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수교육에서도 서로 다른 용법으로 사용되

고 있다. 특히, 수 학습에서 매개변수는 크게 두 가지 용법2)으로 구별

하여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는 동형의 수식, 방정식, 함수등의 유사한 

모임(family)을 일반화하기 한 수단으로, 다른 하나는 매개변수방정식

과 같은 곡선이나 곡면을 나타내기 한 수단으로 구별된다(Allen, 2006; 

Bloedy-Vinner, 2001; Drijvers, 2003; Fruedenthal, 1983; 김남희, 2004). 

수학습의 맥락에서 매개변수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후자에 비해 

자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김남희, 2004; 이종희 & 김부미, 

2) 를 들어, Bloedy-Vinner(2001)에 의하면, “수학에서 매개변수라는 용어는 

매우 다른 문자의 두 가지 용법으로 구분된다. ..( 략).. 먼  한 가지 용법에

서, 매개변수의 구체 인 값은 방정식족 혹은 함수족(a family of equations 

or functions)의 원소를 결정한다. 매개변수에 한 다른 용법으로, 그 문자는 

곡선이나 곡면의 매개변수 방정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를 들면, 

  와 같다. 이런 의미에서의 매개변수의 구체 인 값은 곡선이

나 곡면상의 들을 결정 한다”(p.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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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김성  & 박선용, 2002; 지 명 & 유연주, 2014a, 2014b; Bardini, 

Radford & Sabena, 2005; Bloedy-Vinner, 1994, 2001; Drijvers, 2003; 

Furinghetti & Paola, 1994; Martinez & Castro Superfine 2012; edivý, 

1976; Sfard & Linchevski, 1994; Shoenfeld & Arcavi, 1988; Ursini & 

Trigueros, 2004), 이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일반화하는 수단으로서 매개

변수에 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화수단으로서

의 매개변수에 한 기연구는 매개변수를 단독 인 주제로 다루기보다

는 변수의 일종으로 취 하여 부분 으로 다루었지만, 최근 몇몇의 연구

에서 매개변수개념자체를 심으로 연구를 실행하 다(Bloedy-Vinner, 

2001; Drijvers, 2003; Ursini & Trigueros, 2004). 특히, 최근연구는 수학  

개념의 본질에 한 이론  토 에 기반하여 매개변수개념에 한 이해 

 어려움에 한 정보를 제공하 다. 반면, 아직까지 매개변수개념의 

학습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학생들의 사고과정과 오류의 양상에 한 실증

인 연구가 부족하고, 매개변수개념의 의미 있는 이해를 진하는 교수

학  조건을 탐색하는 연구는 부재한다(Martinez & Castro Superfine 

2012).

한편, 국내의 선행연구자들은 재 우리나라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매

개변수개념에 한 그 용어와 의미를 제한 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

했다(김남희, 2004; 우정호, 1998). 실제로, 학교 수학교과서에서 식이나 

함수의 유형을 일반 으로 표 하기 해 매개변수의 의미로 사용된 문

자기호는 명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어를 ‘상수’로 명명하여 

제한된 의미로 다루고 있다. 이와 련하여 Hashemi et al.(2011)는 변수

와 매개변수가 포함된 수식에서 변수에 한 변이성에만 주목하고, 매

개변수를 특정한 수로 인식함으로써 고등 인 수학  조작에서 오류를 

보이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우정호(1998)는 매개변수를 아직 정해지

지 않은 상수를 일반 으로 나타내는 부정소로서의 변수로 취 해야 하

며 재의 ‘상수’라는 용어의 사용에 한 부 함을 지 하 다. 게

다가, 김남희(2004)는 원어 ‘parameter’를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는 

‘매개변수’라는 용어가 고등학교 상 학년의 ‘기하와 벡터’ 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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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등장하며, 그 용법은 곡선과 곡면을 표 하기 한 수단으로만 제

한 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 하고 교육과정 인 측면에서 이 

기본 인 용어에 한 재정립의 필요성을 언 했다. 한, 국내의 수학

과 교육과정을 반 하여 집필된 교과서에서 수교육을 개해 나가는 

방식이 부분 형식  ․ 구조 인 방식을 취하고 있어 학생들이 변수개

념에 한 의미를 연결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 하 다(김남희, 1997). 부분의 수학교과서에서 문자기호와 수식

은 수치 인 계를 갖는 상황을 모델링하는 것으로부터 도입된 이후 

수학습의 일 인 개에 따라 문자기호에 한 의미와 역할을 확장해

나가도록 유도한다. 특히, 동형의 수식의 일반 인 표 은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정의되고, 이에 한 몇 가지의 구체 인 와 비

(non-examples)를 제시하여 매개변수표 의 구체화를 시도한다. 이때, 매

개변수는 그 문자기호의 의미와 역할보다는 구체 인 수를 신하는 자

리지기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은 매개변수를 의미 있게 이해하기 

보다는 형식 이고 기계 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와 같은 매개변수개

념의 도입이후 학생들은 매개변수에 한 기의 개념이미지를 고착화시

키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학생들의 집단과 비교사들의 집단을 상

으로 매개변수에 한 인식양상에 한 조사에 따르면, 두 집단 간에 그 

개념에 한 인식의 변화가 거의 없다(지 명 & 유연주, 2014b). 즉, 다

양한 문제해결 경험과 고등 인 학습을 거친 이후에도 매개변수에 

한 의미를 연결시켜나가지 못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

는 재 우리나라 수교육의 근방식에 한 재고의 필요성을 부각시

키며, 특히 매개변수개념에 한 의미 있는 이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

는 교수학  지식에 한 연구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Davis(1988)는 문자기호에 한 의미 있는 이해를 해 학생들이 스스

로 늘 상황을 해석하고 자신의 활동을 반성하며, 기호와 기호의 연산의 

의미에 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Freudenthal(1983)에 의하면, 통 으로 학교수학에서는 학생들이 형식

인 수언어를 잘 다룰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에만 치 해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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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롭게 문제를 해결하기 해 수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이해

시키는 것에는 소홀했음을 지 하고 있다. Sfard(1995)는 수의 의미 있

는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은 구조 인 근방식에서 기인한다고 

지 하면서, 학생들이 수의 본질 인 개념을 하는 순서를 바꿀 필요

가 있고, 특히 이미 세련된 수  상이 아니라 조작 인 근으로 출

발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성향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개

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남희(2004)는 매개변수개념이 우리나라 수

학교육과정서에 명시 으로 언 되어 있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

에 한 논의는 비교  암묵 이라는 문제 을 지 하면서 그 개념에 

한 교육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언 하 다. 

본 연구자는 수학학습에서 일반화수단으로서의 매개변수개념의 요성

과 그 개념에 한 교수학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매개변수개념의 

의미 있는 이해에 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 다. 본 고는 재 우리나

라 수 학습에서 개되는 구조 인 근방식은 문자기호에 내재된 본

질 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을 바

탕으로 매개변수개념의 의미 있는 이해를 지원하는 학습조건3)을 찾고자

하는 연구이다. 이를 해 매개변수개념과 패턴 일반화를 통한 수의 

근방식에 한 여러 연구물을 토 로 매개변수개념에 한 의미를 구

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각  패턴(figural pattern)4) 탐구과제를 설계

하 다. 특히, 수학  개념의 과정- 상 성 이론은 매개변수개념의 

역설  인식의 두 가지 본질  요소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 고, 매개변

수개념의 학습은 과정 인 측면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

3) 본 연구자가 사용한 “학습조건(learning conditions)”이라는 용어는 어떤 개

념을 학습하기 해 사용되는 학습과제뿐만 아니라 학습과제에 비롯한 학습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제반의 요소, 즉 학생들의 해결 략, 사고과정  

어려움의 양상, 교실분 기, 교실상호작용, 사회-문화  배경, 인공물 등에 

한 정보를 말한다.  

4) 본 연구자는 Rivera(2010)가 ‘개념 이면서 동시에 형상 인 특징을 갖는 수

학  패턴’을 나타내기 해 사용한 ‘시각  패턴(figural pattern)’이라는 

용어를 공유한다. 본 연구에서 시각  패턴이라는 용어를 기하 인 모양과 

수학  패턴 구조를 띠는 그림들의 연속된 나열로(sequences)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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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 다. 한, 수학  개념의 이해에서 시각화의 기능과 표상들 간

의 번역활동에 한 선행연구는 매개변수개념의 의미 있는 학습과제로서 

시각  패턴 탐구과제의 개발에 요한 토 를 마련하 다. 

최근 기 수(pre-algebra) 학습과 련한 연구에서 수를 효과 으

로 도입하는 방식으로 패턴을 일반화하는 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Küchemann, 1981; NCTM, 2000; Lee, 1996; Mason, 1996). NCTM(2000)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패턴을 일반화할 수 있는 경험을 통해 수  사고를 

발달시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시각  패턴의 일반화

에 한 학생들의 다양한 략  사고방식에 한 실증 인 연구결과들

이 보고된바있다(강 , 2007; 김성 , 2002; 이명기 & 나귀수, 2012; 

Dörfler, 2008; Healy & Hoyles, 1999; Mouhayar & Jurdak, 2013; Kaput, 

1999; Radford, 2000, 2003, 2013; Zazkis & Liljedahl, 2002; Rivera, 2010; 

Rivera & Becker 2007a, 2007b). 특히, Healy & Hoyles(1999)는 시각  

패턴의 일반 인 규칙을 상징 으로 표 하는 활동은 수식과 함수개념

의 발달에 강력한 토 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Mouhayar & 

Jurdak(2013)은 시각  패턴의 일반화에 근거한 수 지도방법은 학생들

이 수  사고를 발달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변수와 함수

의 개념  이해로 견인하는 의미 충실한 학습의 장을 마련한다는 을 

강조했다. 한, Dörfler(2008)는 패턴을 일반화하는 경험은 기의 수학

에서 요하게 다루어지는 산술  계산에서 벗어나 수로 나아갈 수 있

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패턴 일반화하기는 수에 한 결과가 아닌 변

수와 더불어 나타난 일반 인 개념  구조의 결과로 이어지는 매우 요

한 개념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패턴 일반화에 한 부분의 선

행연구는 수에 한 패턴의 일반성을 상징 인 표 으로 나아가는 과정

에 을 두고 있고, 매개변수 즉, 동형의 수식을 일반 으로 표 하

기 한 수단으로서의 패턴일반화에 한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해 본 연구자는 매개변수개념의 이해와 련하여 패턴일반화과제의 효

용성에 한 검증을 통해 패턴일반화를 통한 수의 근방식에 한 연

구의 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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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 은 학교 수에서 매개변수개념을 의미 있게 이해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학습조건을 찾는데 있다. 이에 해, 본 연구자는 매개변수를 

구 할 수 있는 시각  패턴 탐구과제를 설계하여 실제로 학생들이 매개변

수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 으로써 학교 수에서 매개변수개념의 지

도에 한 교수자료  학생들의 제 양상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

으로, 학생들이 시각  패턴 탐구과제를 해결해나가는 동안 그들에게 일

어나는 사고과정이 어떤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어려움

을 극복해나가는지를 자세하게 기술하고 심층 으로 분석하여 매개변수개념

의 이해에 한 양상  특징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러한 목 을 이루기 

한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2.1 본 연구에서 설계된 시각  패턴 탐구과제로부터 학생들이 매개변수

를 구성해나가는 동안 일어나는 사고과정  어려움의 양상은 어떠한가?

2.2 본 연구에서 설계된 시각  패턴 탐구과제는 학생들이 매개변수개념

을 이해하도록 유도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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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  배경

본 장의 첫 번째 에서는 거시  에서 수학  개념에 한 과정-

상 이론에 해 살펴보았다. 먼  수학  개념에 한 본질 인 

요소  개념  실체(혹은 상)에 해 살펴본 후, 이러한 개념  실체

가 구성되기 해 필수 인 과정으로서의 요소와 상에 한 특징을 살

펴보고, 이러한 상과 과정의 계, 즉 그 둘이 분리되어 있기보다는 

두 가지가 함께 상보 으로 공존하는 과정- 상 성에 해 논의하

다. 그 다음, 본 연구에서 매개변수개념의 학습경로에 기본 인 토 를 

마련한 수학  개념의 발달과정에 해 논의하 다. 

두 번째 에서는 매개변수개념과 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을 

실시하 다. 먼 , 우리나라 교과서에 한 분석을 통해 학교 수의 함

수  ․ 구조  근방식에 해 살펴보고, 학교 수에서 매개변수의 용

으로서 상수라는 용어의 부 함에 해 논의하 다. 그 다음, 매개변

수개념의 발생에 한 역사  배경에 해 살펴보았다. 역사 으로 매개

변수로서의 문자기호의 발명은 수학의 발 에 큰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

하고, 학교수학에서는 그 요성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매개변수개념이 생겨난 그 시 을 후로 해서 어떻게 수가 발달해 왔

는지를 살펴보고, 매개변수개념의 발명의 역사  의의에 해 논의하

다. 한, 매개변수에 해 선행연구자들이 제시한 정의를 분석함으로써 

매개변수개념의 본질  측면  역할에 해 논의한 후,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매개변수개념에 한 이해의 요소를 추출하여 제시하

다.

마지막 은 본 연구에서 매개변수개념의 의미 있는 학습을 해 시각

 패턴을 활용한 일반화활동을 선택한 이유에 해 논의하 다. 그 다

음, 시각  패턴에서 일반성을 감지하는데 있어 요한 역할을 하는 

형 인 의 역할에 해 살펴보고, 패턴을 일반 으로 표 하는 방식의 

양상에 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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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학  개념의 본질

  여러 연구자들은 수학  개념에 해 언뜻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두 

가지 본질 인 요소가 혼재되어있다고 주장하 다. 이러한 주장에 해 

연구자들마다 각자의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합일

을 찾을 수 있다. 이 아이디어의 시 는 Piaget의 인지이론에서부터 생

겨났는데, 그는 “수학  추상화는 상 그 자체로부터 유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에 해 행해지는 행동자체에서 이끌어진다. 나에게는 이

것이 논리  추상화의 기본원리이다”(Piaget, 1970, p.16)라고 주장했다. 

본 연구자는 Piaget의 향력 있는 가설로부터 이후의 다양한 연구자들

에 의해 발 되어온 수학  개념에 혼재하는 두 가지 본질 인 요소에 

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 , 수학  개념에 한 본질 인 요소  

개념  실체(혹은 상)에 해 살펴본 후, 이러한 개념  실체가 구성되

기 해 필수 인 과정으로서의 요소와 상에 한 특징을 살펴보고, 

이러한 상과 과정의 계, 즉 그 둘이 분리되어 있기보다는 두 가지가 

동시에 상보 으로 공존하는 과정- 상 성에 해 논의한다. 한 

과정과 상으로서의 수학  개념이 발달하는 메커니즘에 해 논의한

다.  

1.1. 과정과 상으로서의 수학  개념

  Sfard(1991)는 수학  개념은 우리의 지각으로는 근할 수 없는 추상

인 실체(entities)라고 주장했다. 즉, 우리가 상징들을 사용하여 숫자를 

작성하거나, 함수를 수 으로 표 하는 경우, 그 상징들은 추상 인 

실체(수, 함수)에 한 여러 가지 표 방식  하나일 뿐이고, 그 자체는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이다. 여기서 에 보이지 않는 상들을 어

떤 방식으로든 지각할 수 있도록 구 해내는 능력은 수학학습에서 필수

으로 요구되는 능력이다. Greeno(1983)는 개념  실체를 인지  상

으로 정의하고, 정신  체계는 그 상을 투입량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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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조작  개념과 구조  개념(Sfard, 1991, p.33)

조작  근 구조  근

일반 인 특징

수학  실체는 어떤 과정

의 결과로 여겨지거나 과

정 그자체로 식별된다.

수학  실체는 마치 실제

인 상처럼 정 인 구

조로 여겨진다. 

내  표상
언어  표 은 조작 인 

근을 지원한다.

심상(mental image)은 구

조 인 근을 지원한다.

개념 발달에서

의 치

개념 형성의 첫 번째 단

계에서 발달한다.

조작  개념에서 진화한

다.

인지 과정에서 

역할

효과 인 문제해결과 학

습과정에서 필요하지만 

충분한 것은 아니다.

모든 인지  과정(학습, 

문제해결)을 용이하게 한

다.

차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에서 수반되는 는 상에 

해 작동하는 특질, 조작, 그리고 계를 인지  상과 구별하고, 인지

 상으로서의 자격을 얻기 해서는 개인의 심상에서 구 으로 이

용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Harel & Kaput, 1991, p.82, 재인용). 여기

서, 추상  실체로서의 수학  개념에 한 언 으로부터, 그런 추상

인 실체가 형성되는 메커니즘에 한 고려로 자연스럽게 이 옮겨갈 

수 있다. 이를 해, 먼  수학  개념에 있어 상이라는 요소와는 질

으로 다르지만 배타 이지 않은 새로운 본질 인 요소, 즉 과정

(process)에 해 살펴본다. 

 여러 선행연구자들은 수학을 한편으로는 조작, 과정, 계산, 차, 알고

리즘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상, 개념, 구조, 계로 조시켰다

(Dubinsky & Harel, 1992; Gray & Tall, 1991, 1994; Sfard, 1991, 1995; 

Sfard & Linchevski, 1994; Tall, 2013). Sfard(1991)는 수학  개념에 근

하는 방식의 두 가지 유형은 조작 (operational) 근방식과 구조

(structural) 근방식이 있다고 주장하 다. 아래<표 Ⅱ-1>는 Sfard(1991)

가 기술한 조작  개념과 구조  개념에 한 요약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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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의 유형과 같은 근방식을 기술하는 다른 표 으로 “수학  개념

을 과정(process)”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조작 인 근방식은 수학  

개념을 실제 인 사물보다는 잠재 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며, 동 이

고, 순차 이며, 한 구체 이다. 후자의 유형과 같은 근방식은 “수

학  개념을 상(object)”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추상 인 실체를 실

제 인 사물로서 즉, 특정한 시공간에 존재하는 정 인 구조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한, 한 번에 아이디어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세부 사항을 구체 으로 따져보지 않더라도 이를 하나의 총체로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조 인 근방식은 정 이고, 순간

이며, 한 통합 이다. Sfard(1991)는 동일한 수학  개념을 해석하는 

두 가지 유형은 매우 조 이기 때문에 표면 으로는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들은 상보 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해 

Sfard(1995)는 수학  개념을 과정이면서 동시에 상으로 근하는 방식

에 해 과정- 상  근방식이라고 명명했다.  

 Tall(2013)은 어떤 상징을 과정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변하는 사고의 환을 조작  추상화5)에 해당된다고 언 했다. 

를 들어, 과 같은 수식은 값을 구하는 과정(어떤 수에 2배하고, 

6을 더하라)으로, 한 그 자체는 문제해결을 해 조작될 수 있는 사고 

가능한 수  상(혹은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는 이러한 과정

에서 개념으로의 이행은 심자들에게 자연스럽기 보다는 분명 학습되어

야할 문제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과정과 개념으로 동시에 작동되는 상

징은 새로운 수학  표 의 일부분이 되는데, Gray & Tall(1991, 1994)은 

이러한 한 상징내에 과정(process)과 개념(concept)의 이 성을 강조하기 

5) Tall(2013)은 추상화에 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 는데, 이는 Piaget가 제

시한 경험  추상화, 의사-경험  추상화, 반  추상화에 라토닉 추상화

를 추가시킨 것이다. 라토닉 추상화는 물리  상의 성질에 한 경험  

추상화를 일반화하여 마음속에서만 상상될 수 있는 정신  상을 개념화하

는 것이다. Tall(2013)은 이 네 가지 추상화를 두 가지로 범주화했다. 즉, 경험

 추상화와 라토닉 추상화는 상이 가진 성질에 한 추상화로 이것을 

구조  추상화(structural abstraction)라고 불 다. 이와 달리, 의사-경험  추

상화와 반  추상화는 상에 한 행 ( 는 조작)로부터 정신  상을 

개념화하는 것으로 이를 조작  추상화(operationl abstraction)라고 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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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 로셉트(procept)’라는 새로운 용어를 조어했다. 를 들어, 수

학  상징 10에 해 7+3, 3+7, 13-3과 같이 동일한 결과를 계산하는 다

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이때 로셉트는 10이라는 수이면서 동시에 산술

에서 이 상징 10을 조작하기 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방법들이

다. 학습이 이루어지면서 5×2, 20÷2, , ×, 그리고 

심지어 과 같은 다른 로셉트들이 연결되며 풍부해진다.   

1.2. 수학  개념의 발달 메커니즘

  Sfard(1991)는 수학  개념의 역사  발달과정과 개인의 심리 인 발달

과정을 바탕으로 개념형성과정에서 조작  사고방식이 구조  사고방식

에 선행한다고 주장하 다. 즉, 이 에 익숙하게 다룰 수 있는 상들을 

조작하는 과정(process)에 해 이를 압축된 총체로 는 물화(reification)

하여 독립 인 심  상으로 해석하게 된다. Tall(2013)은 지식을 압축

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일련의 행 가 반복된 연습을 통해 루틴(routine)

이 되고, 이때 루틴이 된 차를 정신  개념으로 압축하는 것은 조작  

추상화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개념으로 지식을 압축

하는 것을 캡슐화(encapsulation)라고 불 다.   

 Sfard(1991)에 의하면, 구조  개념의 발달은 매우 어렵고 힘든 여정이

고, 조작  개념의 발달 없이 구조  개념에 도달하기를 기 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실제로, 그는 실증 인 연구로부터 새로운 개념이 구조 으로 

도입되더라도 보 인 학생들은 그 개념을 조작 인 방식으로 해석하는 성

향을 발견하 다. 이에 해 그는 학생들이 수의 핵심 개념을 하는 순

서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언 하고, 특히 이미 세련된 수  상이 아니

라 조작 인 근으로 출발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성향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개정의 필요성을 언 한바 있다. 

 구체 으로, 그는 수학  개념의 발달은 먼 , 이미 익숙한 상들에 

행해지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 한 독립  실체로의 

환이라는 아이디어가 생겨나야 하고,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상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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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수학  개념의 발달단계(Sfard, 1991, pp.18-20)

발달단계 특징

내면화

내면화 단계에서 학습자는 새로운 개념에 다다르게 될 

과정에 친숙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들은 낮은 수 의 

수학  상에 수행되는 조작들이다. 학습자들은 차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는데 능숙해진다. 

압축

압축의 단계는 연속 으로 길게 이어지는 조작들이 보

다 제어하기 쉬운 단 로 압축되는 시기이다. 이 단계

에서 학습자는 주어진 과정을 구체 인 내용에 들어갈 

필요 없이 더욱더 체로서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이때

부터 학습자는 과정을 조작보다는 입-출력 계로 언

할 수 있고, 이 압축된 체에 이름이 부여될 수 있

다. 이 순간이 새로운 개념이 공식 으로 발생하는 순

간이다. 과정의 압축으로부터 과정을 다른 과정과 결합

하고 일반화하는 일이 매우 용이해진다. 

물화

새로운 상이 특정한 과정에 착되어 있는 시기는 

압축 단계에 포함된다. 새로운 개념이 완 히 새로운 

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될 때, 그 개념이 물화되었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물화는 친숙한 것을 완 히 새

로운 에서 보는, 존재론  환으로 정의된다.

합된 상과 같은 체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학  개념발달의 세 단계를 각각 내면화, 압축, 물화라고 불 다. 아래

<표 Ⅱ-2>는 Sfard가 언 한 수학  개념의 발달단계를 개 한다. 

 내면화와 압축은 질 이기 보다는 단계 이면서 양 인 반면, 물화는 

과정이 상 혹은 정 인 구조로 응고되는 순간 인 비약에 해당되고, 

이 추상 인 구성물에 의해 개념에 한 다양한 표 이 의미 으로 통합

된다. 새로운 상은 곧 그 자체를 만들어 낸 과정으로부터 분리되고, 

그 상이 특정범주에 포함된다는 사실로부터 그 상의 의미를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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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 시작한다. 주어진 범주의 일반 인 성질과 형들 사이에 다양한 

계를 살펴볼 수 있고,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범주의 들을 찾는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다.  

 Tall(2013)은 시간에 따라 수행된 과정을 시간과 무 한 정신  개념으

로 여기는 방식은 복잡한 상황을 간단하게 보는 일반 인 방법의 한 

에 해당하며, 어떤 유형의 상을 마음에서 더욱 간단하게 혹은 더욱 효

율 인 방식으로 볼 때 지식의 압축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때 언어를 사용하여 개념에 이름을 부여하고,  언어를 통해 개념의 성

질과 다른 개념들과의 계에 한 생각을 연결할 수 있게 되는 것에 의

해 압축은 강화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학  개념의 발달에서 기호의 

역할에 주목한 Harel & Kaput(1991)은 개념  실체의 형성과정에서 기호

가 할 수 있는 역할과 그 둘 사이에 상호작용에 한 이론 ․실증  논

의로부터 기호 는 개념  어느 하나를 먼  발달시킨 다음 그 둘을 

연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기호와 개념은 동시에 발달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 다. 그들에 따르면, 기호의 발명가들은 자신이 가진 추상 인 개념

을 표 하고 정교화하기 해 표기법을 발명한 반면, 학교에서는 통상 

이와 반 로 시작하며, 여러 가지 기호에 련된 심  참조물(referents)

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경험을 제공 받기보다는 기호의 형식

 조작에 집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 Harel & Kaput(1991)은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디어에 해 스스로 기호 인 표 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이는 이어서 표 인 표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2. 매개변수개념

2.1. 학교 수에서 수의 도입방식 

학교 수의 함수  ․ 구조  근

먼 , 우리나라 학교 1학년 수학교과서「문자와 식」단원에서 도입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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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문자기호와 수식에 해서 살펴본다. 아래의 [그림 Ⅱ-1]은 재 우

리나라 교과서에서 문자기호와 수식이 실세계의 맥락과 수치  계를 모

델링하는 것을 통해 도입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다. 

[그림 Ⅱ-1] 문자기호와 수식의 도입(이 열 외, 1수학, p.89)

이때, 문자기호는 교과서에서 이미 제시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

할 필요가 없고, 특히 학생들은 문자기호를 구해야 할 미지의 값(즉, 미지수)

으로 다루기보다는 ‘어떤 수’가 주어졌다고 가정하고 맥락에 한 계

를 기술하면 된다. 따라서 학생들이「문자와 식」단원에서 다루는 문자기호

는 미지수라기보다는 부정소로서의 변수로 작용한다. 이로부터, 학교 수에

서 문자기호는 역사  발생에 역행하여 미지수보다 변수로 도입되고 있고, 

이로부터 수식은 함수로서 도입되고 있다는 에서 함수  근을 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후 「일차방정식」단원에서 방정식은 수식과 다르면서도 하게 

련되어 있는 것으로 도입되고, 아래[그림 Ⅱ-2]와 같이 명제식으로서 간단한 

를 들어 소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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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방정식의 도입(이 열 외, 1수학, p.122)

여기서, 명제식은 문자기호 신 구체 인 수를 입했을 때 명제로 변하

는 상징들의 조합(수, 문자, 연산, (부)등호, 호 등)으로 일반 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제 모든 명제식은 진리집합, 즉 구체 인 수를 입했을 때 명제

식을 참인 명제로 만드는 모든 수들의 집합을 갖는다. 임의의 두 명제식이 

동일한 진리집합을 가지면 우리는 이를 ‘동치’라고 명명한다. 학교 수

학교과서에서 “명제식”, “진리집합”, “동치”라는 기본 인 용어가 명

시되진 않지만 암묵 으로 내포되어있고, 실제로 학생들이 일차방정식(명제

식)을 푸는 것은 이러한 진리집합의 원소를 찾는 일이다. 이때, 방정식을 해

결하기 해 학생들은 그 방정식과 동치인 가장 간단한 명제식( 수꼴)

을 구하도록 유도되고, 교사들은 방정식을 동치인 명제식으로 변형시키는 

일반 인 법칙으로 ‘등식의 성질’을 가르친다. 이 기본 인 개념과 일반

인 법칙들은 이후 좀 더 고차원 인 수식을 학습해나가는 과정에서 일

반 으로 용되는 구조(structure)에 해당된다. 

구조라는 용어에 해 Bruner와 Van Hiele가 언 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

 Bruner는 「The process of Education」(1963)에서 수학  구조의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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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법칙을 로 들어 설명하 다.

수법칙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디어를 악하면 재 풀려고 하고 있는 새로운 

방정식은  새로운 방정식이 아니라 자기가 늘 알고 있던 것의 한 가지 변형

에 불과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요한 것은 이들 법칙의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법칙을 사용할  아는 것이다(우정호, 1976, 재인용, 

p.423).

Bruner가 사용한 구조의 의미는 일반 인 아이디어, 즉 일반  원리나 기

본개념을 말하고, 구조를 악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을 보다 일반 인 경

우의 한 특별한 사례로 이해한다는 것”(Bruner, 1963, p.25)을 의미한다. 

한, Van Heile(1986)에 의하면, “구조는 인간이 이 에 마주쳤던 것과 완

히 같지는 않은 상황에 해 행동할 수 있게 해 다”(p.26). 즉, 구조를 

학습하는 것은 새롭고 특별한 경우에 련시켜 나갈 수 있는 기본 인 개념, 

원리, 법칙의 습득을 의미한다. Sfard(1991)는 재 학교수학에서 문자기호

와 수식을 도입하는 방식은 추상 인 구조에 한 형식 인 정의로부

터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완성된 상의 

형식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주장하 다. 한, Sfard(1995)는 학교 수에서 

이러한 구조의 학습을 강조하여 기본 인 개념, 원리, 법칙에서 출발하는 

수지도방식을 구조 인 근방식이라고 언 하 다. 그에 의하면, 수학습

의 구조  근은 수학  아름다움, 일 성, 그리고 일반성이라는 측면에서 

확실히 매력 이지만, 인식론 , 역사  순서에 비추어보았을 때, 구조 이

고 함수 인 근방식이 수  개념의 학습을 출발하기에 가장 효과 인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특히, Sfard(1991)는 문수학자들의 경우 그들의 

잘 훈련된 정신은 조작 인 과정의 도움 없이 추상 인 상을 바로 조

작할 수 있지만, 보 인 학습자들에게는 새로운 개념이 구조 으로 도

입되더라도 그 정의를 조작 인 방식으로 해석한다는 것을 발견하 다. 

그는 이러한 조작  근방식을 무시하고 구조 인 근방식으로 도입하

는 것은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성향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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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우리나라 수 학습에서 문자기호는 변수로 제시되고, 수식은 

이 변수에 한 함수로 도입된다. 명제식들은 함수들을 비교하는 것으로 해

석되고, 진리집합을 용이하게 구하기 해 기본 인 연산법칙을 통해 수

식을 조작하는 방식에 해 학습한 후, 이러한 기본 인 개념과 일반 인 

법칙에 기반하여 새로운 내용을 확장해 나간다. 이와 같은 수지도방식은 

구조 ․함수  근에 해당된다. 

문자기호로서 상수의 의미와 그 험 

학교 1학년 수학교과서 「함수」단원에서 함수를 도입하기 에 변수라

는 용어가 소개된다. 아래[그림 Ⅱ-3]은 학교 1학년에서 변수를 도입하는 

우리나라 수학교과서 내용이다.  

[그림 Ⅱ-3] 변수의 도입(이 열 외, 1수학, p.153)

변수는 변하는 상을 조직하는 수단으로서 도입되고, 여러 가지 값을 가

질 수 있는 문자기호로 규정된다. 이후, 이러한 변수의 도입으로부터 함수 

개념의 학습으로 나아간다.  

변수와 조되는 문자기호로서 상수는 아래[그림 Ⅱ-4]와 같이 학교 2학

년 수학교과서 「일차함수」단원에서 일차함수의 일반 인 표 을 나타내기 

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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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상수의 도입(이 열 외, 2수학, p.154)

변수라는 용어는 이 까지 사용해 오던 문자기호의 사용방식과 일 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상수는 변수와 비되는 의미, 즉 “수나 고정된 값을 갖

는 문자기호”의 의미로 사용된다. 이후 상수는 여러 가지 유형의 수식을 

일반화하는 도구로 사용되면서 다양한 상징들과 조합된다. 이때, 부분의 

교과서에서 일반화의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문자기호(즉, 매개변수)에 해 

실제로 일반화하는 상황은 부재하고, 단지 몇 가지 시를 통해 구체화하는 

경험만 제공된다. 특히, 교과서에서 제시되는 상수로서의 문자기호는 변수와 

독립 으로는 작용할 수 없는 고정된 수로 가정된다. 상수를 이용한 일반

인 표 은 학생들로부터 구체 인 수를 신하여 표시된 문자기호에 해 

조작 인 해석을 가리고 구조 인 측면을 부각시키고자하는 것이고, 학생들

이 그 자체를 하나의 정 인 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조장한다. 즉, 이러한 

일반화의 도구로서 상수는 구조 인 사고방식을 반 한 결과이다. 한, 이

것은 함수의 정의에서 기본 인 요소인 독립변수, 즉 고정된 상수는 무시하

고 독립변수 에 한 변이성에 을 맞출 수 있도록 하여, 이로부터 함

수값의 유일성을 보장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상수로서의 

문자기호의 사용은 학생들이 일반 인 식을 구조 으로 이해하도록 유도하

고 있지만, 이것을 조작 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학생들이 상수로서

의 문자기호의 의미에 해 난국에 처하도록 한다. 이와 련하여, 여러 선

행연구자들은 학생들이 매개변수를 변수로 해석해야 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처하지 못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김성  & 박선용, 2002; Bill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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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edy-Vinner, 2001; Goldenberg, Lewis & O’Keefe, 1992; Sfard, 1995; 

Sfard & Linchevski, 1994). 를 들어, 학생들은  ≠와 같은 표

에서 문자기호 를 물화된 정  상으로 간주하고, 문자기호 에 여러 가

지 수를 입하어 구체 인 함수식을 결정하는 문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때, 문자기호 를 상수가 아닌 변수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더욱이, 함

수의 그래  표 에서 가 증가할 때, 그래 의 변화를 살펴보는 상황은 기

호 를 변수로 해석하도록 강화한다(Goldenberg, Lewis & O’Keefe, 1992). 

한, 학생들이 다른 문자기호들을 포함하는 식에 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

는데 있어 그 문자기호들의 역동 인 역할 변화에 처해야 하는 상황은 편

재해 있다(김성  & 박선용, 2002). 하지만 학생들은 이러한 문자기호에 

한 역할의 역동 인 변화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Bills(2001)는 이러

한 어려움의 원인 에 하나로 문자기호에 한 의미의 고정화를 언 했다. 

문자기호의 고정화는 Viéte가 최 로 도입한 문자기호의 사용방식(자음은 미

지수, 모음은 기지수로 설정)과 같이 문자기호에 그 의미와 역할을 종속시키

는 것이다. 이에 해 Bills(2001)는 문자기호의 고정화는 수 학습에서 필수

이지만, 교사가 학생들에게 문자기호에 한 고정 인 의미를 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그들 스스로 “고정화하기”를 경험할 필요가 있

다고 언 하 다. 

요약하면, 재 우리나라에서 매개변수를 신하여 사용되고 있는 상수로

서의 문자기호는 고정 인 의미를 강조하여 도입되는 반면 변수의 의미는 

제 로 반 되지 못하고 있다. 즉, 상수라는 용어는 “기지수로서의 변수”

의 아이디어를 제 로 구 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상으로서의 정 인 개

념만을 부각시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수 학습상황에서 난국에 처하도록 

하는 소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2. 매개변수의 역사  발달

 수의 역사  발달에 한 여러 문헌(Boyer & Merzbach, 2011, Sfard 

& Linchevski, 1994, Sfard, 1995)들을 살펴보면, 수  사고방식에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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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ophantus(250)의 “Arithmetica”에서 발췌

합과 곱이 기지수인 두 수를 찾기 해서는: “합이 20, 곱이 96이라고 

주어짐. 2는 구하고자 하는 수들의 차다. 그러므로 구하려고 하는 수는 

이다. 그러므로 은 96이다. 따라서 는 2이며 구하려

고 하는 수는 12와 8이다.”(Fauvel & Grey, 1987, p.218 재인용)6)

한 환을 이룬 몇 가지 시 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 요한 시   

하나로 매개변수개념이 발생한 시 을 후로 하여 수  사고의 격

한 변화를 찰할 수 있다. Sfard((1995)는 수  사고의 발달의 환

에서 그 발달을 작동시킨 메커니즘과 요한 발달이 있을 때 마다 변함

없이 나타나는 인지 인 갈등의 특징에 해 심을 기울일 필요성을 언

했다. 본고는 수의 면 인 역사  발달과정을 살펴보기보다는 본

고의 심 인 주제인 매개변수개념이 발생한 시 을 기 으로 그 발달

을 작동시킨 근원과 이로부터 변화된 수  사고의 특징  역할에 

을 두고 살펴 으로써 매개변수개념에 한 인식의 어려움과 연구의 

필요성에 한 논지를 강화하고자 한다.  

일반화된 산술 계산법으로서의 수학 

 고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되었던 문자기호가 나타나기 이

의 수학은 피타고라스와 유클리드를 통해 발 되었으며, Diophantus의 

업  덕분에 상당한 진보를 이룰 수 있었다(Boyer & Merzbach, 2011). 

Sfard(1995)는 이 시 의 수학의 요한 특징은 부분 조작

(operational)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하 다. 즉, 유일한 심은 구체

인 수치를 활용하여 미지수를 계산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일반 인 규칙

을 찾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분명 일반성을 추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인 풀이법보다는 구체 인 수치를 든 시를 통해 계산 

방법을 설명했다. 아래 표는 Diophantus의 문제에 한 해법과정을 보여 

다.

6) 사실, Diophantus는 기호로 그리스 문자를 사용했다. 명확성을 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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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역사  기록에서 “합과 곱이 기지수인 두 수”라는 표 에서 

“기지수”는 일반 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이후의 풀이에서 구체

인 수치를 로 사용하면서 일반 인 근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Diophantus는 이 를 구체 인 것으로 보았던 것이 아니라, 

형 인 로 간주함으로써 특정한 근을 넘어서 일반 인 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형 인 는 단지 기호화만 이루

어지지 않았을 뿐, 특정한 것을 통해 일반 인 것을 보고 있는 것이다.

 한편, Diophantus의 해법에 한 조작 인 근의 어려움을 지 하는 

다음과 같은 Sfard의 언 은 주목할 만하다.

12.3+2  혹은 와 같은 식들이 간결하게 계산과정과 그 결

과를 동시에 나타내어 구조  사고를 용이하게 하는 인 기호 

표기법과 비교했을 때, 언어 이고 생략된 수  표 은 장황함과 

지루하도록 순차 인 특성과 함께 조작 인 차를 강조한다. 하지

만, 조작 인 사고방식은 작동기억에 상당한 부담을 야기하여 

의 기호 표기법에서 유도된 구조  근방식보다 더 힘들고 덜 효과

이다(Sfard, 1995, pp.20-21).     

  

 이러한 조작 인 근방식의 어려움과 비효율성을 해결하고, 수  사

고방식의 환을 발시킬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새로운 방식의 문

자표기법의 발명이었다. 여기서, 한 가지 언 하고 가야할 문제는 이러

한 조작 인 근방식에서 구조 인 근방식으로 이행(Sfard, 1991, 

2008)할 수 있도록 매개한 문자표기법의 발명은 그 필요성에 비해 시간

으로 꽤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발생하 다. 이러한 역사  사실은 

매개변수로서의 문자기호에 한 학생들의 이해의 어려움이 자연스럽다

는 것을 암시한다.

기호로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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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수로서의 변수(매개변수)의 발명

 근래의 수학사학자들은 문자가 16세기 이 의 수학자들에게 사용되긴 

했더라도, 획기 인 변화를 불러온 것은 François Viéte(154~1603)의 문자 

표기법이었다는 의견에 모두 동의하는 것 같다. Viéte는 처음으로 기지

수(known numbers)를 기호로 체한 학자 다. 인 용어로 설명한 

Sfard(1995)의 말을 빌리면, Viéte는 문자계수를 사용하여 표 된 매개변

수방정식의 창시자 다(p.24). 이 시  이 까지 수에서 행 으로 사

용되어 오던 문자기호는 찾고자 하는 미지수를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Viéte는 미지수를 모음(vowel)으로 표기하고, 기지수는 자음(consonant)으

로 표기하여 수학에서 처음으로 기지수와 미지수 사이에 표기법을 명

확하게 구별하 다. ‘기지수로서의 변수’(Sfard, 1995, p.24)의 발명, 

즉, 매개변수의 도입은 수학 반, 특히 수에서 강력히 추구되어오던 

일반성을 향한 큰 도약이었다. Boyer & Merzbach(1991)에 따르면, 특별

한 경우에 갇  있었던 수학의 연구, 즉 수학의 연구의 이 특정

한 숫자 계수를 갖는 방정식에서 미지수의 값을 알아내는데 집 되어 있

었고, 동형의 방정식 체를 일반화하여 하나의 방정식으로 나타내는 것

을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매개변수의 도입 덕분에 동형 인 문제들이 

간결하게 서술되어 알고리즘 방식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 다. 실제

로, Viéte는 스스로 자신의 발명으로 인해 수학에 새로운 일반성과 추상

성을 가져다  것이라는 것을 암시했다.

수학이 구체 인 수에 한 과학(logica numerosa)이라면, 나의 수

학은 종의 과학(logica speciosa) 는 물자체(the things themselves)

가 아닌 사물의 유형(types of things)에 한 과학이다(Sfard, 1995, 

p.24, 재인용). 

새로운 수학을 향하여

  Sfard(1995)는 기지수로서의 변수가 수학 반에 미친 향을 살펴 으

로써 Viéte의 업 을 온 히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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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Viéte의 발명이 이후의 수학에 어떤 향을 미쳤는지를 살펴 으로

써 Viéte의 업 을 이해하고, 그 요성에 비해 실제로 낮은 평가를 받

고 있는 것에 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한편, Viéte의 발명은 수

학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함수개념의 발달과 유클리드의 업 에 머물러있

던 기하학에도 지 한 향을 끼쳤다. 하지만, 본 연구의 주제에 하

게 련된 두 가지 측면, 즉 새로운 수학으로의 발달과 변수개념의 발

달에 을 두고 논의하고자 한다. 

 Sfard(1995)는 수의 역사  발달에서 기지수를 문자기호로 표기하게 

된 이후, 조작과 계에 한 상징  표 과 더불어 기존의 모든 수  

지식을 압축해나갈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표 방식의 변화는 

수  지식을 용이하게 처리하도록 만들었고, 이로부터 새로운 수학의 분

야를 한 토 를 마련하 다. 곧, 수에서 문자기호로 표 된 방정식

은 그 자체만으로 연구 상이 되었고, 방정식을 해결하는 순 히 조작

인 방식(Diophantus의 해법)은 형식  조작으로 체되었다. 한, 기호

 수의 도래이후, 완 히 새로운 유형의 자연과학이 뒤를 이었다. 역

사상 처음으로 수학에서 고정된 수(미지수, 기지수)뿐만 아니라 변하는 

수(변수)를 다루는 방법이 생겨났다. 물리 인 동작의 수학  구조에 

한 열렬한 연구와 함께, 변수의 개념과 내재 으로 불가분의 계에 있

는 함수개념 한 부상하기 시작했다. 우정호(1998)는 문자기호를 사용하

여 미지수뿐만 아니라 기지수까지 나타낼 수 있게 됨으로써 일반 인 다

가명사인 부정소로서의 변수 기호 사용의 결정 인 진보를 이루었다고 

주장했다. 이로부터, 수학 인 문제를 일반 이고 형식 인 방법으로 취

할 수 있게 되었고, 해법을 공식화하고, 그 원리와 방법의 타당성을 

연역  추론에 의해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한, 이러한 기호의 발달

은 차 인 에서 구조 인 으로 사고의 환을 가능하게 하여 

기호  수의 발 에 결정 인 계기를 마련했고, 17C이후 변수개념과 

함수개념의 발달에 결정 인 역할을 하 다(pp.226-227).  

 이와 같이 Viéte의 업 은 수학에서 실로 엄청난 효과를 불러일으

켰지만, 이에 한 수학사학자들의 평가는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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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fard(1995)에 따르면, Viéte의 발명이 수학사학자들로부터 그 진가를 

온 하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을 언 하면서, 이에 해 역사학자들의 

시야에서 Viéte의 업 에 한 상 인 요성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

은 것처럼 교사들로 하여  학생들이 맨 처음 매개변수방정식을 했을 

때 겪게 될 어려움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을 지 했다. 한편, 문자기호

가 이미 고 부터 사용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왜 기지수로서

의 변수에 한 표기가 수세기 동안 나타나지 않았는지에 해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 한 Sfard(1995)는 이에 해 기지수로서의 변수가 함

수  사고를 요한다는 것을 알면 분명해진다고 주장했다. 즉, 기지수로

서의 변수는 어떤 구체 인 양을 나타내는 수라기보다는 그 변수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들로 이루어진 집합, 그리고 그런 모든 집합들 사이의 

계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1.3. 매개변수의 정의

Küchemann(1981)은 학교 수를 일반화된 산술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그는 문자기호와 련된 문항에 한 학생들의 반응에 근거하여 문자 상

징에 한 해석을 6가지로 범주화하 다. 아래<표 Ⅱ-3>은 수 학습에

서 주로 다루어지는 세 가지 문자기호 즉, 미지수, 일반화된 수, 변수에 

한 해석을 보여 다. 

<표 Ⅱ-3> 문자기호의 세 가지 범주(Küchemann, 1981, p.104)

문자기호 문자기호에 한 해석

미지수
문자를 특정하지만 아직 모르는 수로 간주하며, 직  그 문

자를 조작할 수 있다.

일반화된 수
문자는 단지 하나보다는 여러 개의 값들을 나타내거나 입

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변수
문자는 수많은 불특정한 값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되며, 

두 문자 사이에 체계 인 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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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된 산술측면에서 ‘변수’라는 용어의 포 인 사용은 수학공

동체에서 하나의 례로 여겨지고 있다(philipp, 1992). 그러나 

Küchemann(1981)에 따르면, 이러한 포 인 용법은 변수 그 자체의 의

미와 문자에 부여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게 만

들었다. 이에 해 그는 변수에 한 의미의 구분을 시도하여 조작 으

로 정의하 다. 여기서 변수의 두 가지 본질 인 성질은 변화성과 계

성이다(김남희, 2004). 특히, 변수개념의 계성은 변화성을 함의하고 있

는 성질로, 일차(first-order) 계와 이차(second-order) 계로 구분될 수 

있다. 를 들어, 식  을 만족하는 0이상인 정수 의 네 순서

 (0,15), (6,10), (12,5), (18,0)을 아래[그림 Ⅱ-5]과 같이 세로로 나열하

면, ‘는 6만큼 증가하고 는 5만큼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 15

            ↓ ↔ ↓

            6 10

            ↓ ↔ ↓

            12 5

            ↓ ↔ ↓

            18 0

[그림 Ⅱ-5] 변수의 계성(Küchemann, 1981, p.111)    

여기서 각 문자기호 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은 일정한 비율로 증가

(↓), 그리고 감소(↓) 하는 비율 계(일차 계)를 가지고 있다. 더 나아

가, 비율 계를 가지고 있는 문자기호 에 해 ‘에서 증가량은 

응되는 에서 감소량보다 1 더 많다’ 는 ‘에서 증가량은 에서의 

감소량의 6/5배이다’와 같은 진술은 와 사이에 일정한 비율(↔) 계

(이차 계)를 이루면서 변화하는 정도를 기술할 수 있게 된다. 즉, 일차

계는 한 집합 내에서의 계를, 이차 계는 일차 계를 갖는 집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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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계를 함의하고 있다. Küchemann(1981)은 이차 계의 특징은 

한 집합이 다른 집합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그 정도의 표시를 제공하고, 

실제로 문자들 사이에 이차 계가 형성될 때 변수가 사용된다고 주장하

다. 이러한 논거를 바탕으로, 그는 수에서 사용되는 변수를 ‘이차

 계를 표 하는 수단’으로 정의하 다(pp.110-112). 

여러 선행연구자들은 수에서 매개변수를 각자의 방식으로 범주화하

여 다루고 있지만, 공통 으로“이차 계의 일반화”를 표 하는 상징으

로 설명하고 있다(Bloedy-Vinner, 1994, 2001; Drijvers, 2003; Furinghetti 

& Paola 1994; Ursini & Trigueros, 2004). 즉, 매개변수는 이차 계를 갖

는 여러 가지 상황(ex. 공식, 방정식, 함수식, 그래  등)을 일반 으로 

표 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변수개념과 한 

련을 갖는다. 매개변수개념은 Küchemann에 의해 조작 으로 정의된 

변수의 아이디어를 재조직하여 유도될 수 있다는 에서 변수개념의 일

반화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해 Drijvers(2003)는 매개변수를 ‘보조변

수’혹은 ‘메타변수(meta-variable)’로서 변수의 일종으로 이해하여, 

매개변수의 변이(variation)와 일반화는 변수의 변이와 일반화보다 한층 

더 높은 차원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하 다. 즉, 변수를 사용한 변화와 일

반화는 산술 인 계에 한 변화와 일반화를 래하지만, 매개변수의 

변화와 일반화는 수  계에 한 변화와 일반화와 련된다. 

Bloedy-Vinner(2001)는 이 이차 계의 일반화를 이차 계를 갖는 함수

와 논리한정사(quantifiers)를 이용해 역동 으로 설명하 다. 먼 , 그는 

매개변수를 포함하는 방정식족 혹은 함수족을 이차 계를 갖는 함수라고 

설명하 다. 이차 계를 갖는 함수에서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이고, 그 함

수의 함수값은 구체 인 수가 아닌 방정식 는 함수가 된다. 를 들

어, 일반 인 정비례함수식    (는 매개변수, 는 변수)는 문자 

를 독립변수로 고려하여 특정한 값에( ⋯)따라 구체 인 함수를

(     ⋯)함수값으로 갖는다. Drijvers(2003)는 아래[그림 Ⅱ

-6]와 같이 매개변수를 포함하는 함수식에 해 도식화하여 이차 계를 

갖는 함수를 설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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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림 Ⅱ-6] 이차  함수 계의 도식화

                    

[그림 Ⅱ-6]에서 오른쪽 화살표는 일차  함수 계를, 왼쪽 화살표는 

이차  함수 계를 나타낸다. 즉, 변수개념에서 다루어지는 상과 이차

계는 각각 수와 비율 계 다면, 매개변수개념에서 다루어지는 상과 

이차 계는 각각 변수(혹은 미지수)로 표 되는 수식과 함수 계이다. 

이러한 설명은 자연스럽게 매개변수의 동 인 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한 구체 인 함수식에 한 물화가 수반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한다. 한, 변수와 매개변수 사이에 변이성과 고정성이 

유연하게 옮겨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다. Sfard(1995)는 매개변

수의 도입은 계산과정에 한 구조  이해가 요구되고, 여기서 사고의 

환은 필수 이라고 주장했다. 한, 그는 함수에 한 개념이 물화되

었다는 단의 근거로 매개변수함수식을 유연하게 해결하는 능력을 언

하 다(p.20).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매개변수개념을 다루기 해 수반되는 사고 

과정의 어려움을 반 하여 ‘매개변수’ 신 ‘상수’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매개변수가 독립변수

로 작용하는 부분을 가리고, 매개변수에 의해 결정된 함수값의 의미, 즉 

매개변수의 과정 인 측면보다는 결과 인 측면을 강조하기 해 상수라

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매개변수의 이해의 어려움에 

한 안으로 Bloedy-Vinner(2001)는 두 가지 논리한정사( 칭한정사와 

존재한정사)를 이용하여 이차 계의 일반화를 역동 인 방식으로 설명하

다. 를 들어, 에서 제시한 함수식   에 해 “임의의( 칭한

정사)  입값에 해 상수 와 변수 를 갖는 정비례함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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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존재한정사)”로 진술할 수 있다. 여기서, 칭한정사에 의해  

입값이 정해지면 는 상수의 역할로 변하고, 그런 다음 존재한정사에 

의해 구체 인 정비례함수   가 결정된다. 이차 계의 일반화에 

한 Bloedy-Vinner(2001)의 설명 , 두 번째 방식은 매개변수개념에 한 

인식의 측면과 하게 련된다. 그에 따르면, 에서 설명한 한정사 

구조는 매개변수개념이 순서화되어 일어날 수 있는 입의 잠재력을 내

포하고 있다. 즉, 먼  매개변수에 구체 인 값을 입하여 어떤 방정식 

는 함수를 구하고, 그 다음 경우에 따라 그 방정식이 참이 되는 값을 

구하기 해 혹은 함수값을 구하기 해 미지수 는 변수에 값을 입

한다. 이에 해 Sierpinska(1992)는 학생들이 변수들의 순서를 구별하는 

것은 요하며 특히, 매개변수개념과 련하여 변화를 찰하면서 변하

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상을 변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

화하는 경험의 필요성을 언 하 다. 같은 맥락에서 김남희(2004)는 등

학교 학생들이 매개변수의 역할과 미지수와 변수의 역할 사이의 구분을 

이해하는 것은 잠재 이면서 역동 으로 순서화되어 있는 입의 과정을 

악하는 능력과 련이 있다고 언 하 다. 수학  논리의 바탕이 부족

하고 명료한 한정사 구조에 해 고려할 수 없는 학생들이 매개변수개념

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은 매개변수와 변수(혹은 미지수)의 역할들 사이

에 구분을 이해하여 순서화된 입의 잠재 인 역동성을 구체화할 수 있

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Drijvers(2003)는 ‘변하는 상수’로 인식되는 매

개변수의 심리 인 상충, 즉 매개변수는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상수처

럼 여겨지는지를 이차 계의 일반화 개념으로부터 설명할 수 있다고 주

장했다(p.67). 한편으로, 매개변수는 이차구조를 갖는 어떤 함수의 독립변

수이므로 변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특정한 매개변

수 값에 응되는 각각의 방정식 혹은 함수에 해서 다른 문자들은 변

함없이 미지수나 변수인 반면, 매개변수는 상수가 된다. 즉, 매개변수는 

에 따라 변수 는 상수의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이러한 다 인 

의미의 혼재는 학생들에게 매개변수개념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으로 작

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Sfard(1995)는 학교 장에서 숫자 계수만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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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식과 매개변수를 계수로 갖는 방정식에 한 학생들의 어려움을 

찰하고 나서야, 구체 인 문제에서 매개변수와 련된 문제로의 이행에

는 엄청난 개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수년  두 집단의 10학년 학생들에게 연립 1차 방정식을 가르칠 때

다. 당시에 나는 구체 인 수 계수를 갖는 방정식과 매개변수 방정식 간

의 어마어마한 개념  차이에 해 둔감했다. 변수와 함수에 한 풍부하

고 숙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이 두 유형의 문제들을 거의 구별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사용하던 교과서의 자들도 당연히 마찬가지 다. 

그들은 매개변수에 한 문제를 다른 단원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숨겨 

놓았다. 그들은 매개변수에 한 어떤 언 도 없이 그 게 하 다...나는 

학생들에게 몇 개의 매개변수 방정식을 숙제로 내주었다. 나의 무의식에 

한 가는 컸다. 나는 2주일 간 계획에도 없던 일로 꼼짝도 못했다. 학

생들이 내가 매개변수에 한 문제 외에는 다른 이야기를 못하게 한 것이

다. 그들은 이런 종류의 과제에 해 스스로 응할 수 없었고, 당한 일

반  설명이 달린 한 두 개의 제문제는 당연히 충분치 않았다. 오로지 

이 주제를 해 여섯 번의 교실 토론과 두 번의 시험이 있은 후에도 학

생들은 제 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다.”(Sfard, 1995, p.26)

이에 해, 그는 학생들이 구체 인 함수식의 조작을 내면화하는 것으

로부터 출발하여 압축을 거쳐 매개변수로 표 되는 함수식으로 물화하여 

함수개념을 발 시켜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 과정은 자연스럽다기 

보다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라고 언 했다. Bardini et al.(2005)는 매개변

수 개념의 역설 인 인식과정의 본질은 그 개념의 명백한 모순에 기 하

며, 매개변수가 사고의 상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양한 종류의 

기호(signs)의 상호작용을 통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 다(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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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매개변수개념의 이해

 매개변수는 일반화된 수(정 인 의미)이면서 동시에 변하는 양(동 인 

의미)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그 개념에 한 이해의 어려움을 발생시

킨다. 특히, 일반화된 수로서 매개변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일반화하기 

해 사용되는데, 이 개념은 특정한 수가 아닌 표 인 상 혹은 수들

에 한 하나의 집합을 나타내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합하여 다룰 수 있

도록 한다. 일반화된 수로서 매개변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고정된 

수”를 나타내고, 이 미정(undetermined)의 의미는 취할 수 있는 값들의 

모임을 수반하는 다가성을 내포하고 있어 변하는 양의 의미를 자연스럽

게 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매개변수개념의 이해에 을 두는 이유에 해 이 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개변수의 사용은 수식에 한 물화를 진시킬 수 있다. 

Sfard(1995)는 매개변수개념의 이해는 함수개념의 물화의 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를 들어, 매개변수함수식  은 

     


,,… 와 같은 구체 인 일차함수

들의 체집합을 상징 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즉, 매개

변수는 구체 인 수식들의 모임을 하나로 통합하여 일반 으로 다루고

자하는 아이디어로부터 생겨난 문자기호이다. 매개변수를 사용함으로써 

구체 인 수식이 하나의 상으로 고려될 수 있고, 매개변수로 표 된 

식은 그 식에 상응하는 집합의 표원으로 고려될 수 있고, 그 식에 

한 풀이는 그 집합의 모든 원소에 용될 수 있는 해법으로 작용한다. 

한, 매개변수의 변화는 변수에 해 이루어지는 변화보다 더 높은 수

에서 작용한다. 즉, 매개변수의 변화는 수식 그 자체를 상으로 변

화시키므로 그 식에 한 상의 을 진한다. 

 둘째, 매개변수는 변수로 일반화된 수  계식을 재차 일반화하는 

수단이다. 즉, 여러 가지 유사한 상황, 즉 함수, 공식, 방정식 등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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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술  계를 일반화하기 해 변수를 사용하여 표 된 수식을 거듭

하여 일반화하기 해 매개변수는 사용된다. 즉, 매개변수는 변수보다 

더욱 높은 차원에서 일반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셋째, 매개변수개념은 이 에 학습했던 변수들의 다양한 역할을 재조명

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 수에서 변수는 자리지기, 미지수, 일반화된 

수, 변하는 양과 같이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김남희, 1997; 

Küchemann, 1981; Usiskin, 1988). 학생들은 수 학습에서 이와 같은 변

수의 다양한 역할을 이해해야 하고, 특히 문제해결과정에서 다양한 역할

의 변화에 유연하게 처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매개변수는 변수의 역

할과 유사하지만 좀 더 복잡하고 더욱 고차원 으로 작용하는 개념이다

(Drijvers, 2003). 이것은 매개변수개념을 탐구하는 가운데 변수개념에 

해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에서 매개변수개념의 학습은  

변수개념의 발달을 한 재조명의 장을 마련하다.   

 넷째, 매개변수개념의 이해는 문자기호의 다른 역할과 수식의 의미와 

구조에 한 기호감각(symbol sense)7)을 향상시킬 수 있다. ‘기호감각’

이라는 용어는 여러 연구자들 마다 조 씩 다르게 사용되고 있고, 그 정

의 한 명확하지 않으며, 선행연구에서는 단지 기호감각의 구성요소에 

한 항목을 제시하는 수 이다(ex. 조수경 & 송상헌, 2010; Arcavi, 

1994; Driscoll, 1999; Fey, 1990; Pierce, 2002). 를 들어, Arcavi(1994)는 

기호감각은 기호에 한 복합 이고 심미 인 감각(feel) 는 이해를 의

미하고, 그것은 “성공 인 수학학습을 해 필수 인 수  구성성분

(p.32)”이라고 주장하 다. 그는 기호감각의 구성요소로 기호를 사용하

는 방법과 시기를 아는 능력, 기호  표 을 해석하는 능력, 기호를 조

작하는 능력, 다양한 표 체계와 기호  표 간의 계를 악하는 능

력, 기호의 다양한 역할을 이해하는 능력 등을 제시하 다. 

7) Zorn(2002)에 의하면, “기호감각은 기호에 한 수학  의미와 구조를 추출

할 수 있고, 의미를 기호로 바꾸어 표 할 수 있고, 새로운 수학  의미와 구

조를 발견하기 해 상징을 효율 으로 조작할 수 있는 매우 일반 인 능력

을 의미 한다”(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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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기호감각의 구성요소(조수경 & 송상헌, 2010, pp.939-941)

연구자 기호감각의 구성요소

Driscoll(1999)

-기호가 필요할 때와 불필요할 때는 아는 것

-기호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것

- 수  조작을 검하는 능력과 결과의 형태를 측하는 

것

-일련의 수, 표, 그래 를 보고 수기호표 이나 패턴을 추

측하는 것

- 의 과정과는 반 로 수기호표 을 보고 표, 그래 , 언

어로 표 하는 방법을 아는 것

Pierce(2002)

- 계를 표 하기 해 기호를 이용하는 능력

-기호가 언제 사용될지, 다른 방법으로 근해야 할지에 

한 감각

-기호연산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돕는 감각

-동등한 기호 표 을 인식하는 능력

-주어진 문제 상황이나 그 이상에서 기호의 의미를 해석하

는 능력

조수경 & 

송상헌(2010)

-기호 도입의 필요성 인식하기

-기호의 의미 해석하기

-맥락에 합한 기호 선택하기

-기호의 시각화를 통한 패턴 추측하기

-다른 맥락에서 기호의 역할 인식하기

아래<표 Ⅱ-4>는 다른 연구자들이 제시한 기호 감각의 구성요소를 보여

다.

  Arcavi(1994)는 하나의 수식에 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근해야하

는 경우, 그 식에 효율 이고 유연하게 근하는 능력을 기호감각의 구

성요소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즉, 학생들은 하나의 수식에 포함된 

부분 인 식 자체를 하나의 실체로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식을 다시 세

부 으로 분해하여 다룰 수 있어야 한다. 한, 반 로 분해된 부분 인 

식을 통합하여 하나의 체로 볼 수도 있어야한다. 매개변수를 포함하는 

식은 다양한 근을 유도하기 때문에 매개변수개념은 학생들에게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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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감각을 획득시키기 해 한 학습내용이다.

 본 연구자는 매개변수개념의 개념  분석과 그 역할에 한 논의를 바

탕으로 매개변수개념의 이해를 해 요구되는 특징을 아래의 <표 Ⅱ-5>

와 같이 네 가지로 요약하 다. 

<표 Ⅱ-5> 매개변수개념의 이해의 요소

이해의 요소 설 명

이차 계의 

일반화

학생들이 매개변수를 이차 계를 갖는 수식을 일반화하

기 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를 들어,  

      


,   와 같은 일차

함수들의 체집합을  와 같이 상징 으로 표 할 

수 있고, 반 로  을 모든 일차함수의 표원으로 

고려할 수 있다.

과정의 상화

학생들이 이 에 과정으로 인식되던 수식이 그 자체로 하

나의 상으로 여길 수 있다. 를 들어, 특정한 일차함수식

에 해 매개변수함수식  에 한 일종으로 악할 

뿐만 아니라 특정한 함수식 자체를 입-출력 계가 아닌 하

나의 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과정의 상화의 근거로 하

나의 수식을 다른 수식에 입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

고, 합성함수와 역함수를 용이하게 구할 수 있다.

의 환

학생들이 맥락에 따른 문자기호의 역할을 유연하게 변화시

켜 나갈 수 있고, 수식을 과정이면서 동시에 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변수( 는 미지수)와 매개변수사이에 

변이성과 고정성이 유연하게 옮겨질 수 있다. 

역동  계

인식

매개변수와 변수의 계 인 변화 계를 인식할 수 있고, 

순서화된 입의 과정을 인식할 수 있다. 즉, 먼  매개변수

에 구체 인 값을 입하여 어떤 함수( 는 방정식)를 구하

고, 그 다음 함수값( 는 방정식의 해)을 구하기 해 변수

( 는 미지수)에 값을 입한다. 한, 매개변수와 변수사이

에 변이와 고정의 의미변화를 역동 으로 인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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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각  패턴 일반화

3.1. 시각  패턴 탐구과제

 Ausubel(2000)은 “학생들이 학습하는 자료는 잠재 으로 의미 있어야 

한다”(p.68)고 주장했다. 즉, 교수자료는 학생들의 특정한 지식의 구조에 

임시 이거나 문자 그 로가 아닌 방식으로 련시킬 수 있어야 한다

(ibid).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수개념에 한 의미 있는 학습을 한 교수자료로 

시각  패턴을 활용하여 일반화하고 기호화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과제에 

을 맞추었다. 그 이유에 해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논의한다.

 먼 , 시각  패턴에서 시각  형상은 매개변수에 한 추상 인 념

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 장혜원(1996)은 표 의 측면에서 상징  

표 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시각  표  는 

언어  표 과 등하게 다룰 것을 제안했다. 한 그는 교과내용을 효

과 으로 지도하기 해 시각  표   표상을 이용한 근방식이 극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는, 시각  패턴을 일반화하고 기호화하는 활동은 시각  표 과 

기호  표 체계사이에 번역활동으로부터 문자기호  수식에 한 의

미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혜원(1996)은 “시각  표 과 기호

 표 사이에 상호번역은 수학  모델링과 참조  해석이라는 양방향 

활동을 통해 수학  기호의 형식  조작이 아닌 기호의 의미에 기 한 

조작을 가능하게하기 때문에 기계 인 방식의 수학학습을 방지할 수 있

다”(p.190)고 언 했다. 실제로, 여러 선행연구에서 시각  표 과 기호

 표 과 같이 서로 다른 두 가지 표 에 해 상과 행동을 조화시키

는 경험은 수에서 의미를 생성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바있다(ex. Fey, 1989; Romberg, Fennema & Carpenter, 1993; 

Yerushalmy & Schwartz, 1993). 더욱 일반 으로, 여러 선행연구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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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학습에서 의미를 만들어나가는 근방식으로 다른 표 체계들 간에 

번역활동을 강조하 다(장혜원, 1996; Kaput, 1989; Kieran, 2006; 

Radford, 2004). 를 들어, 장혜원(1997)은 수학학습에서 번역활동을 강

조하며, 주어진 표 을 다른 표 으로 나타내고 그들 상호간의 계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동일개념의 다양한 측면을 감지하게 함으로써 풍

부한 의미에 기 한 개념형성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하 다. 

Kaput(1989)은 학생들이 수 학습에서 형식 인 문자기호에 한 구문

론을 다루는데 있어 겪는 고유한 어려움을 발견하고, 이에 해 다른 표

체계에서 일어난 행동(actions)에 해 피드백하여 기호  표 체계에 

연결시켜 나가는 경험을 제공할 필요성을 언 하며, 수학  의미를 만들

어나가는 방식에 해 수학  표 체계들 간에 번역(translations)하는 활

동을 강조하 다. Kieran(2006)은 다른 표 체계는 기호  표기(notation)

의 어떤 특성과 모델로 삼은 세계의 특성사이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한

다고 하면서, 다양한 수학  표 들 간에 상호 계를 악하는 활동은 

수에서 의미의 구성에 도움을 제공한다고 주장하 다. 

 셋째는, 시각  패턴 탐구과제는 기호감각을 길러주는 교수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Fey, 1990; Driscoll, 1999). Fey(1990)는 기호감각의 요소로 시

각  패턴을 활용하여 수  표 을 인식하는 능력과 다양한 패턴을 보

고 수규칙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언 했다. Driscoll(1999)이 제시한 기

호감각의 요소  일련의 그림패턴을 보고 수 으로 표 하는 능력과 

역으로 기호  표 에서 시각  표 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언 하 다. 

이와 같이 시각  패턴 탐구과제는 기호감각을 획득하는데 보조하는 교

수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패턴 탐구활동은 통 인 수학습의 안으로 최

근 부각되고 있다. Küchemann(1981)은 학생들의 문자기호에 부여하는 

의미에 한 조사연구를 통해 학생들은 문자기호를 미지수로 여기는 것

에 익숙한 반면, 일반화된 수나 변하는 양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려워한

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문자기호를 미지수 이외의 다른 의미로 인

식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필요성을 언 하고, 특히 일반화된 수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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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양에 한 의미를 경험할 수 있는 교수자료로 시각  패턴을 일반

화하는 활동을 제안하 다. 김성 (2002)은 재 우리나라 학교 수의 

근방식에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 을 지 하며 이에 한 안으로 

패턴에 기 하여 수를 도입하는 방식에 해 언 하 다. 그는 학교

수에서 양 인 패턴의 규칙을 표 하는 활동은 수의 개념과 원리를 이

해하기 한 출발 이 된다고 주장하 다. 실제로 우리나라 교육과정상 

등 수에서 다양한 패턴을 이용하여 규칙과 계를 탐구하는 활동이 

강조되고 있지만, 이후 등 수에서 이러한 활동들이 제 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해, 강 (2007)은 등학교에서 비형식 으로 다

루어진 시각  패턴 탐구활동을 학교 과정에 다시 도입하여 일반화하

고 기호화하는 교수자료로 발 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 했다. 

 한편, Freudenthal(1983)은 수 학습에서 요한 사고 략  하나로 

‘ 의 환’에 해 언 했다. 김성 (2007)은 의 환에 해 

한편으로, 문자기호는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며, 그 역할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갖게 되므로 문자기호에 한 다양한 의미를 이

해하는 것은 어렵고, 상황에 따라 그 의미를 변환시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는 더욱 어렵다고 언 하 다. 다른 한편으로, 수식은 상황에 따

라 과정으로 해석되는가 하면 결과( 상)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수 학습에서 의 환은 어려움을 수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김

성 (2007)은 의 환을 용이하게 하게하는데 패턴의 규칙을 일반화

하여 기호화하는 경험이 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 다. 한, 그는 

산술  패턴을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문자기호를 도입하는 것으로부터 변

수가 지니고 있는 다가명사(정 인 의미)와 변하는 양(동 인 의미)의 의

미를 동시에 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주장하 다.    

3.2. 일반성을 보는 략

Radford(2010)는 우리가 구체 으로 지각할 수 있는 것에만 사로잡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다른 무언가 즉, 일반 이고 개념 인 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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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가에 주목하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특정한 역을 

월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p.55). Mason(1996)은 일반화에 한 인식의 

발달에 있어 추상화와 구체화하는 경험을 근본 인 활동으로 강조하면

서, 추상화는 특수한 것을 통해 일반성을 보는 것이고, 구체화는 일반

인 것에서 특수한 것을 보는 것이라고 기술하 다(p.65). 그는 개인이 특

정한 어떤 것을 조작하고자 할 때, 이미 유연하게 조작할 수 있는 물리

, 도식 , 혹은 상징  상들과 같은 특정한 것들을 의도한 문제에 

련시키거나 의지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 했다. 그러나 우

리는 그 특정한 상들을 단순히 구체 으로 다루는데 그치기보다는 그

것을 통해 추상화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Griffin & Mason, 1990). 

Harel & Tall(1991)에 의하면, 추상화는 주체가 주어진 상의 특수한 

성질에 주의를 집 하여 그 성질을 처음에 주어진 상으로부터 분리하

여 고려할 때 일어나고, 추상화는 특정한 가 추상 인 념의 표원

으로 간주됨으로써 좀 더 효과 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언 하

며, 이러한 특정한 를 ‘ 형 인 (generic example)’라고 불 다

(p.39). 학생들이 하나이상의 특정한 를 통해 추상 인 개념을 구체화

하여 더 넓은 범 의 들의 형으로 볼 수 있다면 이것은 일종의 추상

화에 해당되고, 그 특정한 로부터 더욱 확장된 들의 범주를 인식하

기 때문에 이 과정은 분명 일반화를 수반한다(ibid, p.40). Harel & Tall과 

동일한 맥락에서 여러 선행연구자들은 일반성을 보는데 있어 형 인 

로 작용하는 특정한 의 역할에 주목하고 그 요성을 언 하 다

(e.g. Davydov, 1990; Dörfler, 2008; Freudenthal, 1977; Mason, 1996; 

Mason & Pimm, 1984; Watson & Mason, 2005). 를 들어, 

Davydov(1990)는 형 인 의 역할을 하는 하나의 의 완 한 이해를 

통해 일반 인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형 인 로부터 일

반성의 이해로 나아가는 데 있어 핵심 인 두 가지 인식활동은 특별한 

성질을 “두드러지게 하기(stressing)”와 다른 것들은 “무시하기

(ignoring)”라고 하 다. 한, Mason & Pimm(1984)은 형 인 는 구

체 인 하나의 에 해당하지만, 그 는 일반화를 불러일으키는 매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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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carrier)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언 하 다. 그들은 형 인 

로부터 여러 가지 핵심 인 성질을 두드러지게 하고 나머지를 무시하면

서, 그리고 그 에 한 우리의 지각을 구조화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일반화가 일어난다고 주장하 다. 

Radford et al.(2007)는 Love(1986)와 Mason (1996)의 연구로부터 구체

에서 일반으로 나아가는 그 미묘한 과정에 집 하여 어떻게 특정한 것에

서 일반 인 것을 볼 수 있는지에 해 종단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들은 

실증  증거를 바탕으로, 특정한 것을 월하여 일반 인 것으로 나아가

는데 있어 학생들에 의해 사용된 세 가지 략을 요약하 다. 먼 , 첫 

번째 략은 특정한 하나의 를 수많은 상들의 집합 ⋯의 

표원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서, 는 그 집합의 어떤 로도 체될 수 

있기 때문에 에 해 진술된 것들은 그 집합의 다른 모든 원소에 해

서도 용된다. 실제로, 이러한 특정한 는 하나의 ‘ 형 인 상

(Balacheff, 1987)’으로 간주된다. 두 번째 략은 를 은유 으로 보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첫 번째 략인 형 인 상과 조하여, 그 논

의 자체가 정확히 에 한 것은 아니다. 가 담론의 상이긴 하지만, 

매우 우회 이며, 그 특정한 는 일반 인 것에 해 이야기 할 수 있도

록 한다. 학생들이 특정하지만 그 자체는 아닌 어떤 것을 나타내기 

해, “말하자면~” 는 “꼭 ~ 처럼”와 같은 언어  표 을 사용한다. 

세 번째 략은 는 특정하지만 일반 인 구조의 달자로서, 역동 인 

방식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서  그 자체는 일반 인 구조의 하나의 

시로 작용한다(p.511). 

3.3. 일반성을 표 하는 수단

일반화는 수학에서 매우 요한 사고과정이다. Harel& Tall(1991)은 일

반화는 주어진 논거를 더 넓은 맥락에 용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

로, 수학에서 핵심 인 과정이라고 주장하 다(p.38). 특히, 일반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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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산술과 구별짓는 요한 특징  하나이며, 수는 이 일반성을 나

타내고 조작하기 한 도구이다(Sfard, 1995; Mason, 1996). 한편, 여러 

선행연구자들은 일반성을 표상하는 수단으로 례 인 수  표 만이 

유일한 방식은 아니라고 언 했다(Carraher & Schliemann, 2007; Döfler, 

2008;  Kieran, 1989; Radford, 2000, 2003, 2010; Radford, Bardini & 

Sabena, 2007; Sfard, 1991, 2008). 더욱이, Kieran(1989)은 일반화는 수

 사고와 동일한 것이 아니고, 심지어 수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수  사고의 특징으로 구체 인 것에서 일반 인 것을 보

는 것 뿐 만 아니라 그 일반성을 수 으로 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p.165). 이것은 일반화는 수  표 과 구별되며, 특히 일반화

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  표 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

는 것이다. Radford(2010)는 Kieran의 주장과 공유하는 용어로 ‘ 수  

일반화(algebraic generaliz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 다. 그는 수  

일반화를 일반성의 인식능력과 그것을 수  표 으로 용하는 능력으

로 구별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패턴을 수 으로 일반화한다는 것은 몇 가지의 특정한 요소에 내재

한 구조를 인식할 수 있고, 그 구조를 모든 경우로 일반화해 나갈 수 

있으며, 일반 인 것을 수 으로 표 하기 해 인식된 그 국소 인 

구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Radford, 2010, p.42).

 수  일반화에 한 Kieran의 통찰은 이후의 학교 수의 연구에서 일

반화된 성질을 표상하는 다양한 방식과 그것들로부터 수  표 으로 이

행되어 나가는 과정에 한 연구를 발시켰다. Döfler(2008)는 어떤 종류

의 일반성을 언어로, 형 인 나 그림으로, 특수한 수 는 문자가 아

닌 다른 상징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Carraher & 

Schliemann(2007)은 례 인 수  표기법이 수  아이디어와 계들

을 표 하기 한 유일한 수단은 아니고, 언어, 표, 수치  표 , 그림등으

로도 표 될 수 있다고 언 했다. Radford, Bardini & Sabena(2007)는 수



- 41 -

 상징체계는 분명 학생들에게 일반화를 표 하여 수의 역으로 입문

시키는 문화 으로 세련된 방식을 제공하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일반 인 

것을 인식하여 표 할 수 있는 수의 생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언 했다. 그들은 학생들이 구체 이고 지각 인 것을 넘

어 일반 인 것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기호(signs, Peirce의 의미에서)8)와 

인공물( 를 들어, 수학  상징, 그래 , 말, 제스쳐, 계산기 등)과 같은 기

호학 인 수단(semiotic means)들에 의지한다고 주장하면서, 학생들마다 그 

수단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언 했

다. Döfler(2008)는 수를 학습하는 심 인 목표는 이러한 일반성에 

해 다양한 방식(언어, 그림, 구체 인 수, 문자기호 등)으로 표 할 수 있

는 모든 단계에서 일반성과 변이성을 표 하고, 구성하고, 반성하고, 그리

고 이해하기 해 변수로서 문자기호를 사용하는 습의 습득이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 Radford, Bardini & Sabena(2007)는 학생들의 수  

표 은 수학  활동을 하는 동안 생성되는 다양한 기호학  수단들이 서

로 긴 하게 엮이는 가운데 생성된다고 주장했다(p.526-527). Mason(1996)

은 학생들이 스스로 일반화를 표 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수학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수를 의미 충실하게 지

도하기 해 자연스러운 수  사고의 발생과 수  표 에 주의를 기

울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본 연구의 목 은 학생들이 매개변수개념을 의미 있게 이해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교수학  조건을 찾는데 있다. 본 연구자는 학교수학에서 

수학  개념의 구조 인 사고방식은 도달해야 할 목표지 출발 은 아니

라는 Sfard의 주장과 공유한다. 이에 해 본고에서는 매개변수개념에 

한 의미 있는 이해를 해 수를 일반화된 산술  측면에서 조작 인 

근방식으로 출발하고자 하 다. 이를 해 매개변수개념에 조작 인 

방식으로 근할 수 있고, 매개변수개념에 의미를 연결 짓는 경험을 제

공하고, 종국에는 구조 인 개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습과

8) Peirce(1998)에 의하면, “기호(signs)는 어떤 계에서 군가에게 다른 무엇

을 신하는 그 무엇이다(CP,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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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시각  패턴탐구과제를 설계하 다. 본 연구에서는 설계된 일련의 

과제로부터 학생들이 매개변수개념에 해 의미 있게 이해하는지를 확인

하고자 하 다. 특히, 본 연구자에 의해 정리된 매개변수개념의 이해의 

요소를 그 개념에 한 이해의 거로 사용하 다. 실제 인 수업상황에

서 학생들에게 일어나는 사고과정은 어떤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

는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해 수학  개념에 근하는 방식과 

련하여 Sfard의 과정- 상 성 이론을 토 로 분석을 시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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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방법: 질  사례 연구

사례연구는 단일사례의 특이성과 복잡성에 한 연구로 맥락 속에서 

사례가 개되는 방식에 해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Stake, 1995). 특

히, Stake(1995)는 사례를 “하나의 통합된 체계(an integrated 

system)”(p.2)라고 기술하 다. 이 정의는 사례를 그 주 에 경계가 있는 

한 가지 일, 하나의 요소, 하나의 단 로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Yin(2009)은 사례연구는 연구하고자하는 상에 하게 련되어 있다

고 여겨지는 맥락 인 조건들을 심층 으로 분석하여 밝 내고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라고 주장하 다(p.13). 한, Adelmann, 

Jenkins & Kemmis(1983)은 연구자가 심을 가진 상을 심도 있게 연

구하기 해 그 상에 한 특정한 사례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사례로

는 한 아이, 한 특정한 로그램, 는 한 학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

다. 한 그 사례는 본질 으로 흥미가 있기 때문에 선택이 이루어지고, 

연구자는 가능한 한 상을 충분히 이해하기 해 그 사례에 한 연구

를 진행한다고 언 했다. 본고는 우리나라에서 그 의미에 해 암묵 으

로 지도되고 있는 매개변수개념에 한 복잡한 학습상황에 해 을 

두고, 실제 한 교실에서 일어나는 맥락 인 사건들을 심층 으로 분석함

으로써 그 상을 충분히 이해하고자하는 연구이다. 이러한 본 연구자의 

의도를 사례연구방법을 통해 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했다.  

Merriam(1998)은 사례연구를 언제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연구

자가 무엇을 알고자 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Yin(2009)은 “어떻

게”와 “왜”와 같은 연구 질문에 한 연구 설계방법으로 질  사례연

구가 가장 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구자가 동시에 모든 사건들에 

해 통제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상황 내에 변수들이 복합 으로 얽

있어 미리 규정하기 힘든 경우 사례연구방법이 가장 좋은 선택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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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주장하 다. 한, Bromley(1986)는 사례연구는 일상 인 환경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해 직 인 찰을 통해 연구자가 주 으로 

을 두고자 하는 요인에 근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본 연

구자는 특정한 개념이 발생할 수 있는 과제를 설계하여 학생들이 어떻게 

사고하고, 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지를 심층 으로 이해하고자 하 다. 

한, 본 연구자가 진행하고자하는 연구문제는 생소할 뿐만 아니라 학생

들의 암묵 인 인지과정에 을 두고 있어 상에 한 요인들의 계

를 미리 규정하기 힘들다. 더욱이 본 연구자가 을 두고자 하는 연구

문제에 해 엄격하게 통제된 환경이 아닌, 학생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일

어나는 사고과정을 직 인 찰을 통해 이해하고자 하 다.  

  Merriam(1998)은 질  사례연구의 특징은 특정 (particularistic), 기술

(descriptive), 발견술 (heuristic)인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먼 , 특정 이라는 것은 특정한 상황, 사건, 로그램, 는 상에 

을 둔 연구를 의미하며, 그 상황을 체 으로 조망하면서 구체 인 

과제에 면하는 방식에 심을 갖는다. 두 번째로 기술 이라는 것은 

사례연구로부터 얻은 결과물이 그 사례에 해 매우 세 하고 자세하게 

기술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찰된 사건이나 요인에 해 있는 그 로 

자세하게 묘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발견술 이라는 것은 

사례연구를 통해 상에 한 이해를 명백하게 밝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알고 있던 것을 확인시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p.39-40). 본 연구의 목 은 특정한 한 교실의 학생

들이 패턴탐구과제를 해결해나가는 동안 그들에게 일어나는 사고과정이 

어떤지를 자세하게 기술하고, 어떤 오류와 어려움을 겪는지를 기술함으

로써 학교 수에서 매개변수개념의 의미 있는 학습에 한 이해와 의미

를 도출하는 것이다. 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시각  패턴 탐구과제가 

학생들에게 매개변수개념에 한 의미 있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

는지를 살펴보고 매개변수개념의 의미 있는 학습의 조건에 해 이해하

고자 하 다. 이러한 본고의 연구목   연구 질문에 비추어보았을 때, 

본 연구자는 Merriam(1998)이 제시한 질  사례연구의 특징과 부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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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에서 본 연구자가 취한 질  사례연구 근방식에 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단했다.  

2. 연구 차

2.1. 연구 참여자

 

이 연구에서는 경남지역의 작은 시골마을에 소재한 A 학교 3학년 한 

교실을 사례로 선정하 다. 이 지역의 주민들 부분은 농업과 어업을 

생업으로 하고 있고, 문화 ·경제 ·지역 인 취약성 때문에 학교가 

그 지역사회의 학생들을 교육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돌 하는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었다. 이 학교는 교생수의 감소로 1999년 09월 01일부터 

B 학교 분교장으로 인가받아 재는 총 3학  35명으로 이루어져 있었

고, 그  3학년은 모두 15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은수의 교생덕분

에 부분의 학교행사가 학년단 가 아닌 교생단 로 운 되고 있어 

각 학 내와 학 간에 학생들의 친 도는 매우 높고, 한 가족 같은 분

기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 학교의 교원은 리자를 제외하면 총 8명이

고, 각 교과에 해 1명의 교사가 모든 학년을 담당하고 있었다. 각 교

과의 교사들은 은 인원의 학 의 특성을 잘 반 하여 강의식보다는 학

생들 스스로 수업에 극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존 하고 있었고, 학생들이 발표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했으

며, 함께 토론하는 수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었다. 생활지도에서도 학생

들을 하는 교사들의 호의 인 태도로부터 학생들은 교사에 한 신뢰

도와 친 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학 의 담임  교과담임선생님과의 면담을 통해, 부

분의 학생들은 지역 ․경제  취약성 때문에 학원이나 개인 과외를 받기 

힘들어 사교육 의존도와 선행학습정도가 낮고, 교과서 심의 기본학습

에 충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이 학교의 특색교육활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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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공부방’을 운 하여 학생들에게 녁 식을 제공하고 있었고, 학

교 내의 독서실에서 자율 으로 야간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었다. 부분의 학생들은 야간공부방에 참여하여 개인 으로 정규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에 한 보충 ․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특히, 사례로 선정된 학 의 학생들에 한 2학년 학교 

국연합학력평가(2013년 12월)의 성  결과는 2~3명의 학생을 제외하면 

부분의 과목에서 상 권의 성 을 거두었고, 경남지역 내에서 성

우수학 으로 선정되기도 하 다. 

본 연구자는 매개변수의 도입에 있어 선수학습요소에 해 암시한 

Sfard의 이론  근거를 바탕으로 일차함수에 한 학습을 마친 학교 3

학년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고자 하 다. 우리나라 학교 3학년 학생

들은 이미 일차함수에 한 학습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특히, 학교 2학

년 교과서에서 일차함수의 일반형을   는 상수 ≠(좋은책 

신사고 2, p.120)으로 표 하여 매개변수가 명시 으로 사용되고 있다. 

더욱이, 수학  개념에 한 의미 있는 이해를 해 강의식보다는 학생

들이 함께 의미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즉 교실내에서 함께 아이디어

를 공유하면서 수학  개념을 구성해 나가는 토론식 수업에 익숙한 학

을 선정하고자 하 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 과 련한 연구방법론은 

규모의 표본을 선정하여 통계 인 유의미성을 따지는 양 연구라기보

다는 학생 개개인의 사고과정과 학 내의 토론과정에서 일어나는 의미 

있는 담론을 세 하게 분석하여 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질  연구로, 

본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들을 리할 수 있는 역량을 고려했을 때 소규

모의 학 을 선정하는 것이 하다고 단하 다. 한, 본 연구자가 

설계한 과제에 해 다른 외 인 변인을 최 한 통제하고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 기반한 교과서와 교사로부터 기본 인 개념학습에 충실한 학생들

의 반응을 조사하고자 하 다. 이와 같은 요인을 고려했을 때, 이 학

교의 3학년 학 을 선정하는 것은 하다고 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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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자로서의 교사

본 연구자는 상기한 학교를 졸업한 교육경력 6년의 공립 등수학교

사이다. 본 연구자는 사례로 선정한 학교에서 수학교과 방과후 수업 교

사로 4주간 수업을(1차시당 45분, 총 20차시) 진행하 고, 본 연구는 그 

수업  17, 18차시9)에 해당하는 부분에 을 두고 분석하 다. 본 연

구자는 연구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며 학생들과 함께 수업에 참

여하 다. 본 연구자는 과제계열에 따라 수업을 진행해 나가는 동안 안

내자, 질문자, 진자의 역할을 수행하 다. 학생들은 여러 가지 시각  

패턴(참고. 부록)에 해 일련의 과제를 해결하도록 요구받았고, 교사는 

학생들 스스로 해결한 방법을 다른 동료들에게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도

록 안내하 다. 본 연구자는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다른 동료들에

게 납득시키려는 욕구가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했다. 다른 학생

들에게 자신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학생의 행동과 담론에 을 두는 

것이 교사가 직 인 질문을 묻는 것보다 더욱 자연스럽고 효과 인 연

구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수업을 안내하는 동안, 학생들로부터 발

화되거나 작성된 담론에 해 모호하거나 더욱 발 시켜나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 아이디어에 해 ‘반성  되묻기’(reflective 

tosses)(Schoenfeld, 2010)를 통해 그들이 사용하는 담론을 명료화 하도록 

질문하고, 개인 인 풀이를 다 같이 고려해볼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의미 있

는 발화를 의도 으로 되묻기 하여 반성을 진하는데 주의를 기울 다. 

2.3. 과제설계

본 연구자는 문헌검토를 바탕으로 수 학습에서 패턴 일반화 활동의 

역할과 매개변수의 선행학습요소로서 일차함수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과

제개발에 착수하 다. 특히, 선행연구자들은 수를 도입시키는 효과

9) 학교 3학년 수학과 련하여 방과 후 수업이 진행되었고, 그  시각  패

턴탐구과제와 련한 수업은 14~19차시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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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방법으로 시각  패턴에 주목하여 시각  패턴으로부터 수 으로 

일반화하는 활동을 강조하 다(Lee, 1996; Mason, 1996; Radford, 2010). 

본 연구자는 Bardini et al.(2005)의 연구에서 사용된 과제계열과 

Radford(2000)의 연구에서 사용된 과제유형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 필요

한 시각  패턴 탐구과제를 개발하 다(참고. 부록). 아래<표 Ⅲ-1>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과제계열을 개 한다. 

<표 Ⅲ-1> 본 차시(17,18차시) 과제계열

문제
처음그림에서

시작하는 치
탐구 유형

문제1과 2 그림1

산술

탐구

처음패턴의 식을 구성하고 용하기

문제3 그림2
상명칭의 상 성 인식하기

(그림2→그림1)

문제4와 5
그림10, 

그림100

작은 수(그림10)와 큰 수(그림100)에 

익숙해지기

문제6 어떤 그림수 일상 인 언어에서 일반화의 표  탐구

문제7 그림
일반성을 표 하기 해 표 인 수  상

징 사용

 

본 연구의 과제계열은 시각  패턴의 식을 구성하는 것과 련된 일련

의 7개의 문제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각  패턴은 바둑돌을 

가지고 맨 처음 삼각형모양에서 출발하여 이후부터 두 개의 바둑돌이 추

가되는 패턴으로 만들어졌다. 먼 , 아래[그림 Ⅲ-1]과 같이 처음패턴에 

한 처음그림이 제시되었다. 이후 1번 문제에서 처음패턴의 그림의 바

둑돌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를 제시하 다.

● ● ● ● ● ●
• • •

● ● ● ● ● ● ● ● ●

그림1 그림2 그림3

[그림 Ⅲ-1] 처음패턴의 처음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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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에서는 처음패턴의 2014번째 바둑돌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를 제

시하여 처음패턴에 해 구한 식을 구체화하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

다. 문제3부터는 처음패턴에서 시작하는 치를 지정하여 그 치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패턴의 번째 바둑돌의 개수’(이하 ‘새로운 패턴의 

식’)를 구하는 문제를 제시하 다. 하지만, 1번문제와 달리 그 새로운 

패턴의 처음그림은 제시되지 않았다. 를 들어, 문제3은 처음패턴의 그

림2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패턴의 식을 구하는 문제이다. 처음패턴에서 

시작하는 치를 각각 그림2(문제3), 그림10(문제4), 그림100(문제5), 어떤 

그림수(문제6), 그림(문제7) 순으로 제시하여 새로운 패턴의 식을 구성

하도록 하 다. 특히, 문제6에서는 이  문제들과 달리, 처음패턴에서 시

작되는 그림의 치를 구체 인 그림수가 아닌 일상 인 용어인‘어떤 

그림수’로 제시하여 처음패턴에서 시작하는 치는 의미상 아직 정해지

지 않았지만 고정된다. Lee(1996)는 패턴을 일반화하는 과제에서 학생들

이 문자기호를 변수로 사용하도록 주의를 기울이기 해 ‘어떤 수를 떠

올리는 활동’을 의도 으로 사용하 다. Schoenfeld & Arcavi(1988)는 

산술에서 수로의 자연스러운 이행을 해 문자기호를 도입하는 단계에

는 일반화된 성질을 곧바로 표 인 상징체계를 이용하여 형식화하기보

다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일상 인 어휘로 그 일반화를 표 하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학생들에게 매개변수의 사용

을 유발하도록 의도된 것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동안 루틴화된 

차를 일반화하여 다룰 수 있는지 즉, 처음패턴의 어떤 그림수에 응

하는 바둑돌의 개수를 표 할 수 있는지, 그 표 을 새로운 패턴의 그림

1의 바둑돌의 개수로 고려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로부터 새로운 패턴의 

식을 완성해나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 다. 한 이러한 일련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동안, 실제로 학생들이 매개변수를 인식하여 수

으로 표 할 수 있는지, 매개변수로 사용된 문자기호와 다른 문자기호

사이에 의미를 구별하고 그 문자들 사이에 계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을 두고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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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수업 운

본 연구는 매개변수에 한 수  일반화 과정을 분석하기 해 사례

연구방법론을 기반으로 한 교실을 선정하고 설계된 과제를 통해 본 연구

자가 연구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며 수업을 실행해 나갔다. 

본 연구자는 4개의 모둠을 조직10)하여 학생들이 함께 활동하고, 토론

하면서 다른 아이디어와 해법을 공유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었다. 한, 

교실내의 토론을 활성화하기 해, 수업은 개인별 문제풀이, 모둠별 토

론, 교실 체 토론의 계열을 하나의 소주기(mini-cycle)(Cobb, 1995)로 하

여 한 차시당 2~3회의 소주기가 반복되어 진행되었다. 아래<표 Ⅲ-2>는 

본 차시에서 진행된 수업 개를 보여 다. 본 연구자는 학생들이 각 문

제를 개별 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다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자

유롭게 자신의 해결방법을 모둠동료들에게 설명하고, 다양한 방식을 비

교해보고, 모둠내에서 결정한 효율 인 방식을 체학 에 발표하여 함

께 논의하면서 그들 스스로 수학을 만들어나가는 분 기를 조성했다.  

 

<표 Ⅲ-2> 본 차시(17, 18차시) 수업 개

차시 흐름 수업 개

17차시

처음패턴 식 구성하기 문제 1과 2 : 개인별풀이→소그룹토론

상명칭의 상 성 인

식하기
문제 3 : 개인별풀이→소그룹토론→ 체토론

작은 수 문제 문제 4 : 개인별풀이→소그룹토론→ 체토론

18차시

큰 수 문제 문제 5 : 개인별풀이→소그룹토론→ 체토론

어떤 그림수 문제 문제 6 : 개인별풀이→소그룹토론→ 체토론

표 인 수  표  

문제
문제 7 : 개인별풀이→소그룹토론→ 체토론

10) 네 모둠은 각각 3(1모둠, 여자), 4(2모둠, 여자), 4(3모둠, 남자), 4(4모둠, 남

자)명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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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연구자는 과제에 한 학생들의 해결과정에서 일어나는 오류와 그

것을 수정해가는 과정을 확인하기 해 수업에 앞서 활동지를 작성하는 

요령에 해 안내하 다. 먼 , 개인별 풀이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

여 자신이 풀이한 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할 수 있도록 하 고, 풀이에 오

류가 생겨 수정해야 할 경우 두 만 도록 했다. 한, 모둠토론과 

체토론을 마치고나서 생각에 변화가 생겨 자신의 풀이를 수정하고 싶을 

때, 각각 랑색과 빨강색 볼펜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를 

해 교사연구자는 학생들에게 삼색 볼펜을 제공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을 두고 분석하고자하는 차시 이 에 학생들에

게 제공된 다양한 시각  패턴탐구과제(참고. 부록)와 수업활동에 해 

간단히 언  한다11). 이것은 본 차시에 한 분석에 앞서 이  차시에서 

이루어진 수업활동으로부터 형성된 학생들의 지식  태도와 그들로부터 

만들어진 교실규범을 이해하기 해 필요하다. 

 아래[그림 Ⅲ-2]은 시각  패턴탐구에 한 최 의 수업(14차시)에서 학

생들에게 제시된 시각  패턴을 보여 다. 

● ● ● ● ● ● ● ● ●
 • • •

● ● ● ● ● ● ● ● ● ● ● ●

   그림1      그림2        그림3

[그림 Ⅲ-2] 최 의 시각  패턴

  

  [그림 Ⅲ-2]에서 제시된 시각  패턴에 해 바둑돌의 개수를 구하는 

일련의 과제계열(<표 Ⅲ-3>)에 한 내용을 기술하면, 먼  그 다음에 나

올 그림들을 그려보게 한 후, 순서 로 그림10에서, 그림100에서, 메시지 

문제 상황으로부터 어떤 그림수에서, 그림에서 각각 바둑돌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제시되었다. 

11) 14~15차시에 이루어진 학생들의 활동을 심으로 본 연구의 시학습 내용

을 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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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과제계열

과제 과제유형 주요활동

문제1 다음에 올 그림 그리기 주어진 그림나열에서 패턴 인식하기

문제2 그림10 작은 수에 해 인식된 패턴 용하기

문제3 그림100 큰 수에 해 인식된 패턴 용하기

문제4 어떤 그림수
메시지 문제를 통해 일상 인 언어(어떤 

그림)에서 인식된 패턴을 일반화하기

문제5 그림
표 인 수  상징으로 인식된 패턴을 

일반화하기

  

 특히, 메시지 문제는 문자기호를 도입하기 에 일상 인 의미에서 학

생들이 ‘어떤 수’를 어떻게 조작하는지를 살펴보기 해, 그리고 학생

들에게 문자기호에 한 의미화의 기회를 제공하기 해 설계되었다. 실

제로, 이 메시지 문제에 한 수업상황은 아래<표 Ⅲ-4>와 같이 진행되

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미 학교 2학년 수학내용에 한 학습을 마친 

상태로 상기한 과제에 해 부분 처음부터 문자기호를 사용하여 해결

하 다. 즉, 시각  패턴을 조작하면서 그림수와 패턴구조를 악하여 

그림수를 문자기호로 두고 일반 인 식을 작성한 다음, 구체 인 그림수

에 응하는 바둑돌의 개수를 입법을 통해 구해나갔다. 이것은 학생들

이 이미 문자기호를 통해 주어진 패턴의 일반성을 수 으로 표 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  패턴

에 한 일반 인 식을 작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나타난 주목

할 만한 에피소드가 있었다. 하나의 시각  패턴에 해 학생들이 구한 

여러 가지 식들은 모두 각 그림수에서 바둑돌의 개수를 구하는 일반 인 

방법을 의미하지만 처음에는 그 식을 동치인 식으로 해석하지 못했다. 

를 들어, 본 차시 이 에 제시된 하나의 시각  패턴에 해 학생들로

부터 구해진 식은    와 같이 

구해졌다. 실제로, 여러 가지 식은 체발표에서 아래[그림 Ⅲ-3]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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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되었다. 

<표 Ⅲ-4> 메시지 문제에 한 수업상황

T: 지  선생님이 나눠  종이에 여러분이 원하는 수를 어주

세요. 어떤 수를 어도 상 없어요. 아무 숫자나 여러분이 

원하는 수 하나만 어주세요.

JH: 이(웃음)

T: (웃음)안돼요.  이 안돼요. 그림수니까 자연수만 어주세요.

T: 다 썼으면 이제 통 속에 집어넣겠습니다. 

T: 자신이 쓴 숫자를 보여주고 집어넣어주세요.

T: 537입니다.

T: YS는 8679라고 었어요

T: SH는 1이라고 었어요.

SB: 그림1.  아. 싱겁다.

　 ...( 략)...

T: 여기서. 한 명이 나와서 뽑아줘야 하는데. 네 SB가 나와서 하

나 뽑아주세요. 근데 이거 아무도 못 보게 하나 뽑아주세요.

T: 지   SB가 하나 뽑았어요. 근데 이 종이에 있는 수를 보여주

지 않을 거에요.

JS: 아. 뭐에요. 쌤~

T: ( 투 속에 SB가 뽑은 종이 하나를 은 채로 집어넣는다.)자. 

이 투 안에 든 종이에 힌 수는 선생님도 몰라요. 

T: 여러분, 이제 이 편지는 서울에 있는 학교 3학년에게 해

질 거에요. 그런데 여기 편지에 여러분이 작성할 편지 내용도 

같이 보낼 거에요. 편지지를  받은 학생이 편지 투를 열어

서 여기에 든 종이에 숫자를 확인하고 나서 바로 바둑돌의 

개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편지 내용을 작성해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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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학생들이 발표한 패턴에 한 식

  여기서 각자 구한 식에 한 설명은 시각  패턴을 보는 다른 구조에 

연결되어 있었고, 다른 방식으로 구해진 식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고 생각하여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하지 못했다. 이는 각각의 식에 그림

수를 입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가진다는 것으로부터 동일한 개념의 다

른 표 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한다. 

하지만 이후에, 다음<표 Ⅲ-5>와 같은 발화는 학생들이 다른 식을 동일

한 개념으로 보게 되는 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 다.

  

<표 Ⅲ-5> 다른 표 을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하기 

GT: (SE가 구한 식을 읽으면서)그림 수 러스 한 다음에...(무언가 

이상하다는 듯이 생각하다가 SE을 바라보며), 

SE: (GT의  의도를 제 로 악하지 못하고, GT의 말을 이어서) 러

스 1 러스 그림 수 마이 스 1 러스 그림 수!

GT: (SE의 말을 마치자마자)아니..그게.. 그냥..(무언가 이상 하다는 듯

이)  아이가?

...( 략)...

GT: (자신이 작성한 식 을 개해서 정리 해보고)야! 이것

도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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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은 하나의 시각  패턴에 한 다양한 표 이 동일한 개념을 나

타낸다는 것을 이미 학습된 수식의 연산을 통해 확인하면서 깨달아 나

갔고, 토론 과정에서 그 모든 식이 그림에 해 바둑돌의 개수를 구하

는 방법이라는 에서 같은 개념에 한 다른 표 이라는 것은 인식할 

수 있었다. 

 한편, 여러 선행연구자들에 의하면 학생들은 와 같은 

식은 아직 완결되지 않은 수행되어야 할 과정으로 간주한다고 보고되어 

온 바 있지만(Collis, 1975; Davis, 1975; Küchemann, 1981), 시각  패턴

에서 그림에 응되는 바둑돌 그림에 해 패턴 구조에 련시켜 하나

의 게슈탈트로 인식함으로서 그 식 자체를 하나의 결과( 상)로 볼 수 

있도록 하 다. 이러한 경험은 각자가 구한 식에 해 조작 인 해석이 

아닌 구조 인 해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보조하 다. 

 요약하면, 상기한 수업일화는 본 차시(17,18차시) 이 에 이루어진 수업

활동을 소개한 것이다. 본 차시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차시의 수업상황

은 학생들이 매개변수에 련된 시각  패턴 탐구과제에 극 으로 참

여하도록 유도하 다. 학생들은 시각  패턴과제에 해 새로운 문제해

결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노력했고, 자신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다른 학생

들에게 발표하고, 다른 동료의 풀이를 이해하고 반박하려고 했다. 이러

한 시학습의 경험은 이후의 학습에서 자연스러운 토론의 분 기를 조

성하 다. 한, 학생들은 패턴을 일반화하여 문자식으로 표 하는데 익

숙해졌고, 다르게 표 된 식이 동일한 개념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악해 나갔다. 한, 이후의 과제들에 해 교사의 안내 없이도 그들 스

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풀이를 모둠에 공개하여 공유하며, 체

발표를 통해 함께 논의하는 일련의 과정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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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수집  분석

3.1. 자료수집

Radford et al.(2007)는 학생들의 수학  사고과정은 학생들이 작성한 

것만으로는 완 하게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수학 으로 사

고하는데 있어 학생들은 기본 으로 쓰기의 역에 국한되기 보다는 다

른 다양한 기호학  수단을 사용한다고 주장하면서, 학생들의 수학  경

험에 기반하는 다양한 기호학  체계를 이해하기 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 다(p.526). 이에 해, 본 연구자는 학생들의 다양한 기호

학  수단을 살펴보기 해 아래[그림 Ⅲ-4]와 같이 매 수업마다 네 모

둠 각각에 캠코더와 녹음기를 설치하여 녹화  녹음을 실시하 다. 특

히, 녹화  녹음은 수업시간뿐만 아니라 수업사이에 쉬는 시간과 수업

을 마치고 학생들이 모두 퇴실할 때까지 이루어졌다. 이것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있었던 내용에 해 쉬는 시간과 수업종료 이후에도 논의가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포착하기 해서 이루어졌고, 실제로 분

석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수업시간외에 학생들로부터 일어난 화는 수업

시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학생들의 사고과정  어려움에 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 다.

수집된 녹화  녹음된 일은 엑셀 로그램을 이용하여 사 작업을 

거친 후 문서 일로 장되었다. 게다가, 녹화된 자료에서 유의미한 화

면은 캡쳐하여 이미지 일로 장되었다. 학생들이 작성한 활동지는 매 

수업이 종료될 때마다 수집한 후, 모두 스캔하여 이미지로 장되었다. 

한, 본 연구자가 직  작성한 장일지도 분석을 한 자료로 추가되

었다. 이러한 다양한 자료에 기반한 분석은 본 연구의 내  타당도와 신

뢰도를 높이기 한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으로 볼 수 있다(Merriam, 

1998). 한, 본 연구자의 분석과 해석과정에 해 문가  동료 검토

을 거쳐 연구의 타당도를 높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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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2모둠 1모둠

녹음기 녹음기

3모둠 4모둠

녹음기 녹음기

[그림 Ⅲ-4] 녹음  녹화 도구 배치도

3.2. 자료 분석

 본 연구자는 먼  연구진행과정에서 수집된 다양한 자료들 즉, 녹화  

녹음된 자료와 그것들로부터 얻은 사록, 학생들로부터 작성된 문서자

료 등을 서로 비교하면서 체 인 수업의 흐름을 이해하려고 하 다. 

이때, 본 연구자는 녹화자료와 사록  작성된 활동지를 함께 살펴보

면서 학생들로부터 발화된 의미 있는 담론과 특이한 상황에 해 이론  

에 기반하여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작성해 나갔다. 이러한 과정을 통

해 학생들의 주의의 이 각 문제별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 각 문제마

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략과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의 양상, 다

양한 략을 함께 공유하는 방식과 어려움  오류를 극복하는데 사용된 

략 등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한, 본 연구자가 수업상황에 해 측

할 수 없었던 특이 들도 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나타난 

상을 어떤 고정된 이론  틀에 끼워 맞추는 분석을 실시한 것은 아니

고, 자료 그 자체에서 악할 수 있는 반 인 흐름과 의미 있는 모든 

장면들을 포착하여 본 연구자의 으로 특징 인 요소들을 기술하 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본 차시 수업에 해 추출된 특징 인 요소들을 바

탕으로 범주화 작업을 진행하 다. 기에는 학생들과 연구자로서의 교

사 간에 이루어지는 개별 인 발화 문장을 분석단 로 하여 범주화하려



- 58 -

고 시도했지만, 개별 인 문장 그 자체로만으로는 충분한 의미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Schoenfeld(2010)는 문장 단 로 분석하는 

미시 인(micro levels) 근만으로는 상에 한 풍부한 설명을 얻을 수 

없다고 언 하고, 이를 해 미시 이고 동시에 거시 인(macro levels) 분

석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p.71). 아래[그림 Ⅲ-5]은 실

제로 Schoenfeld가 분석단 에 해 거시 인 근방식에서 출발하여 반복

으로 분석의 단 를 잘게 분해해가면서 미시 인 근방식으로 나아가는 

‘내포 (nested) 분석 단 도식’을 보여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Zimmerlin 

& Nelson(2000)는 미세한(fine-grain) 분석 단 로 근하는 방식은 연구 참

여자의 순간순간의 행동에 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더라도, 그 과정에 

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일련의 과정에 한 

의미를 충분하게 이해하기 해서는 분석자의 시야를  아웃(zoom-out)하

여 좀 더 큰(coarser-grain) 분석단 로 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 다. 

       

사순서 수업상황
분해의 첫 단계

( 심 일화)

분해의 두 번째 단계

(하 일화)

사1

사2

사3

[1] → [1.1] → [1.1.1] ...

→ [1.1.2] ...

→ [1.2] → [1.2.1] ...

→ [1.2.2] ...

→ [1.2.3] ...

→ [1.2.4] ...

→ [1.2.5] ...

마지막

사

→ [1.3] → [1.3.1] ...

→ [1.3.2] ...

→ [1.3.3] ...

[그림 Ⅲ-5] Schoenfeld의 내포  분석 단 도식(Schoenfeld, 2000, p.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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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자는 문장단 로 분석했던 근방법을 반 시키기 해 각각의 

문항을 분석단 로 설정하여 거시 인 근으로 분석을 시도하 다. 즉, 

각 문항별 분석단 로부터 출발하여 그 문항에 의미 있는 하 일화를 구

별하고, 그 하 일화에 해 다시 더 작은 하 일화로 구분해 나가면서, 

최종 으로 한  한  분석해나가는 방식으로 근하 다. 여기서, 본 

연구자의 이론  모델로 삼았던 Radford의 패턴일반화연구는 학생들의 

일반화 략과 어려움에 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했지만, 

학생들의 사고과정에 한 양상을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후, 이

론  연구와 분석을 병행해나가면서 결국, Sfard의 과정- 상 이론

이 본 연구에서 학생들의 사고과정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핵

심 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단하게 되었다. 

 아래의 [그림 Ⅲ-6]은 본 연구자의 이론  연구와 Schoenfeld의 분석단

 도식에 따른 반복 인 분석단 별 분류작업을 통해 본 차시의 교실상

황에 한 의미 있는 상황을 내포 으로 분류한 것을 보여 다. 아래[그

림 Ⅲ-6]와 같이 분석단 에 따른 의미 있는 상황에 한 분석과 연구목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범주를 재구성하여 학생들의 해결 략  사고양

상, 어려움  오류 상황 그리고 어려움  오류의 극복하는 상황으로 크

게 범주화하고, 각 범주를 다시 하 범주로 분류하 다. 사고양상 범주는 

추상  념의 상화, 분석  사고, 의 환, 수식의 물화의 하 범

주로, 어려움  오류 상황 범주는 상명칭의 상 성인식오류, 매개변수 

인식의 어려움, 분석  사고의 어려움, 의 환의 어려움의 하 범주

로, 어려움  오류의 극복 상황 범주는 형 인 , 구체화와 추상화활

동의 교 작용, 다른 문자기호에 한 다른 역할 인식의 하 범주로 분류

되었다. 아래의 <표 Ⅲ-6>은 자료 분석에서 분류된 범주를 요약한 것이다. 

이러한 범주화 작업을 바탕으로 반복하여 분석을 실시하여 본 연구자가 

수정해야 하거나 락된 특징 인 상황들이 없는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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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계

(분석단 -문항)

두 번째 단계

(각 문항에서 의미 있는 상황)

세 번째 단계

(각 상황에 한 학생들의 근 

방식  어려움)

1. 문제1&2

→ 1.1 처음패턴의 수  일반화

→ SH의 수  일반화 략

→ HS과 SS의 수  일반화 략

→ 1.2 처음패턴의 식의 구체화

→ SH의 구체화 략

→ HS과 SS의 구체화 략

2. 문제3 → 2.1 상명칭의 상 성 인식

→ 상명칭의 상 성 인식의 어려움

→ 토론을 통한 사회 수학  규범 구성

3. 문제4&5 → 3.1 패턴화된 과정의 내면화

→ HS와 SS의 패턴화된 과정의 내면화

→ SH의 패턴화된 과정의 내면화

→
다른 방식으로 내면화된 과정의 이

해의 어려움

4. 문제6

→
4.1 다른 문자기호의 인식과 

기능 구별의 어려움

→ SH의 기호의 기능 구별의 어려움

→ SS의 문자 인식의 어려움

→
4.2 과정  근에서 과정-

상  근으로의 이행

→ HS의 과정- 상  근

→ SB의 과정- 상  근

→
4.3 구체 인 수에서 추상 인 

상으로의 이행

→ 형 인 의 역할

→ 구체화와 추상화활동의 교 작용

→
다른 문자기호에 한 다른 역할 인

식

[그림 Ⅲ-6] 분석단 에 따른 의미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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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자료 분석에서 사용된 범주

범주 하 범주 하  범주에 한 설명 시

사고양상

추상  념의 상화
매개변수개념에 한 추상  아이디어를 

인식하여 상징으로 상화 

“[처음 패턴의 식 에 어떤]그림숫자를  더

하는 걸로 보면 되잖아...어..다른 문자!”

분석  사고
구체 인 수에서 루틴화된 차를 미정상

수에서 용

(“3+2( )에 를 가리키며)을 ...을 로 바꾸

고”

의 환
문자기호의 다른 역할을 이해하고, 수식

을 맥락에 따라 과정이면서 상으로 해석

“(자신이 작성한 식에서  을 가리키며)이게..새

로운 패턴의 그림1의 개수”

수식의 물화
구체 인 수식을 매개변수에 따라 결정

되는 하나의 상으로 인식 
“그냥 에다가 105넣으면 나온다”

어려움  

오류양상

상명칭의 상 성인식의 

오류

처음패턴과 새로운 패턴사이에 상을 지

칭하는 그림명칭의 상 성인식에서의 오류
“근데 식은 같지 않나?”

매개변수의 인식의 어려

움

변수와 구별되는 매개변수로서의 문자기호

의 선택의 어려움 

SH가 작성한 식 ‘    ’

에서 변수와 매개변수의 구별의 어려움이 확인

분석  사고의 어려움
산술 인 차를 수로 용해 나가지 못

함

SB의 발화“(“3+2( )에 를 가리키며)을 ...을 

로 바꾸고”에 해 SH와 SS의 이해의 어려움 확인

의 환의 어려움 

문자기호의 다양한 역할변화와 상명칭의 

역할변화  수식에 한 다른 해석으로

의 환의 어려움 

“니가 라고 둔 게 처음에 제시된 패턴의 수..어떤 

그림수를 라고 둔거잖아?...근데 방 니가 ( 

을 가리키며)이게 새로운 이라메?”

어려움  

오류극복

양상

형 인 형 인 를 통한 이해의 어려움을 극복
“(“5+2( )”에서 5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어떤 

그림수의 바둑돌의 개수잖아!”

추상화와 구체화활동의 

교 작용

추상화와 구체화활동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이해로 이어지는 상황

“근까 (문제5에 "그림100"의 숫자 100을 가리키며)

이게..이게  ?”

다른 문자기호에 한 

다른 역할 인식

변수와 매개변수의 역할을 구별하고 논의

하는 상황

“이거는 우리가 무얼 뽑았을 때...이거는 먼  정해지

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은 변하는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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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한 교실의 학생들이 시각  패턴 탐구과제를 해결해나

가는 동안 그들에게 일어나는 사고과정이 어떤지를 이론  배경을 기반

으로 자세하게 분석하고, 어떤 오류와 어려움을 겪는지를 기술하여 학교

수에서 매개변수개념의 학습에 한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하 다. 

한, 본 연구자가 개발한 시각  패턴 탐구과제로부터 학생들이 매개변수

개념에 한 의미 있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매

개변수개념의 의미 있는 학습의 조건에 해 살펴보고자 하 다. 이 장

에서는 시각  패턴 탐구과제로부터 매개변수를 수 으로 일반화하는 

활동 가운데 학생들에게 일어나는 사고과정의 양상, 어려움  오류의 

양상, 그리고 그 어려움과 오류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에 을 두고 분

석을 실시하여 연구결과를 기술하 다. 한, 본 연구결과물을 활용할 

독자들을 고려하 을 때, 단지 연구문제에 련된 국소 인 결과만을 제

시하는 것은 그들에게 교실상황의 맥락에 한 이해  용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가독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단하여 연구문제를 심

으로 하되 문항별로 연구결과를 기술하 다. 이때, 문항1~5는 매개변수

와 련한 산술  탐구로, 그리고 문제6은 매개변수에 한 탐구로 구별

하고, 각 문항에 해 학생들의 문제해결 략  사고양상, 어려움  

오류 상황, 어려움  오류를 극복하는 상황으로 구별하여 연구결과를 

제시하 다.  

한편, 한 교실 내에서 시각  패턴 탐구과제를 해결해나가는 네 모둠 

에서 표 모둠으로 간주되는 1모둠의 활동을 심으로 연구결과를 제

시하 다. 1모둠의 구성원들은 과제를 개별 으로 해결하고 나서 다른 

풀이를 공유하기 해 모둠  체토론에 극 으로 참여하 고, 체

인 수업분 기를 활기 있게 이끌어나갔다. 이 모둠은 SH, HS, SS로 이

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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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처음패턴의 식을 구성하는 방법

처음 패턴 

구성 방식
학생

그림3에서 

설명 
그림n의 개수

그림1의 개수 

+2×단 개수

HS,

SS 
 ●●●

●●●●
3+2()

윗 +아랫 SH 
 ●●●  윗

●●●● 아랫


1. 산술  탐구(문제1~문제5)

1.1. 처음패턴의 수  일반화와 구체화(문제1,2)

처음패턴에 해 1모둠의 세 학생(SH, SS, HS) 모두 그림의 바둑돌 

개수에 한 수식을 용이하게 작성하 다. <표 Ⅳ-1>은 학생들이 처음

패턴의 식을 구성하는 방법을 보여 다. 

 SS와 HS는 처음패턴의 그림1 이후부터 그림수( 를 들어, 그림1, 그림

2에서 1,2에 해당하는 수)가 1씩 증가할 때 마다 바둑돌이 2개씩 늘어나

는 것으로 악하 다. 각 그림의 바둑돌 3개를 묶음( )으로 고정시키고 

2개씩 늘어나는 부분( )을 단 로 고려하여, 단  개수는 그림수에서 1

을 뺀 값과 같은 것으로 악하 다. 그런 다음, 이 차를 일반화하여 

그림수가 인 경우에 해 3+2()으로 작성하 다. SH는 SS, HS와 달

리, 각 그림에서 배열된 바둑돌을 윗 과 아랫 로 구분한 후, 윗 의 

바둑돌의 개수는 그림수와 같고 아랫 은 윗 의 개수보다 하나 더 많은 

것으로 악하여 그림수가 일 때, 으로 작성하 다. 처음패턴

의 그림의 바둑돌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문제6까지 일 으로 용되

었다. 문제2에 한 풀이에서, SS와 HS는 그들이 구한 처음패턴의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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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에 2014를 입하여 바둑돌의 개수를 구한 반면, SH는 자신이 

구한 처음패턴의 식에 입하지 않고, 이 에 사용한 차를 용하여 

즉, 윗 은 2014개가 있고 아랫 은 윗 보다 하나가 더 많다는 것을 이

용했다. 

1.2. 상명칭의 상 성 인식(문제3)

1.2.1. 상명칭의 상 성 인식의 오류

 학생들은 문제3에 해 처음에는 그 의도를 제 로 악하지 못했다. 

아래의 <표 Ⅳ-2>에서 SS와 SH가 문제3을 읽은 후, 문제의 의도를 악

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내는 사내용이다.

<표 Ⅳ-2> 문제3의 조건 이해의 어려움

그룹 Line 화자 사

1

34 SS

뭔 소리야? 나 문제가 이해가 안돼! 잠깐만, 

잠깐만..(문제3을 큰소리로 읽는다) what? 이게 

무슨 소리?

... ... ...

39 SH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

문제3은 처음패턴의 그림2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패턴의 식을 구하는 

문제로, 여기서 새로운 패턴의 각 바둑돌 그림에 응하는 그림수는 처

음패턴의 각 바둑돌 그림에 응하는 그림수와 구별되어야 한다. 즉, 새

로운 패턴의 번째 바둑돌 그림은 처음패턴의 그림()의 바둑돌의 그

림과 같다. 이와 같이 하나의 바둑돌 그림이 주어진 조건에 따라 그 상

인 치가 달라 질 수 있다. Bardini et al.(2005)는 이것을 ‘ 상명

칭의 상 성’이라고 명명하고, 학생들이 이러한 상명칭의 상 성을 

인식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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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3에 한 1모둠 토론에서 새로운 패턴에 해 SH와 HS로부터 두 

가지 다른 해석이 시도되었다. 두 가지 다른 해석에 한 모둠토론의 

사는 다음 <표 Ⅳ-3>과 같다.

<표 Ⅳ-3> 문제3에 한 학생들의 해석 시도

그룹 Line 화자 사

1

48 SH

 이 말 아이가? 그냥 (처음 패턴의 그림1을 

가리키며)여기부터 시작하는 거랑, (그림2를 가리

키며)여기부터 시작하는 거랑. 근데 식은 같지 

않나? 그 게 하면..아닌가?

... ... ...

69 HS
새로운 패턴은 이거부터(처음 패턴의 그림2를 가

리키며) 그림1이란 소리 아닌가?

... ... ...

86 SS (SH에게 질문하며)근데 왜 같은데?

87 SH
개수가 같고, 이거 그림숫자가 같으니까. 규칙도 두

개씩, 두개씩, 두개씩 하니까. 같지!

 사(<표 Ⅳ-3>)에서 SH는 처음패턴의 식과 새로운 패턴의 식이 동

일하다는 추측을 제시하고 있고, HS는 새로운 패턴은 처음패턴의 그림2

를 그림1로 바꾸어야 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패턴의 식이 바 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여기서, SH는 처음 패턴과 새로운 패턴의 바둑돌 그림의 

상 인 치를 제 로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편, HS는 SH와 다른 의견을 제기했지만, 자신의 추측에 한 논거나 SH

의 추측에 해 어떤 반박도 제시하지 못했다. 문제3에 한 1모둠 토론

의 결과는 하나의 의견으로 수렴하지 못한 채, SH의 체발표로 이어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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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사회-수학  규범에 의한 오류의 극복

 

SH의 체발표에 한 체논의 에 2모둠에서 SH와 다른 의견을 제

기하 다. 2모둠의 YS는 다음 사(<표 Ⅳ-4>)와 같이 1모둠의 HS와 동

일한 추측을 제기하 다.

<표 Ⅳ-4> 문제3에 한 SH와 다른 YS의 의견

그룹 Line 화자 사

2

174 YS
그림2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을.. 거 그림2를 그

림1로 잡아야 되니까 식이 바 어야 될 것 같은데..

175 T YS. 뭐라고 말했죠?

176 YS
 그림2에서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그림2는 그림

2가 안되고 그림1이 되는 거죠.

... ... ...

196 YS
어. 그럼. 거는  러스 1이 아니라  러스 3

이 되어야 해요.

두 가지 서로 다른 추측에 한 체토론의 결과 SH의 의견보다 YS의 

의견이 더욱 합하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처음패턴의 그림2에서 시작

되는 새로운 패턴에 해 합의된 내용은 처음패턴의 그림2를 그림1로 바

꾸어야 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패턴의 식은 처음패턴의 식과 같은 것이 

아니라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체토론의 합의의 결과는 그

들이 직  만든 사회-수학  규범(socio-mathematical norms)에 해당한다

(Yackel & Cobb, 1996). 1모둠에 SH 역시 체토론으로부터 합의된 결과

를 받아들여 문제3에서 새로운 패턴에 해 처음에 작성한 식 에

서 으로 수정해 나갔다. 문제3에서 체토론으로부터 이루어진 

체합의의 결과는 모든 학생들이 문제 4,5에 해 즉각 인 풀이로 나아

갈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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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패턴화된 과정의 내면화(문제4, 문제5)

1.3.1. 새로운 패턴의 그림1을 다루는 다른 방식

문제4에 해 SH는 먼  처음패턴의 그림10에 해당하는 바둑돌 그림

을 직  그린 다음, 그 그림 아래에 “그림1”이라고 작성했다. 그런 다

음, 그 그림의 윗 에 있는 바둑돌의 개수를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어가

며 헤아린 후([그림 Ⅳ-1]), 문제1에서 사용한 략(윗 +아랫 )을 일반

화하여 아래 [그림 Ⅳ-2]와 같이 새로운 패턴의 식 을 완

성하 다.

                                

[그림 Ⅳ-1] SH가 바둑돌의 개수를 세는 제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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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문제4에 한 SH의 풀이

반면, HS는 새로운 패턴의 그림1의 바둑돌의 개수를 구하기 하여 처

음패턴의 식 에 10(처음패턴의 그림‘10’)을 입하여 구한 후, 

나머지 식은 이 문제와 동일한 방식을 용하여 새로운 패턴의 식을 완

성하 다. 아래[그림 Ⅳ-3]은 문제4에 한 HS의 풀이를 보여 다.       

       

[그림 Ⅳ-3] 문제4에 한 HS의 풀이

문제4에 한 SH와 HS의 풀이를 비교해보면, 처음패턴에 한 정보를 

용하는 정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HS는 문제3에 한 풀이경험

으로부터 새로운 패턴의 식을 구성하는 과정이 내면화되었다. 즉, 새로

운 패턴은 그림1의 개수를 알면 그 다음은 그림수가 1씩 증가할 때마다 

바둑돌이 2개씩 더해지는 과정을 로 압축하여 문제를 용이하게 

해결하고 있다. 반면, SH는 처음패턴으로부터 단지 새로운 패턴의 구조

(그림수가 1씩 증가할 때마다 윗 과 아랫 에 바둑돌이 하나씩 늘어난



- 69 -

다)에 한 정보만 이용하고, 이후부터는 완 히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

는 것처럼 보인다. 문제4에 한 SS의 발표(<표 Ⅳ-5>)에 해, “왜 21

갠데?”( 사 302), “어떻게 알아?”( 사 305)와 같은 SH의 물음으로부

터, SH는 처음패턴의 그림10의 바둑돌의 총 개수를 알고 있지 않고, 

한 처음패턴의 식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5> 문제4에 한 SS의 발표

그룹 Line 화자 사

1

301 SS 그러니까.. 그림10일 때 21개니까..

302 SH 왜 21갠데?

303 SS
아니. 처음 제시된 패턴에서 그림10일 때 총 개수

가 21개 다이가? 

304 HS 음.

305 SH 어떻게 알아?

306 SS
계산을 해봤지! 그림10이니까 처음패턴의 식에다가 10

을 입하면 21개 나온다이가?

 

 그런데, SH는 문제4를 해결하기 해 처음패턴의 그림10의 바둑돌그림을 

윗  10개, 아랫  11개로 구분하여 정확하게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림

의 바둑돌의 총 개수를 분명하게 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패턴

의 식을 작성하기 해 자신이 그린 그 그림의 윗 의 개수를 지로 다시 

헤아리는 제스쳐를 취하 다([그림 Ⅳ-1]). 이에 해, SH가 문제4를 풀이하

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러한 반응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SH는 직  그린 처음패턴의 그림10의 바둑돌 그림을 두 가지 경우로 구

별하여 인식하고 있었다. 즉, 처음에는 처음패턴의 그림10에 해당하는 바둑

돌 그림으로 인식하여 구체 으로 그려나간 그 그림을, 이후에는 새로운 패

턴의 그림1로 인식하 다. 그로부터, 새로운 패턴의 그림1에 한 윗 의 바

둑돌 개수를 다시 헤아리면서 그림수 사이의 조정을 통해 그 계를 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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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문제4에 한 HS의 모둠발표

그룹 Line 화자 사

1

420 HS

나는 여기 이 그림1이 21개니까 그림1부터 계속 

두 개씩 늘어나서, 마이 스 1 곱하기 2를 곱해

줬지.

421 SH . 마이 스. 1. 곱하기 2?

422 SS
(SH에게 설명하며)21로 잡고! 윗 에 10개 에 

에 11개! 그 뒤부터 두 개씩 늘어난 다이가?

423 SH ...식이 뭐지? (HS가 작성한 식을 보면서)21 러스..?

424 SH
난 내께 무 편해서 딴 애들 걸 이해를 잘 못하겠

다. 내께 무 편한 것 같다! 내한테는.. 무나도! 

고, 아랫 은 윗 보다 하나 더 많다는 사실을 용하여 새로운 패턴의 

식을 완성해 나간 것이다. 이 과정에서 SH에게는 처음 패턴의 그림10의 바

둑돌의 총 개수보다는 구체 인 그림에서 윗 의 바둑돌의 개수와 그림수사

이에 조정이 더욱 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2. 다른 방식에 한 해석의 어려움

  SH는 같은 모둠의 동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펴보면서 다른 방식으로 알

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모둠동료의 풀이방식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보 다. 

특히, 문제4에 한 모둠토론에서 SS와 HS는 SH가 의도한 방법에 해 쉽게 

이해했지만, SH는 HS와 SS가 사용한 방식을 이해하는데 어려워했다. 아래의 

사(<표Ⅳ-6>)에서 SH는 문제4에 한 HS의 해결방법에 한 이해의 어

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SH는 모둠동료들의 풀이방법을 듣고, 자신의 풀이에 한 확신 때문에 

다른 동료들의 풀이 방법에 한 이해가 어렵다고 자인했다. 이와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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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여러 선행연구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략에 얽매여 다른 동료들의 

방법을 이해하거나 새로운 방법을 고려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

고된바있다(Mason, 1996; Lee, 1996).

 

1.3.3. 큰 수의 도움으로 패턴화된 과정의 내면화

 

문제5에 해, SS와 HS는 문제4에서 해결했던 차를 그 로 용하여 

식을 용이하게 완성해 나갔다. SH도 역시 문제4에서 자신이 사용했던 

차를 용했지만, 아래 [그림 Ⅳ-4]와 같이 처음패턴의 그림100을 구체

인 그림으로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고, 문제4에서 나타났던 세는 제스쳐

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Ⅳ-4] 문제5에 한 SH의 풀이

이러한 SH의 행동의 변화요인으로 그림100이라는 큰 수가 유의미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 다. 수 패턴 일반화 연구에서 구체 으로 지각할 

수 있는 것에서 추상 인 것으로 이행해가도록 자극하는 과제로 ‘큰 

수’의 요성을 강조하 다(Radford, 2003). 한, SH는 그림100을 조작

하기 해 그림10에서와 같이 구체 인 그림으로 표 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지만, 문제4를 다룬 경험으로부터 구체 인 그림으로 나타



- 72 -

내려는 시도와 바둑돌을 하나씩 헤아려 나가는 제스쳐는 사라지고, 윗

에 놓인 바둑돌 체 개수와 그림수로 주의력을 옮겨 그 둘 사이에 본질

인 계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 련하여, 여러 선행연구자

들은 특정한 성질을 두드러지게 하고 다른 나머지는 무시하는 주의력의 

변화를 일반화에서 매우 요한 것으로 언 하 다(Davydov, 1990; 

Gattegno,1990; Mason, 1996; Mason & Pimm, 1984). 

한편, 문제5에 한 SH의 풀이를 살펴보면, HS가 새로운 패턴의 그림1

을 구하는 방법보다 략 이진 않지만, 분명 일 된 행동 패턴을 보여

주고 있다. 즉, 새로운 패턴의 구체 인 그림1에 한 윗 의 개수를 알

면, 그 수에 을 더하고, 그 결과로부터 아랫 은 윗 보다 하나 더 

많다는 것을 이용해 아랫 에 한 식을 구한 다음, 윗 과 아랫 의 식

을 더하여 새로운 패턴의 식을 완성하 다. SH도 역시 새로운 패턴을 구

하는 자신의 행동 과정이 내면화되었고, 더불어 그림1이후부터 그림수가 

1씩 증가할 때마다 윗 과 아랫 의 바둑돌이 하나씩 증가한다는 것을 

문자 기호 으로 압축하여 다루고 있다.     

여기까지 문제를 해결해 오는 동안, 각각의 학생들은 새로운 패턴의 

식을 구하는 자신의 과정을 내면화하 고, 특히 그림1이후부터 그림수가 

증가함에 따라 바둑돌의 개수가 늘어나는 과정을 문자기호 과 련하

여 압축하여 다루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이 에 학생들이 

해결했던 문제 3, 4, 5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면, 문제3, 4, 5는 각각 주

어진 처음패턴의 그림2, 10, 100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패턴을 구하는 것

이었다. 이때, 먼  처음 패턴에서 어떤 그림이 선택되면 새로운 패턴이 

하나 결정되고, 이로부터 하나의 수식이 결정된다. 즉, 처음패턴의 어

떤 그림을 선택하는 행동이 매개변수로서의 구체 인 값을 선택하는 것

이고, 이 결정된 값으로부터 새로운 수식을 결정하는 구조를 갖는다. 

SH가 새로운 패턴을 구하는 방법과 HS와 SS가 근하는 방법은 다르지

만, 처음패턴의 구체 인 그림으로부터 새로운 패턴을 결정해 나가는 과

정은 매개변수개념으로 나아갈 비가 되었다고 단된다. 다음에 오는 

문제6에서 새로운 패턴에 한 그림1은 이 의 문제에서 구체 인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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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달리 추상 인 상이다. 하지만, 시각  패턴의 도움으로부터 추상

인 상을 마음속에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

라 생각한다. 여기서 매개변수가 학생들로부터 생성되는 사고과정을 자

세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2. 매개변수에 한 탐구(문제6)

2.1. 매개변수의 인식의 어려움

문제6은 처음패턴에서 시작되는 그 치는 의미상 고정되지만 그 치

에 해당하는 그림수는 이  과제들과는 달리 실제 인 수는 아니다. 즉, 

처음 패턴의 어떤 그림에 응하는 그림수는 고정되지만 아직 정해지지 

않은 수로 매개변수에 해당한다(Bardini et al., 2005; Mason& Pimm, 

1984).  

먼 , SH는 문제6에 한 식([그림 Ⅳ-5])을 완성하고 난 이후 반복해

서 문제5에서 구한 식과 문제6에서 구한 식을 비교하기 해 반복해서 

왔다 갔다하는 모습을 보 다. SH는 이  문제들과는 달리 자신이 작성

한 식에 해 확신을 갖지 못하 다. 

   

[그림 Ⅳ-5] SH의 문제6에 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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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 Ⅳ-7>은 문제6에 한 SH의 체발표의 사내용이다. SH

는 이  문제들로부터 새로운 패턴을 구하는 과정이 내면화되어 있고, 

이때 새로운 패턴의 그림1의 윗 의 개수를 아는 것은 그에게 핵심 이

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패턴의 그림1은 처음패턴의 어떤 그림수에 

응하는 바둑돌그림이다. 이는 문제1에서 어떤 그림수를 이라고 두고 

구한 식 로부터 새로운 패턴의 그림1(처음 패턴의 어떤 그림

수)의 윗 은 이라는 결정으로 이르게 했다. 이로부터 내면화된 과정을 

거쳐 와 같은 식이 산출되었다. 하지만, 그가 구한 식을 이 에 푼 식

과 반복해서 비교하는 동안 자신의 사고과정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새로운 패턴의 그림1, 즉 처음패턴의 

어떤 그림수를 새로운 패턴에 해 이미 주어진 “그림”의 문자기호 

과 동일하게 설정함으로써 혼동에 이르게 된 것이다. 여기서 SH는 두 

가지 다른 추상 인 실체의 변이의 독립성을 악하지 못하고 완 히 동

일한 실체로 간주함으로써 동일한 문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 

SH는 이  경험으로부터 ‘어떤 그림수’라는 언어  정보는 문자 기호 

‘’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암묵 인 신념이 이를 강화한다. SH는 이후

에 자신의 풀이과정을 동료들에게 납득시키기 해 자신의 일련의 사고

과정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작성한 식을 사고과정에 끼워 맞추

기 해 이  과제로부터 자신이 유도한 식을 추론하는 행동을 보 다. 

이때, SH로부터 새로운 패턴을 구하는 이  경험과 내면화된 과정은 해

체되어 사라지고 자신이 구한 식을 설명하기 해 이 에 구한 식들로부

터 유추를 시도하여 그럴듯하게 설명하 다.      

아래의 <표 Ⅳ-7>에서 SH의 발화로부터 이를 확인할 수 있다. SH는 

문제4, 5에서 작성한 새로운 패턴의 식에서 ‘’와 ‘’는 

각각 새로운 패턴의 그림의 윗 에 해당하는 바둑돌의 개수에 한 식

이다. 이로부터, 문제6에서 새로운 패턴의 그림의 윗 의 바둑돌의 개

수에 한 식은 라고 설명하 다. SH가 작성한 식 에

서 앞에 있는 ‘’은 와 의 각각의 으로부터 유추하고, 

뒤에 있는 ‘’은 와 의 각각에 있는 9와 99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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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문제6에 한 SH의 체발표

그룹 Line 화자 사

체

발표

795 SH

어..(그림10에 을 그으며)10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패

턴에서는 (칠 에 작성한 식 을 가리

키며)이런 식이 나왔고, (그림100에 을 그으며)100에

서 시작되는 패턴에서는 (작성한 식 

을 가리키며)이런 식이 나왔는데, 

(에 을 그은 후, “윗 ”이라고 작성하면서)

이거는 윗 이고, (에 을 그으며)이것도[윗

].. (에 을 그으며)이거랑 (에 

을 그으며)이거는 (아래에 “아랫 ”이라고 

작성하며)아랫 . 

796 SH

그러면..(칠 에 자신의 말을 작성하며)그림에서..(혼잣

말로)이 말이 아닌가? (작성한 “그림에서”을 지운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에 있는 에 마커로 갖

다 며). (에 있는 에 마커를 옮기며). (칠

에 작성하며). 그리고 (와 에 있는 9

와 99에 동그라미를 그리며)이거는 그림수에서 1을 뺀 

거(SB가 SH와 동시에 “1 뺀거”라고 외친다). 

797 SH

그러니까 (작성한  에 이어 작성하며) 러스 

 마이 스 1.(2모둠의 SB가 들리지 않게 얼거림.) 그

럼 (자신이 작성한 식에 을 고)이거는 (“윗 ”

이라고 작성하면서)윗  

되는 것으로 설명해 나갔다. 여기서 9와 99는 각각 그림10에서 10-1=9, 

그림100에서 100-1=99와 같이 만들어진 수로, 처음패턴의 어떤 그림수에

서 1을 빼면 된다는 것을 강조하여 설명한다. 하지만, 처음에 SH가 문제

6에서 작성한 에 한 사고과정은 앞에 있는 을 처음패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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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그림수로, 뒤에 있는 ()에서의 은 새로운 패턴의 그림에 해

당하는 문자기호이다. 원래 SH에게 ()에 한 역할은 그림1이후부터 

그림수가 1씩 증가할 때 마다 윗 의 바둑돌의 개수가 1씩 증가한다는 

것을 압축하여 표 한 것이었다. 자신이 구한 식에 한 발표에서 사용

된 문자의 의미와 자신의 사고과정에서 사용된 문자의 의미가 완 히 뒤

바 었다. SH의 이러한 난국의 근본 인 원인은 새로운 패턴의 그림1, 

즉 처음패턴의 어떤 그림수를 새로운 패턴의 그림과 구별하지 못한데

서 기인한다.     

아래의 사(<표 Ⅳ-8>)는 SH의 체발표에 해 다른 모둠동료들이 

질문을 제기하면서 이루어지는 화내용이다.

<표 Ⅳ-8> 문제6에서 SH의 체발표에 한 논의

그룹 Line 화자 사

체

토론

816 SB
야! 그 기서   러스 이 아니라,  러스 
다른 ..어떤 그림의 수라고 잡아야 돼는 거 아니
가? 것도 마이 스 1 하면 안 되고..

817 SH 뭐라고? 다시..

818 SB

기서.. (SH가 그림10에 해 작성한 식 
()+()을 가리키며) 기  러스 9잖
아. 근데, (SH이 작성한 식 을 
가리키며)그거는 10 러스 10마이 스 1이잖아. 
그러면 이 10이 되는 거잖아.

819 SH 응. 

... ... ...

841 YS 이 도 체 뭔데? 그림10에서..

842 SH 그림수

843 YS
그럼 은 그림수라 하면.. 그림10이라고 하면 

은 10이란 말이가?

844 SH 응!

2모둠의 SB는 SH의 풀이에 한 오류를 악하여, 그의 발화 “ 



- 77 -

러스 다른.. 어떤 그림의 수라고 잡아야..”( 사 816)에서 어떤 그림수는 

지문의 조건 ‘그림’의 문자기호 과 구별해야 한다는 것을 암묵 으

로 설명하고 있지만 SH는 악하지 못했다. 이에 해 다시 SB는 SH가 

작성한 식에 해 어떤 그림수가 10인 경우라는 구체 인 반례를 제시하

지만, 여 히 SH는 깨닫지 못했다. SH의 체발표에 한 체논의의 결

과는 처음패턴의 어떤 그림수를 “그림”에 한 문자기호 과 구별하

여 다른 문자를 사용해야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체토론은 어떤 그

림수에 해당하는 문자와 지문에서 제시된 ‘그림’에서의 문자 사이

에 의미나 역할의 차이에 해 언 하는 논의로는 나아가지 못했다.

<표 Ⅳ-9> SH의 문제6에 한 식의 수정

그룹 Line 화자 사

체

토론

886 T SH는 어떻게 생각해요?

887 SH 다른 문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888 T 그럼 다시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889 SH

(바  새로운 패턴의 그림수=, 어떤 수=라고 작성하

고, 자신이 어떤 수에 한 패턴의 식 

이라고 작성한 식에서 맨 앞에 있는 

을 지우고, 잠시 생각하며)이거.. (곰곰히 생각하다가 

지운 자리에 를 기입하고, 뒷부분에 에서 앞에 

있는 을 지우고 라고 작성한 후 식을 정리한다)

890 T
SH가 지  식을 다시 정리해서 작성했는데, 혹시 의

견 있나요?

891 SB, YS 거 랑 이랑 바 었어요.

892 SH ...

... ... ...

916 SH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모둠내의 동료들에게)내 방법

으로 하면 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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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 Ⅳ-9>은 SH가 체토론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다른 문자의 

필요성을 언 한 이후에 자신의 식을 수정하면서 일어나는 사내용이

다. SH가 처음 패턴의 어떤 그림수를 라고 두고, 새로운 패턴의 ‘그림

’의 바둑돌의 개수에 해 수정한 식은 이었다. 이는 

처음패턴의 어떤 그림수를 로 설정하게 되면서 다시 자신이 이  문제

에서 패턴화된 과정으로 회귀하여 다시 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 다. 

즉, 처음패턴의 어떤 그림수를 새로운 패턴의 그림과 구별하게 되면서 

한 식으로 작성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본 연구자는 SH의 히 

완성된 식에 해 임시방편으로 도입된 유추를 통한 설명을 버리고 자신

의 온 한 사고과정에 한 설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기 했다. 하지

만, SH의 의도와 달리, 유추를 통한 설명방식에 주목하고 있는 다른 동

료들은 그의 암묵 인 사고 과정의 결과를 완 히 폐기하도록 만들었다.  

<표 Ⅳ-9>에서 2모둠의 YS와 SB는 SH가 유추를 통해 설명한 방식에 비

추어서 과 가 바 었다는 것을 지 하고 있다. 이러한 지 은 SH가 

자신의 풀이에 해 더 이상 설명하고자 하는 욕구를 상실하게 만들었

다. 실제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 SH가 “내 방법으로 하면 안 되겠

다”( 사 916)라고 발화하면서 자신이 이  과제에서 편하게 용하여 

해결했던 략을 완 히 버리고, HS와 SS가 사용한 략에 주목하게 되

었다. 

1모둠의 SS 한 문제6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보 다. 문제4, 5에서는 

처음 패턴에서 시작하는 치가 구체 인 수로 명시되어 용이하게 해결

할 수 있었지만, 문제6에서 “처음패턴의 어떤 그림”이라는 조건은 이

에 사용했던 략을 일반화시켜 나가는 것을 방해했다. 결국, SS는 문

제6을 해결하기 해 이 에 사용한 방법(HS와 동일한 방법)을 버리고,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하 다. 아래[그림 Ⅳ-6]은 SS가 문제6을 해

결하기 해 작성한 내용이다. 

    



- 79 -

[그림 Ⅳ-6] 문제6에 한 SS의 풀이

SS가 문제6을 해결하기 해 구체 으로 처음패턴의 각 그림(그림1~그

림5)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패턴의 그림n에 한 식들을 나열한 후 귀납

을 시도했지만, 진 이 없자 모둠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아래<표 

Ⅳ-10>는 SS가 발화한 “뭐를 더해야..”( 사 614)에 해 논의하면서 

이루어지는 화의 사내용이다. SH가 “뭐”에 해당하는 수는 2의 배

수가 될 것이라고 추측을 제기하지만, 어떤 그림에 해서는 표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에 해 SS도 SH의 의견에 동의했다. SH와 SS가 

“표 할 수 없다!”( 사 631)고 단정 으로 발화하는 것은 실제 인 수

에서 추상 인 상으로의 이행에서 수반되는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처음패턴에서 시작하는 치가 구체 인 수로 정해진 경우에만 새로운 

패턴의 식은 표 가능하고, 시작하는 치가 어떤 그림인 경우, 그 어떤 

그림에 해당하는 그림수는 고정 이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은 수로, 구체

으로 정해지기  까지는 그 어떤 수에서 시작하는 패턴의 식은 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때 HS가 어떤 그림이라는 추상 인 상을 표

할 수 있도록 “다른 문자”( 사 634)를 사용하자는 안을 제안했다. 

HS가 SS에게 다른 문자를 이용해 보라는 아이디어는 SS에게 새로운 돌

구로 작용하여 처음패턴의 어떤 그림수를 라고 두고 다시 식을 구성

하려고 분투했지만 한 식을 완성해내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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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 SS의 아이디어에 한 모둠토론

그룹 Line 화자 사

1

612 SS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만약에 이거에서() 이

거로() 갈려면 2를 더하고..

613 HS (SS의 의도를 악하여)아~

614 SS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러스 1

에다가.. 뭐를 더해야 그게 맞는지 모르겠다. 

... ... ...

620 SH 2의 배수? ... 안되지. 2..2를..나타낼 수 없어!

... ... ...

631 SS
그림3을 .. (잠시 고민하다가)어! 표 할 수 없다.

(웃음) 그래서 그 지!

632 HS
[처음 패턴의 식 에 어떤]그림숫자를  더하

는 걸로 보면 되잖아.

633 SH, SS 다시 다시 뭐라고?

634 HS 어..다른 문자..

2.2. 매개변수에 한 과정- 상  근

문제6에 한 HS의 풀이를 살펴보면, SS가 모둠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

청하기 , 이미 문제6에 한 식을 완성한 상태로 모둠 토론에 참여했

다. 아래의 [그림 Ⅳ-7]은 HS가 문제6에서 완성한 식을 보여 다. 

[그림 Ⅳ-7] HS의 문제6에 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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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는 먼  “=처음 패턴의 그림수”([그림 Ⅳ-7])라고 작성한 후, 처

음패턴의 식 에 를 입하여 처음 패턴의 어떤 그림의 바둑돌의 

개수에 해당하는 식 을 구하 다. 그런 다음, 식 을 새로운 

패턴의 그림1의 바둑돌의 개수로 두고, 이  문제에서 해결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에 을 더하여 새로운 패턴의 식 

을 완성해냈다. HS가 문제6을 하는 태도는 이 의 과제를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듯 보 다. 아래<표 Ⅳ-11>는 HS가 문제6에 해 작성

한 자신의 풀이에 해 모둠동료들에게 발표하는 사내용이다. 

<표 Ⅳ-11> HS의 문제6에 한 모둠발표

그룹 Line 화자 사

1

725 SS (HS가 작성한 식을 읽어보고)어떻게 한 건데?

726 HS
제일 처음에 그림1에서 바둑돌이 3개여서, 앞에 3

러스 2..2곱하기 마이 스 1했잖아?

727 SH, SS 응.

728 HS

그래서 [여기서도] (자신이 작성한 식에서 을 

가리키며)그림1의 바둑돌의 개수..개수를 앞에 더하고, 

(을 가리키며)이걸 그 로 붙 어.

SS와 SH는 HS가 작성한 식 에서 에 한 의미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드러냈다(<표 Ⅳ-12>). 여기서, HS가 작성한 

에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먼 , 를 “처음 패턴의 그림수”

라고 두고, 처음패턴의 식 에 를 입하여 얻은 식 은 처음

패턴의 어떤 그림수의 바둑돌개수를 나타낸다. 이제 새로운 패턴의 식을 

구하기 해 이 식 은 새로운 패턴에서 그림1의 바둑돌개수의 의

미로 고려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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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2> HS풀이에 한 SH와 SS의이해의 어려움 

그룹 Line 화자 사

1

1121 SH

근까.. (HS이 작성한 식에서 을 가리키며)이 앞에 

거는..(자신의 활동지를 넘겨 처음 패턴의 식 을 

가리키며)이거란 말이가?

1122 HS
(자신이 작성한 식에서 을 가리키며)이게..새로운 

패턴의 그림1의 개수,

1123 SS
아~ 근까, 처음에 제시된..응? (HS의 식에서 을 가

리키며)이게 새로운 거라고? 그게?

... ...

1129 SS
니가 라고 둔 게 처음에 제시된 패턴의 수..어떤 그림

수를 라고 둔거잖아?

1130 HS 응.  

1131 SS 근데 방 니가 (을 가리키며)이게 새로운 이라메?

여기서 에 한 의미는 처음패턴에서의 의미(어떤 그림수의 바둑

돌 개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패턴의 의미(새로운 패턴에서 그림1

의 바둑돌 개수로서의 상)로 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즉, HS는 

을 처음 패턴의 어떤 그림수의 바둑돌의 개수를 나타내는 하나의 

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처음패턴에서 

그림수가 정해지면 바둑돌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으로서의 식 을 

하나의 상으로도 해석되는 것이다. 이러한 유연한 근방식은 과정-

상  근(Sfard, 1995)에 해당된다. 즉, 하나의 식 자체를 과정으로

서의 해석과 상으로서의 해석이 서로 상보 으로 공존하고 있다. <표 

Ⅳ-11>의 HS 발화에서 처음패턴의 어떤 그림수 에 한 바둑돌의 개수

를 로 나타내는 것은 그 식 자체를 조작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후 을 환시켜 새로운 패턴에서 그림1의 

바둑돌의 개수로서 구조 ( 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한, 문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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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 SH가 범했던 문자설정의 오류가 HS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다. 즉, 

새로운 패턴의 “그림”에서의 문자기호 과 처음 패턴의 “어떤 그림

수” 사이에 분명한 구별을 감지할 수 있었다. 이 한 문자기호를 과정

- 상의 인 개념으로 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다. 즉, HS는 

을 모든 자연수가 입되어 시각  그림을 구성하도록 하는 과정으로서

의 기호로, 를 처음패턴의 어떤 그림 수, 즉 모든 자연수  하나로 결

정될 상으로서의 기호로 간주할 수 있었다. 

HS는 에 해 처음에 과정으로서 근한 식을 이 이동된 

상으로서의 의미를 강조하여 모둠동료들에게 반복 으로 설명했지만, SH

와 SS는 에 해 이 이동하기 인 자의 의미(과정)에 집

하면서 HS의 의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드러냈다. 이로부터, SH와 SS

의 문제6에 한 이해의 어려움은 수식을 과정으로만 해석하는 것으로

부터 발생하는 어려움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여기서 HS는 수식을 과

정과 상으로서 유연하게 근할 수 있었고, 수식을 과정- 상의 

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의 변화에 한 논의는 

맨 처음 문제3을 다루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것이었다. 문제3에 한 

체 토론에서 “처음패턴의 그림2를 새로운 패턴에서 그림1로 두자”는 

체 합의는 이후에 문제 4,5의 해결에서 유연하게 용되었다. 하지만, 

이 과제들에서는 처음패턴의 미리 정해진 치나 그 치에 응하는 

그림을 구체 인 그림이나 개수를 이용하여 상으로 다룰 수 있었기 때

문에 그 그림을 새로운 패턴의 그림1로 바라보는 의 이동이 자연스

럽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문제6에서는 처음패턴에서 정해진 그 그림을 

구체 으로 지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인 수로 다룰 수도 없었

기 때문에 SS와 SH가 하나의 상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한, 처음패턴의 어떤 그림수에 한 문자사용은 이 에 실제 인 수에서 

유연하게 용되었던 상명칭의 상 성(Bardini et al, 2005), 즉 을 

새로운 패턴의 그림1로 고려하는 것을 방해했다. 여기서 주목할 만 한 

은 SH와 달리 SS는 문제6을 풀기 까지 HS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  

과제들을 용이하게 해결해 왔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SS가 문제6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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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의 설명을 듣고 그 의도를 즉시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라 상했지만, 

SH와 마찬가지로 명료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 결과는 구체 인 

수에서 유연하게 용된 차를 추상 인 상에 해 일반화시켜 나가

는 것은 큰 어려움이 수반된다는 것을 확증한다.

아래<표 Ⅳ-13>는 SH가 HS의 반복 인 설명 이후에 그 식의 성은 

인정했지만, 문자 과 사이에 의미의 모호성을 새로운 문제로 제기하

는 사내용이다. 이는 재 맥락에서 각각 과정으로서의 문자기호()와 

상으로서의 문자기호()에 한 구별의 명확성에 해 을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발화이다. 

<표 Ⅳ-13> 문자기호 과 의 구별의 어려움

그룹 Line 화자 사

1

1256 SS (HS의 설명을 듣고 나서)맞는 거 같은데?

1257 SH

응. 맞는 거 같은데.. 난 (HS가 작성한 식의 문자기

호 에 동그라미를 그리며)이거랑 (문자기호 에 동

그라미를 그리며)이거의 구분을 잘.. 지  모르겠다. 

1258 SS 나도 그 차이가 잘 모르겠어. 

1259 HS 어떤.. 

1260 SH (HS의 말을 자르며)어떤 그림?

 

본 연구자는 HS에게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사용된 그 두 문자기호에 

한 의미를 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기 했지만, HS의 반복된 설

명에도 불구하고 SH와 SS가 두 문자의 의미에 한 이해로 나아가도록 

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1모둠의 토론이 더 이상 진 이 이루어지지 않

자, 교사연구자는 모둠 토론을 이미 마친 2모둠의 SB에게 도움을 요청했

다. 교사연구자는 1모둠의 HS와 2모둠의 SB가 개인별 풀이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문제6을 해결하는 것을 찰(이후 미묘하게 다른 사고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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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다는 것을 기술할 것이다)하여, SB가 HS의 문제6에 한 모둠 발표

에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단했다. 아래 [그림 Ⅳ-8]은 SB12)의 문제6에 

한 풀이를 보여 다.

  

[그림 Ⅳ-8] 문제6에 한 SB의 풀이

 

SB가 처음패턴과 새로운 패턴들의 식을 구성한 방식은 그림1 이후에 

그림수가 1씩 증가할 때마다 바둑돌이 2개씩 늘어난다는 규칙을 이용하

여 “그림1의 바둑돌의 개수 + 2()”와 같았다. 이 방식은 이  문

제에서 SS와 SH가 사용해 온 방식이었고, 모둠토론을 통해 SH도 이 방

식을 이해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SB의 풀이를 [그림 Ⅳ-7]에서 제시된 

HS의 문제6에 한 식을 비교했을 때, 처음 패턴의 어떤 그림수의 바둑

돌의 개수의 표 이 달라 보이지만, HS의 표  은 SB가 사용한 

3+2()을 정리하면 같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림 Ⅳ-8]

에서 SB의 풀이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HS가 거친 사고과정과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HS가 을 

과정에서 상으로 을 변화시켜 나간 것을 설명했다. 반면, SB의 풀

12) SB는 문제6으로 넘어가기 , 문제5(그림100)를 해결하고 나서, 바로 일반화

를 시도하여 문제6에서 요구하는 답을 이미 완성하 다. SB에게 매개변수와 

련하여 일반화하여 수  표 으로 나아가도록 자극하는데 있어 문제5만

으로도 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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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서 라는 식에서 으로 변화하는 동안 

사고과정의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먼 , SB는 HS와 다르게 새로운 패턴

의 그림1을 처음패턴의 ‘어떤 그림’(HS는 ‘어떤 그림수’로부터 출발

했다는 것에 주목하라!)으로 생각했다. 이것은 HS가 새로운 패턴의 그림1

을 고려하기 해 처음패턴의 어떤 그림수에 주목한 것과는 분명 다르

다. SB는 HS와 달리 먼 , 새로운 패턴의 그림1에 해 정신 인 이미지

로부터 하나의 실체로 다루게 되면서 어떤 그림을 로 기호화하게 된 

것이다. 즉, 과정이기보다는 상으로서의 에 한 아이디어는 시각  

패턴에서 하나의 추상 인 이미지에 응되는 것이다. 이로부터 

와 같은 식을 작성하게 되었다. 이후, 에 응되는 정신  

실체인 이미지를 분해하기 해 를 ‘어떤 그림’에서 ‘어떤 그림

수’로 두고 어떤 그림의 바둑돌의 개수를 구하는 식 으로 나

아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HS에게 이 과정이 마음속에서 순식간에 일

어났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행동이나 말에서 나타나진 않았다). 

이때, 상으로서 간주되었던 어떤 그림을 바둑돌의 개수를 구하는 식으

로 나아가면서 과정으로 이해한 다음 다시 그 식 자체()가 

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림 Ⅳ-8]에서 자신이 작성한 식 

에 을 고, “어떤 그림의 바둑돌의 개수”라고 작성한 

것으로부터 그 자체를 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

고 있다. 즉, 여기서 SB의 사고과정은 상에서 과정으로, 다시 그 과정

을 상으로 유연하게 옮겨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다. 

아래의 <표 Ⅳ-14>는 SB가 1모둠의 동료들에게 다른 두 문자기호 과 

에 해 설명하는 사내용이다. SB가 다른 동료들에게 설명하는 발화

에서도 에서 설명한 과정과 상사이의 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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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4> SB의 문자기호 과 에 한 설명

그룹 Line 화자 사

1

1297 SS 랑 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

1298 SB

(문제5에서)만약에.. 이거("그림100"의 100에 동그라미

를 그리며)그림100이며는..엉.. 여기서 새로 시작되는 

거는, 그림100이 그림1로 되는 거고.. 어떤 그림수는 

그림.. 근까 주어진 수지! 그냥.. 원래.. (문제5의 "그림

100”을 가리키며)그림.. 어떤 거지! 그림100이 어떤 수

고..그게 그림1로..그림1부터 새로 시작되는 게..그게 

이고.

... ... ...

1299 SS
근까 (문제5에 "그림100"의 숫자 100을 가리키며)이

게..이게  ?

1300 SB 어. 이게 어떤 그림수!

1301 SS
그 다음, 이게 100에서..1로 가서 새로 시작되는 거

는..

1302 SH 그 바  패턴에서..

1303 SB !

SB의 설명을 살펴보면, 먼  문제6에서 자신이 설정한 문자기호 에 

한 의미를 설명하기 해 문제5를 로 들어 설명해나갔다. SB의 발화 

“어떤 그림수는 그림..근까 주어진 수지!”( 사1298)에서 처음패턴의 어

떤 그림수에 해 상으로서 고정 인 의미를 강조한 후, 문제5에서 

“그림100”을 로 들어 문자기호 를 설명했다. SB는 자신과 다른 동

료들에게 익숙하게 해결된 문제5의 “처음패턴의 그림100”에서 수 100

으로부터 문제6의 “처음패턴의 어떤 그림수 ”에서 문자기호 에 

해 비유 으로 설명해 나갔다. 즉, 추상 인 념으로서의 문자기호 에 

해 구체 인 수 100에 반 시켜 설명하 다. <표 Ⅳ-14>에서의 S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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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은 HS가 설명한 방법과 본질 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HS는 

문제6에서 새로운 패턴의 그림1에 해 처음패턴의 어떤 그림수 로부

터 을 바둑돌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으로 해석했던 것을 새로운 패

턴의 그림1의 바둑돌의 개수로, 즉 상으로 변화시켜야 했다. 하지만, 

SB의 발화 “그림100이 그림1로 되는 거고..”( 사1298)는 처음패턴의 

어떤 바둑돌의 그림을 새로운 패턴의 그림1로 바라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자기호 에 한 설명을 마친 다음, 바  그림1부터 새로 시

작되는 문자기호를 이라고 설명했다. 한, SB는 HS와 달리 문자기호 

를 문제5의 조건을 통해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SB에게 문

제5는 구체 인 를 통해 일반 인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형 인 

(Harel & Tall, 1991; Mason, 1996, Radford, 2007)로 작용하고 있다. SH

와 SS에게 형 인 를 통한 SB의 설명은 문자기호만으로 설명한 HS

의 방식보다 더욱 효과 이었다. 

 두 문자기호에 한 의미를 구별하는 설명을 마친 후, SB는 문제6에 

한 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기 해 먼  문제3, 4, 5에 해 

자신이 구성한 식과 1모둠의 동료들이 작성한 식을 비교해 나갔다. 그런 

다음, 문제3, 4, 5에서 새로운 패턴의 그림1의 바둑돌 개수 5, 21, 201은 

처음패턴에서 각각 그림2, 그림10, 그림100에 해당된다는 것과 각각의 

바둑돌의 개수는 처음패턴의 식 3+2()에 각각의 그림수를 입하여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 다. 그리고 나서, SB는 를 어떤 그림수라

고 할 때, 처음패턴의 식 3+2()에서 을 로 치함으로써 어떤 그

림의 바둑돌의 개수가 3+2()임을 설명해나갔다. 아래의 <표 Ⅳ-15>

는 SB가 문제6에서 새로운 패턴의 그림1에 한 식을 구성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사이다. 여기서 SH와 SS는 SB의 설명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 다. 특히, SB의 발화“을 로 바꾸고”( 사1321)는 이 에 구체

인 수를 입하는 차를 바탕으로 처음패턴의 식 3+2()에서 을 

로 치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시도했지만, 여 히 SH와 SS는 

악하지 못했다. 이와 련하여 Kieran(1990)은 산술 인 사고에서 수

인 사고로의 이행에서 학생들의 어려움을 논증하기 해 산술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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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본질 인 차이를 언 했다. 그는 산술은 차 이고 해답으로 나아가

는 과정으로 인식되는 반면, 수는 구조 이고 상징 인 표  그 자체

가 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두 가지 인식에 한 

단 이 자연스러운 이행을 방해한다고 주장하 다. 

<표 Ⅳ-15> 식 3+2()에 한 SB의 설명

그룹 Line 화자 사

1

1319 SB

근까 (처음패턴의 식 3+2()에 을 그으며)이

게 나오잖아. (다시 문제6으로 넘어와서)를 (“가 

어떤 그림수"에 동그라미를 그리며)어떤 그림수라고 

두면, ("3+2()+2()"에서 3+2()에 

을 그으며)이 게 되는 거지! 

1320 SH, SS …

1321 SB ("3+2()"에 를 가리키며)을..을 로 바꾸고

특히, SS는 문제5까지 HS와 동일한 방식으로 즉, 문제5에서 새로운 패

턴의 식을 구성할 때, 처음패턴의 그림100의 바둑돌의 개수를 처음패턴

의 식 에 입하여 구했지만, 처음패턴의 어떤 그림수에 응하는 

문자기호 에 해서는 용해나가지 못했다. 이것은 SS가 식 에

서 에 구체 인 수만 입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SS에게 처음패턴의 어떤 그림수 는 어떤수를 신하

는 정 인 상으로 여겨지기보다는 여러 가지 값이 입되는 동 인 과

정으로 간주되어 문자기호 를 에 입한다는 SB의 설명은 그에게 매

우 어색한 것이다. SB와 HS에게 당연한 그 문제해결과정이 SS와 SH에게

는 분명 극복해야할 과제에 해당된다.

2.3. 형 인 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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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오는 사(<표 Ⅳ-16>)는 SS와 SH가 새로운 패턴의 식에서 

‘3+2()’에 한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자 SB가 다시 문제3에서 구

한 식을 구체 인 로 설명하는 내용이다. <표 Ⅳ-16>에서 SB의 설명은 

분명 SS와 SH가 식 에 해 이해로 나아가도록 지원하 다. 

SB의 설명을 살펴보면, 먼  그는 처음패턴의 식 3+2()을 상기시킨 

후, 문제3에서 구한 식 5+2()에서 숫자 5를 가리키며 “어떤 그림수

의 바둑돌의 개수잖아!”( 사1350)라고 발화하면서 일반 인 것을 구체

인 것을 통해 설명해 나갔다. 이 에 설명했던 방법과 <표 Ⅳ-14>에서 

설명한 방식을 비교해보면, 그림2의 바둑돌의 개수를 에 2를 

입하여 5를 구한 것은 계산과정으로부터 얻은 결과로 기술했다면, 이

제 5는 “어떤 그림수의 바둑돌의 개수”라고 발화하여 결과에서 과정을 

떠올려 어떤 그림수에 해당하는 수를 찾도록 유도했다. 후자의 설명을 

문제4, 5에서 사용된 21과 201에 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지 하면서 강

화해 나갔다. 이러한 설명은 결국 SH와 SS에게 이라는 식을 

통찰에 이르게 했다. 

SH와 SS에게 일어났을 사고과정에 해 기술해 보면, 각각 5, 21, 201

이라는 수는 어떤 그림수의 바둑돌의 개수이고, 그 어떤 그림수를 역추

하여 각각 2, 10, 100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고, 이로부터 

라는 식의 바둑돌개수에 한 어떤 그림수가 가 되어야한다

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 어떤 그림수의 바둑돌의 개수가 된

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경험은 문자기호 가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는 잠재 인 과정으로 해석되었던 것을 정 인 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처음패턴의 어떤 그림수의 바둑돌의 개수에 한 일반

인 식 3+2()을 설명하기 해 SB의 기발한 설명은 SH와 SS에게 

발 이었고 분명한 이해로 이어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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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6> 식 3+2()에 한 SB의 구체화

그룹 Line 화자 사

1

1346 SB
근까.. 처음패턴에서 어떤 그림의 바둑돌 개수를 구

하려면,

1347 SS,SH 음.

1348 SB 3 러스 2곱하기  마이 스 1 이잖아?

1349 SH 음.

1350 SB

어. 그리고 (문제3에서)여기 앞에서 보며는, ("5+2

()”에서 5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어떤 그림수

의 바둑돌 개수잖아! 

(문제4 로 넘어가서 "21+2()”의 21을 가리키

고, 문제5로 넘어가 "201+2()”에서 201을 가리

킨다.)

1351 SH (SB가 가리키는 숫자를 가리키며)어! 이거! 어.

1352 SB
그러니까, (문제6으로 다시 돌아와서)식을 ("3+2

()”에 동그라미를 그리며)이 게 쓰면 된다고!

1356 SS, SB 아~~

 

2.4. 구체화와 추상화활동에 의한 이해

SH와 SS는 구체 인 를 통해 일반 인 것을 보는 SB의 방식을 유

하여, 그들이 이 에 해결한 문제들을 이제 특정한 하나의 독립 인 

가 아닌 일반 인 것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 인 로 역할하게 

되었다. 이후의 SH와 SS의 발화에서 일반 인 것을 구체 인 것으로 옮

겨 살펴보고 다시 구체 인 것을 통해 일반 인 것을 보는 증거는 아래

의 <표 Ⅳ-17>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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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7> SS와 SH의 문제6에 한 식의 재정리

그룹 Line 화자 사

1

1489 SH

(문자기호 를 가리키며)이게 어떤! 그림이잖아. 그러

니까 (문제5로 넘어가 지문에 그림100을 가리키며)이

거.. 그림100

... ... ...

1493 SS
근까 201, 그러니까 그림100의.. 어떤 수의 바둑돌 개

수.

1494 SH

어. (SS의 말에 이어)개수를 구하는 거잖아. (문제6으

로 넘어와 ‘3+2()’을 가리키며)이것도 같이 

("=어떤 그림수”라고 작성된 에 손가락을 갖다 

며)이 를 그림수로 (식 ‘3+2()’의 에 손

가락을 옮기며)여기다가 입하면.. 그 패턴.. (그림1

을 강조하기 해 책상을 치며)그림1의 (‘3+2

()’에 을 그으며)바둑돌 개수가 나오겠지? 

새로운 패턴에 해 그림1(!) 의 바둑돌 개수!

1495 SS

그럼 ("=어떤 그림수"에서 를 가리키며)이게 100

이라 치며는 (식 3+2()의 에 손가락을 옮기며)

여기다가 100을 입하며는, 이게 그 그림100의 바둑

돌 개수가 나오는 거고.

1496 HS 음. 근데 그 수가 새로운 패턴..

1497 SH
(HS의 말을 이어서)새로운 패턴에서 그림1로 되는 거

고.

1498 SS

이게 1로..근까 (식 3+2()+2()에서 3+2

()을 가리키며)얘가 1로 변하.. 100에서 1로 변하

니까, (식 3+2()+2()에서 을 가리키며)이게 

1로 치고, 그 다음에 2로 치고, 이런 식으로 변한단 

이 소리아이가?

1499 SH 엉. 뒤에는 두개씩 늘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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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 Ⅳ-17>는 SB가 자신의 모둠으로 돌아가고 1모둠의 SH와 SS

가 문제6에 해 완성된 식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서 화하는 사내용

이다. 아래의 화내용에서 SH의 발화 “(문자기호 를 가리키며)이게 

어떤! 그림수 잖아. 그러니까 (문제5로 넘어가 지문에 그림100을 가리키

며)이거.. 그림100”( 사1489)에서 어떤 그림수를 그림100으로 보고 있다

는 것을 보여 다. 그리고, SS의 발화 “근까 201, 그러니까 그림100의.. 

어떤 수의 바둑돌 개수”( 사1493)에서 구체 인 그림100의 바둑돌의 

개수를 일반 인 어떤 그림수의 바둑돌의 개수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SS의 발화에 이어 SH의 발화 “(문제6으로 넘어와 3+2()을 가리키

며)이것도 같이 ("=어떤 그림수"라고 작성된 에 손가락을 갖다 

며)이 를 그림수로 (식 3+2()의 에 손가락을 옮기며)여기다가 

입하면..”( 사1494)로부터, 처음패턴의 그림100의 바둑돌의 개수를 구하

는 방법을 일반화하여 에 를 입한 결과 3+2()를 어떤 그림수의 

바둑돌의 개수에 한 표 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처음에 

3+2()은 에서 에 를 입하여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해하지 못했지만, 를 과정이 아닌 상으로 보게 되면서 유연하게 용

해 나갈 수 있었다. 의 <표 Ⅳ-17>의 사1495와 사1498에서 SS는 

SH가 문자 상징으로만 설명한 과정을 다시 그림100으로 옮겨와 살펴보

면서 일반 인 것을 특수한 것을 통해 보고 있었다. 이와 같이, SS와 SH

의 상보 인 화 속에서 일반 인 것을 특수한 경우로 옮겨 살펴보고, 

다시 특수한 경우에서 일반 인 것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수회에 걸쳐 일

어났고(Mason, 1996), 결국 문제6에 한 새로운 패턴의 식 ‘3+2

()+2()’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2.5. 다른 문자기호에 한 다른 역할 인식

문제6에 한 새로운 패턴의 식을 특수와 일반을 오고가면서 반성하고 

정교화하는 가운데, SS로부터 문자기호 과 를 구별하는 유의미한 발

화가 나타났다. 아래<표 Ⅳ-18>는 SS가 모둠 동료들에게 문자에 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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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확인하는 가운데 나타난 화의 사내용이다. 

<표 Ⅳ-18> SS의 문자기호 과 에 한 구별시도

그룹 Line 화자 사

1

1502 SS
근까 이거는 정해진 거 일수도 있고, 얘는 계속 

변하는 거지. 은 변하는 거 아이가?

... ... ...

1504 SS

그러니까, (문자기호 를 가리키며)이거는 우리

가 무얼 뽑았을 때.. 이거는 먼  정해지는 거

고! 그 다음에 이 은 변하는 수고!

1505 SH, HS 음. 음.

 

여기서, SS의 발화 “이거는 우리가 무얼 뽑았을 때.. 이거는 먼  정

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은 변하는 수고!”( 사1502)에서 두 문자기

호 와 에 한 선후 계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매개변수 에 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정(undetermined)

의 의미를 “무얼 뽑는다”라는 발화로, 그리고 매개변수의 고정 인 의

미를 “정해지는 거고!”라는 발화로 한 문자기호에 해 상충되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다. 한, 문자기호 

에 해 “변하는 수고!”( 사1504)라는 발화로 변수에 한 의미를 설

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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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결론

1. 논의  시사

  본 연구의 목 은 학생들이 매개변수개념을 의미 있게 이해하도록 지원하

는 학습조건을 찾는 것이었다. 이에 해 수학  개념에 한 기존의 이론

 연구물과 시각  패턴일반화활동에 한 여러 실증  연구물에 기반하여 

일반화 수단으로서 매개변수를 구 할 수 있는 시각  패턴탐구과제를 고안

했다. 이로부터 학생들이 과제를 해결하는 동안 일어나는 사고과정과 어려

움  오류의 양상이 어떤지 그리고 발생한 어려움  오류를 어떻게 극복

하는지를 심층 으로 분석하 다. 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과제를 해결하

면서 결국 매개변수개념을 의미 있게 이해해나가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

구자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설계된 시각  패턴탐구과제로부터 스스로 매개변수함

수식을 성공 으로 작성한 학생들의 사고과정을 분석한 결과, 의 환

이 유연하게 이루어졌다. 사고과정에서 나타난 의 환의 두 가지 요소

를 살펴보면, 먼 , 처음패턴에서 어떤 그림수에 응하는 그림을 새로운 패

턴의 그림1로 유연하게 환하는 상황, 즉 처음패턴에서 어떤 그림수를 라

고 설정하고 이에 응하는 바둑돌의 개수를 새로운 패턴에서 그림1에 응

하는 것으로 용이하게 을 환시킬 수 있었다. 한, 이라는 식을 

과정이면서 동시에 상으로 고려하는 의 환의 유연성을 보여주었다. 

즉, 그들은 한편으로 이라는 식을 처음패턴에서 그림에 응하는 바

둑돌 개수로서 그 자체가 하나의 상으로 고려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

로, 완성된 매개변수함수식 에 해 토론하는 과정에서 처음

패턴의 그림105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패턴의 식을 구하기 해 자리에 105

를 입하는 행동은 을 과정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다. 김성 (2007)은 의 환을 문자와 식과 련된 수  사고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매개변수함수식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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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의 환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은 매개변수함수

식을 완성하는데 핵심 으로 작용하 다. 한편, Fruedenthal(1986)에 의하면, 

학생들에게 의 환은 자연스럽다기보다는 어렵고, 학습되어야할 사고 

략  하나에 해당된다. 

 둘째, 개인 으로 매개변수함수식을 성공 으로 완성하지 못한 학생들의 

사고과정과 그 학생들이 다른 동료들과 토론하는 과정을 분석한 결과 세 가

지의 공통 인 어려움의  요소가 확인되었다. 먼 , 그들은 다른 문자기호사

이에 역할을 인식하거나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구체 으로, 학생들은 

처음패턴의 식 에서 을 변수가 아닌 구체 인 수가 들어갈 자리지기

로 인식하고 있었고, 처음패턴의 ‘어떤 그림수’라는 조건에 해 변수 

과 동일한 문자기호를 설정하는가 하면, 어떤 아이디어도 연결시켜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두 번째 어려움은 구체 인 수에서 용이하게 용된 

일련의 해결 차를 추상 인 상(thing)에 해서는 용시켜 나가지 못한

다는 것이었다. 구체 으로, 학생들은 산술 인 탐구에서 새로운 패턴의 그

림1의 개수를 처음패턴의 식 에 구체 인 그림수(ex. 그림10, 그림100)

를 입하여 구했지만, 처음패턴의 어떤 그림수에 응하는 바둑돌개수 

을 의 에 를 입하여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

다. 이것은 산술 인 사고와 수 인 사고 사이에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산술에서 용이했던 일련의 과정이 수로 자연스럽게 이행되는 것은 아니라

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 분석  사고13)는 산술  사고와 구별되는 

수  사고요소로서 필수 이라는 것은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수  

추론에서 분석  사고의 요성을 언 한 Radford(2013)와 김성 (2004)의 연

구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매개변수함

수식을 개인 으로 완성하지 못한 학생들은 의 환이 유연하게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셋째, 매개변수함수식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모둠  체

13) Radford(2013)에 의하면, 분석  사고는 아직 모르는 양을 마치 알고 있거

나, 특정한 숫자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미지수나 정해지지 않은 

양(ex. 변수, 매개변수)을 일반 으로 조작하려면 분석  사고는 필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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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을 통해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형 인 가 심 인 역할을 

제공하 다. 한, 일반 인 경우를 특정한 경우에 비추어 보고(구체화), 다

시 특정한 경우에서 일반 인 경우로 넘어가는 것(추상화)이 일회 이거나 

단방향 이기 보다는 수회에 걸쳐 양방향으로 오고 가는 가운데 식의 구성 

 의미의 이해에 이를 수 있었다. 구체 으로, 매개변수함수식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그림’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패턴의 식에 한 일련의 해결 과

정이 거의 자동 으로 이루어진 학생의 반복 인 설명은 그 문제에 어려움

을 겪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제공하지 못했다. 반면, 그림에서 식의 구

성과정에 해 형 인 를 통한 설명방식, 즉 먼 , 구체 인 그림100에

서 식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  다음, 다시 그림100에서 구체 인 수 100과 

그림에서 문자기호 의 역할을 비교하는 설명방식은 이 과제에서 어려움

을 겪는 학생들에게 돌 구를 마련하 다. 한, 그들은 형 인 를 통한 

설명방식을 유해 나갔다. 즉, 그들 스스로 그림에 한 해결과정을 그림

100을 통해 보고, 그림100에서 다시 그림로 옮겨가면서 매개변수함수식을 

완성해 나갔다. 이것은 특수와 일반을 수회 오고 가면서 반성과 정교화를 

거치는 가운데 그 식에 한 명백한 이해로 나아갈 수 있었다. Peter Vogel

은 학생들의 개념형성과정은 단순히 구체 인 상에서 공통된 성질의 추상

인 결과라기보다는 구체 인 것에서 일반 인 것으로 그리고 일반 인 것

에서 구체 인 것으로 향하는 두 가지 방향이 교 로 쉼 없이 반복해서 일

어나는 사고의 활동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 다(Vygotsky, 1986 재인

용, p.143). 한, Mason(1996)은 추상화는 특수한 것을 통해 일반성을 보

는 것이고, 구체화는 일반 인 것에서 특수한 것을 보는 것이라고 설명

하고, 일반화에 한 인식의 발달에 있어 추상화와 구체화하는 경험을 

근본 인 활동으로 강조하 다(p.65).

 마지막으로, 본 연구자가 개발한 시각  패턴탐구과제를 개별 으로 는 

교사  다른 동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해결해나가는 동안 부분의 학생들

은 매개변수함수식을 구성할 수 있었고, 그 식에 의미를 연결시켜나갈 수 

있었다. 즉, 일반 인 매개변수함수식을 산술 인 경우에 련시켜 이해해나

갈 수 있었다. 특히, 매개변수함수식에서 변하는 양으로 사용된 문자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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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일반화된 수로 사용된 문자기호 사이에 역할의 차이를 토론하는 과정에

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구별하는 발화와 그 문자기호사이에 수치 인 입

의 순서를 정하는 발화가 도출되었고, 이 게 발화된 내용은 사회  합의를 

이루었다. 결국, 매개변수개념에 한 이해로 나아가는데 있어 본 연구에서 

개발된 과제뿐만 아니라 사회  상호작용도 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매개변수개념의 교수-학습에 한 시사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개변수개념의 이해와 련하여 의 환은 필

수 으로 요구되는 사고 략이다. 교사는 수 학습에서 문자기호  

수식에 한 다양한 의미와 구조를 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

고, 의식 으로 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제공할 필요가 있

다. 특히, 수학  개념은 과정이면서 동시에 상으로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 한, 문제해결과정에서 맥락에 따라 그 개념에 해 선택할 수 

있는 성질과 역할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

은 분명 어려움을 수반한다. 마찬가지로 매개변수개념의 이해는 이러한 

과정- 상의 인 근을 요하고 맥락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들은 문자기호들 사이에 다른 역할을 인식하거나 매개변수를 

다른 문자기호와 구별하여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문자기호에 한 이러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문자

기호의 도입에서 그 의미와 역할에 한 지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매개변수는 다른 의미의 문자기호를 동반하므로 더욱 복잡

하게 만들 수 있지만, 반 로 매개변수개념의 의미 있는 이해는 문자기

호의 다양한 역할에 한 분명한 이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에

서 반드시 학습해야할 기본 인 수  개념이다. 한, 다른 문자기호

의 역할과 구별하여 매개변수를 설정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하나의 어려

움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문자기호의 다의성에 해 고찰할 수 있는 자

연스러운 학습의 장을 마련하기 해 매개변수를 선택하는 경험이 학생

들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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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본 연구결과에서 매개변수함수식의 구성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수반되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구체화와 추상화 활동

은 매우 요한 역할을 수행하 다. 그러나 재 우리나라 수학교과서에

서 일반 인 방정식 는 함수식과 같은 매개변수표 은 형식 으로 정

의된 후, 구체 인 보기를 제시하여 그 식에 한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

고 있다. 이러한 지도방식은 학생들이 매개변수뿐만 아니라 매개변수표

에 한 개념을 제 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한다. 교사는 매개변수개념

의 이해를 꾀하는 경우, 추상화활동과 구체화활동을 동시에 강조하여 의

미 충실한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야 한다.

 넷째, 학교 수에서 일반화 수단으로서 매개변수개념을 신해서 사용

하고 있는 상수라는 용어는 그 개념의 구조 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며, 

이는 학생들에게 복잡한 변화에 한 어려움을 피할 수 있도록 과정 인 

측면을 가리고 결과 인 해석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Sfard 

& Linchevski(1994)에 의하면, 수학  개념의 발달은 조작 인 개념에서 

출발하여 구조 인 개념으로 나아가야하고, 이때 과정이 없는 상으로

서의 근을 ‘의사 구조 (pseudo-structural)’ 근이라고 명명하며, 이

후의 학습에서 실패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매개변수개념은 

고등 인 함수개념  수  추론에 바탕을 이루는 기본 인 개념으로 

의미 충실하게 지도되어야 하고, 이를 해 조작 인 근에서 출발하여 

구조 인 근으로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시각화를 통한 패턴의 일반화 

경험은 매개변수개념의 이해를 한 유의미한 교수자료로 활용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설계된 과제로부터 매개변수개념에 한 이해로 나아가는

데 있어 교실내의 상호작용은 핵심 인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다른 문

자기호사이에 역할에 한 문제제기는 모든 학생들이 그 역할에 해 반

성해볼 수 있도록 유인하 고, 그 역할에 해 토론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 아이디어가 상호 으로 엮이는 가운데 명백한 구별로 나아갈 수 있었

다. 한, 서로간의 의 과정을 통해 매개변수개념에 한 이해를 증

시켜나갈 수 있었다. 교사는 매개변수개념의 이해를 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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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제뿐만 아니라 사회  상호작용이 풍부한 교실분 기를 조성할 필

요가 있다. 

2. 요약  결론 

 본 연구의 체 인 흐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 , 학교 수에서 일

반화의 수단으로서 매개변수를 도입하고 있는 양상을 살펴보기 해 교과서

분석을 실시하 다. 교과서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매개변수의 소

극 인 지도방식의 문제 을 악하고, 이로부터 학생들이 매개변수개념을 

의미 있게 이해하도록 지원하는 학습조건을 탐색하고자 하 다. 이를 해, 

매개변수개념에 한 역사 , 개념  분석을 실시하여 그 개념에 한 본질

인 측면  이해의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특히, 매개변수개념에 한 분석

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Sfard의 과정- 상 성이론은 매개변수개념의 본

질을 이해하는데 이론  즈의 역할을 제공하 다. 매개변수의 개념  분

석을 바탕으로 그 개념의 본질 인 측면을 추출한 후, 매개변수의 본질 인 

측면을 의미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개발에 착수하 다. 본 연구

자는 수를 산술  패턴을 일반화하기 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패턴 일반

화와 련된 여러 선행연구물과 수 학습에서 의미를 생성하는 것과 련

된 시각화 이론  표상모델이론에 기반하여 매개변수를 구 할 수 있는 시

각  패턴탐구과제를 설계하 다. 이후 구체 인 연구문제가 기술되었다. 연

구문제는 본 연구에서 설계된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동안, 학생들에게 일어

나는 사고과정  어려움의 양상이 어떤지, 그리고 매개변수개념을 의미 있

게 이해하도록 유도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실제로 이 과제

를 해결하는 동안 학생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학습양상을 살펴보기 

해 질  사례연구방법론에 기반하여 교수실험을 설계하 다. 교수실험을 통

해 수집된 다양한 형태의 자료는 삼각검증법  상시비교분석을 통해 분석

되었고, 내포  분석단 도식에 기반하여 연구문제와 련된 특징을 범주화

하 다. 범주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었고, 그 각각의 범주에 해 다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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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주로 나 어졌다. 첫 번째 큰 범주는 사고양상으로 구분되었고, 이 범

주에 한 하 범주는 추상  념의 상화, 분석  사고, 의 환, 

수식의 물화로 정리되었다. 두 번째 큰 범주는 어려움  오류 양상으로 구

분되었고, 이 범주에 한 하 범주는 상명칭의 상 성인식의 오류, 매개

변수의 인식의 어려움, 분석  사고의 어려움, 의 환의 어려움으로 정

리되었다. 세 번째 큰 범주는 어려움  오류 극복 양상으로 구분되었고, 이 

범주에 한 하 범주는 형 인 , 추상화와 구체화활동의 교 작용, 다

른 문자기호에 한 다른 역할 인식으로 정리되었다. 연구결과는 연구문제

와 련된 범주를 심으로 하되, 독자들에게 교실상황에 한 매끄러운 이

해를 제공하기 해 일련의 문항순서 로 기술되었다. 이후, 연구결과에 따

른 논의를 거쳐 매개변수개념의 교수-학습과 련된 시사 을 도출하 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목 에 한 답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목 은 

매개변수개념에 해 의미 있는 이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습

조건을 찾는 것이었다. 매개변수개념에 한 의미 있는 이해는 그 개념

을 나타내는 표 에 한 의미를 연결시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연

구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시각  패턴탐구과제를 기반으로 개별 으로 

혹은 다른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매개변수개념에 해 의미 있는 

이해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때, 매개변수개념에 한 

의미 있는 이해의 여부는 여러 선행연구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

자에 의해 정리된 매개변수개념의 이해의 네 가지 요소에 비추어 단되

었다. 즉, 학생들은 개별 이고 공동 인 학습과정을 거치는 동안, 변수

로 조직되는 함수식보다 더 높은 차원의 수  계를 갖는 매개변수함

수식을 구성해 나갈 수 있었고(이차 계의 일반화), 부분  는 체

인 수식을 과정이면서 동시에 상으로서 해석할 수 있었으며(과정의 

상화, 의 환), 다른 문자기호들 사이에 역할 구별  입의 순

서화에 해 논의할 수 있었다( 의 환, 역동  계 인식). 이와 같

이 매개변수개념을 의미 있게 이해해나가는 과정에서 본 연구자에 의해 

확인된 학습조건은 다음과 같다. 먼 , 매개변수개념의 의미 있는 이해

에 한 학습조건으로 시각  패턴탐구과제의 기능에 해 세 가지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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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할 수 있다. 첫째, 매개변수개념에 한 시각  근은 매개변수개념에 

이미지를 연결시킴으로써 구조 인 근을 용이하게 했고, 이로부터 암묵

이고 복잡한 매개변수개념을 명시 으로 다루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했다. 

둘째, 새로운 패턴의 시작하는 치를 일상 인 용어인 ‘어떤 그림수’로 

설정하여 매개변수에 해 탐구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마련하 다. 특히, 본 

연구에서 이 조건(‘어떤 그림수’)은 학생들이 매개변수를 인식하고, 구성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어려움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 고, 이후에 체토론에서 변수와 매개변수사이에 역할의 차이를 분명하

게 규명하도록 발시켰다. 셋째, 주어진 처음패턴에서 시작하는 치를 구

체 인 수로 설정하여 새로운 패턴의 식을 구하는 산술  탐구문제는 매개

변수를 산술 으로 조작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했다. 즉, 변수 과 독립 으

로 매개변수와 련된 새로운 의미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 다. 매

개변수의 변화에 따라 결정되는 상의 변화가 어떤지, 그리고 반 로 상

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경험을 제공하 다. 한편, 본 연

구에서 탐색된 학습조건은 매개변수개념의 의미 있는 이해와 련된 시

각  패턴탐구과제뿐만 아니라 그 학습과제로부터 교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학습양상에 한 정보도 포함된다. 구체 으로, 과제를 

성공 으로 해결한 학생들의 사고과정을 분석한 결과, 매개변수를 변수

와 구별하여 인식할 수 있었고, 분석  사고가 용이하게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측면에서 의 환이 유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반면, 개인 으로 과제를 하게 해결하지 못한 학생들은 다른 문자기

호들 사이에 역할을 인식하거나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구체 인 

수에서 용이하게 진행된 식의 구성 차를 수에서는 제 로 연결시켜나

가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매개변수개념의 이해를 해 기본 으

로 요구되는 조건으로 다른 역할의 문자기호의 인식, 분석  사고  

의 환과 같은 사고요소를 발견하 다. 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어

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어려움을 극복하

는 과정에서 형 인 는 효과 으로 작용하 고, 구체화와 추상화 활

동이 서로 엮이는 가운데 그 개념에 한 이해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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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었다. 결국, 본 연구에서 개발된 과제를 기반으로 개별 으로 혹

은 다른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매개변수개념에 해 의미 있는 이

해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매개변수개념을 의미

충실하게 지도하고자하는 교사들에게 시각  패턴 탐구과제가 하나의 보조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라 기 된다. 한, 본 연구는 시각  패턴탐

구과제로부터 매개변수에 한 개념학습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잠재력과 

어려움을 보여 다는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   후속연구에 해 언 한다. 먼 , 개발

된 시각  패턴탐구과제로부터 일어난 구체 인 연구결과는 단지 한 사례에 

불과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학년  다른 교실에 일반화하여 용하

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다. 이에 해 다른 학년에 한 후속연구뿐만 아니

라 다른 사회-문화  배경을 띠는 교실에서 일어나는 연구결과에 해 분석

하는 후속연구가 다양하게 실행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

된 매개변수개념의 의미 있는 학습과제로 시각  패턴일반화과제가 가장 효

과 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수에 근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본 연구는 

매개변수에 한 개념학습에서 근할 수 있는 한 차원의 근방식을 제

시한 것이다. 이에 해 다른 이론  토 를 바탕으로 학습과제를 설계하여 

실증 으로 검정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을 남겨둔다. 이후 본 연구를 

바탕으로 매개변수개념의 의미 있는 이해에 한 다각 인 차원의 연구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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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그림1      그림2        그림3

[부록] 차시별 과제

<14차시>

아래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1) 의 그림에서 그 다음에 나올 그림들을 그려보시오.

(2) 에서 제시된 그림에서 그림7의 바둑돌의 개수는? 왜 그 게 생각

하는가?

(3) 에서 제시된 그림에서 그림10의 바둑돌의 개수는? 왜 그 게 생각

하는가?

(4) 에서 제시된 그림에서 그림100의 바둑돌의 개수는? 왜 그 게 생

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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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상황 공한 후, 

메시지 작 하

 이  여러분은 다른 중학교 래학생에게 위에  시  그림들 중 ‘어떤 그

림수’에 해당하는 바둑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편지를 작

해야 한다. 

(5) 메시지 작성하기

 

(6) 의 그림패턴을 수학 으로 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자신이 

알고 있는 수학  방법이 있다면 작성해보시오.

(7) 번째 그림에서 바둑돌의 개수는 몇 개인지 식으로 표 해보자. 어

떻게 그런 식을 만들었는가?

(8) 그림2014의 바둑돌의 개수는 몇 개인가? 왜 그런지 설명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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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1(2차시)

●

● ● • • •

● ● ● ● ● ●

그림1 그림2 그림3  

     

패턴2(2차시)

●
● ●

● ● ● ● ● ● ● ● ● • • •

● ●
●

그림1 그림2 그림3

    

  패턴3(3차시)

● ● ● ● ● ●
● ● ● • • •

● ● ●

그림1 그림2 그림3

    

  패턴4(3차시)

●
● ● ●

● ● ● ● ●  • • •

● ● ● ● ● ● ● ● ●

그림1   그림2    그림3

<15, 16차시>

※ 에서 제시된 각 그림패턴에 해 다음의 동일한 물음에 해 답하

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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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서 제시된 그림패턴에서 그림10의 바둑돌의 개수는? 왜 그 게 생각

하는지 작성하시오

(2) 에서 제시된 그림패턴에서 그림100의 바둑돌의 개수는? 왜 그 게 생각

하는지 작성하시오.

(3) 에서 제시된 그림패턴에서 어떤 그림수에서 바둑돌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작성해보시오.

(4) 문제(3)에서 생각한 그 방법이 한 가지 뿐인가?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

법을 작성해 보시오.

(5) 에서 작성한 표 을 수학 으로 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표 할 

수 있다면 자신의 방법으로 작성해보시오.

   

(6) 의 패턴에서 번째 그림의 바둑돌의 개수를 구하는 식을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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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그림1    그림2       그림3

<17, 18차시>

아래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1) 의 그림패턴에서 그림의 바둑돌의 개수는 몇 개인가? 

(2) 에 제시된 패턴으로부터 그림2014의 바둑돌의 개수는 몇 개인가?

(3) 처음에 제시된 그림패턴의 그림2에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패턴에 

해 그림의 바둑돌의 개수를 구하는 식은?

(4) 처음에 제시된 그림패턴의 그림10에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패턴에 

해 그림의 바둑돌의 개수를 구하는 식은?

(5) 처음에 제시된 그림패턴의 그림100에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패턴에 

해 그림의 바둑돌의 개수를 구하는 식은?.

(6) 처음에 제시된 그림패턴의 어떤 그림수에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패

턴에 해 그림의 바둑돌의 개수를 구하는 식은?

(7) 처음에 제시된 그림패턴의 그림에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패턴에 

해 그림의 바둑돌의 개수를 구하는 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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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study on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parameter 

- based on visual pattern tasks -  

Jee, Young Myong

Department of Mathemat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 meaningful understanding of literal symbols is one of the fundamental 

elements of algebraic reasoning. However, learning about the literal 

symbols that play a different role depending on the context may cause 

difficulties to students. Although parameters as means of generalization  

are essential for advanced algebraic reasoning and learning of functions, 

those have been dealt  implicitly in school algebra. Also, since introduction 

of algebra takes formal and structural approach in our nation's school 

curriculum, it is not being taught to understand implicit ideas in literal 

symbols authentically. In fact, several previous studies have reported that 

the students have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parameter. 

This highlights a need for different approaches to help students understand 

the concept of parameter meaningfu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learning conditions that promote 

meaningful understanding about the concept of parameter. The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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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ed several visual pattern tasks that can be used to form the concept 

of parameter after analyzing literatures about learning of parameters and 

the patterns generalization approach to algebra. A classroom as a case has 

been analyzed for the aspects of thinking processes and difficulties that 

occurred to the students solving this task.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thinking process of the students who had 

solved the tasks successfully, they could recognize variables and parameters 

distinctively and were able to think analytically. Also, it was identified that 

they changed the viewpoints flexibly for the different aspects of 

parameters. On the other hand, the students who were not successful in 

solving the tasks had trouble recognizing different roles of literal symbols 

in algebraic formula, and could not construct algebraic expressions including 

parameters even though they could apply proper procedures for specific 

cases.  The author concluded that the conditions for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parameter are as following: recognition different roles of literal 

symbols in algebraic expressions including parameters, analytical thinking, 

and flexibility to change viewpoints for the different aspects of parameters. 

Meanwhile, in the process that the students were overcoming the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parameter through interaction 

with colleagues, generic examples worked effectively. Also, as two 

activities, such as concretization and abstraction, were mixed up with each 

other, they could move on to understanding on the concept of parameter.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potential learning conditions that may 

occur from visual pattern tasks as learning materials that can be utilized 

for meaningful understanding of parameters concept. It was identified that 

the students were able to move on to meaningful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parameter through interactions with peers or individually from 

designed tasks. This study shows potential of visual pattern tasks and 

limitations that may appear in learning of the concept of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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