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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수학 교사의 과제 변형 및 적용을 통한 조건부확률 

오개념 교정

  수학 과제는 수학 교수학습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적절한 과제를 선정하

고 설계하는 수학 교사의 능력은 교사 전문성의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과

제 변형 활동은 교수학습에서 교육과정과 과제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

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 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사고 실험만

을 거쳐서 과제를 변형하는 활동은 실제 적용 가능성에 대한 한계가 있기

에, 기존 연구에서도 변형한 과제를 적용하는 활동을 강조하며 과제 변형과 

그 적용 사이의 연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를 위한 수학적 지식이 서로 다른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가 조건부확률 오개념 교정을 위한 목적으로 교과서 과제를 변형하고 

이를 수업에 적용하는 과정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과제 변형 과

정에서는 교사가 오개념 교정을 위해 어떠한 교수를 위한 수학적 지식을 고

려하여 어떻게 변형하였는지 살펴보고, 과제를 적용해보는 과정에서는 과제 

변형 과정에서 고려한 교사의 의도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

실 내 상호작용, 교사의 담론 조치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교사의 교수를 위한 수학적 지식은 과제 변형 과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과제 적용 과정에서 학생들의 오개념 교정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는 조건부확률 오개념 교정을 목적으로 

과제를 변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교수를 위한 수학적 지식을 적극 활용하

여 다양한 오개념 교정 기회를 제공하고자 의도하였으며, 실제 적용 과정에

서는 학생들의 참여를 통한 교실 내 상호작용과 교사의 순간적인 담론 조치

에 따라 본래 의도된 오개념 교정 기회의 효과가 완전히 달라짐을 확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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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처럼 과제 변형 및 적용 활동은 교사의 교수를 위한 수학적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고 자신에게 부족한 점을 반성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공하고 후속 연구 방향에 대

하여 제안하였다.

주요어 : 과제 변형, 과제 적용, 교수를 위한 수학적 지식, 조건부확률, 오개념 교

정, 교사 교육

학번 : 2015-2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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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과제는 수학 교수학습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수

학 교사가 제시하는 과제는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수학 학습의 기회를 제공

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므로 수학 교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과제의 

유형과 그 활용 방식에 따라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사고 수준이 달라지므로 

학습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Boston, Smith, 2011; Crespo, 2003; Jones & 

Pepin, 2016; Sullivan, Clarke & Clarke, 2009; Vaugelade, Anne & 

Fuglestad, Goodchild & Sriraman, 2012). 이처럼 과제가 수학 교수학습에

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학습 내용, 학생의 특성 등에 따라 필

요한 과제를 선정, 변형, 적용하는 교사의 능력이 강조되며 이는 교사의 전

문성의 중요한 한 요소로 볼 수 있다(Jones & Pepin, 2016; Prestage & 

Perks, 2007; Son & Kim, 2015; Thompson, 2012; Watson, 2008; Zaslavsky, 

1995; 김대영, 김구연, 2014; 김정은, 이수진, 김지수, 2015; 최승현, 황혜

지, 2008).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도 과제를 활용한 교사 교육이 교사의 전

문성 신장을 위해 필요함을 강조한다(Arbaugh & Brown, 2005; Boston, 

2006; Boston & Smith, 2011; Stein, Smith, Henningsen & Silver, 2000; 

Prestage & Perks, 2007; Vaugelade 외, 2012; Zaslavsky, 1995; 

Zaslavsky, 2007; 김대영, 김구연, 2014; 김정은 외, 2015). 특히 기존의 

과제를 변형시켜봄으로써, 교사는 전문가로서의 자신감을 얻고 그들의 수학 

지식과 수학 교수 설계 능력(mathematics-didactical design capacity)을 

향상시키는 등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Jones & Pepin, 2016; 

Watson, 2008; Zaslavsky, 1995). 교과서 과제를 변형시키는 활동의 경우, 

새로운 과제를 설계하는 데 비해 적은 지식과 경험으로 가능하다는 점과 교

육과정의 의도와 핵심을 이해하고 교수학습에서 과제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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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예비 교사 교육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Lee, 

Lee & Park, 2013; Son & Kim, 2015).

  기존 연구에 따르면 과제 변형 활동은 그 자체만으로도 교사에게 전문성 

신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사고 실험만을 거쳐서 과제를 설계하는 활

동은 실제 적용 가능성에 대한 한계가 있기에, 기존 연구에서도 과제 설계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설계한 과제를 적용해보고 교사가 이를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Crespo, 2003; Even, Tirosh & Robinson, 1993; 

Thanheiser 외, 2015). 이는 과제 변형 활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김정은 

외(2015)는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변형한 과제를 수업하여 과제 변

형 시의 교사의 의도가 제대로 발현되었는지 교사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고 주장하였다. 김하림, 이경화(2016)는 사고 실험에만 의존한 과제 변형 

활동은 실제 학생에 대한 고려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변형한 과제를 적용해보는 활동이 필요하며, 연구자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과정을 관찰함으로써 과제 변형 활동이 실제 수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과제 변형 활동을 

통한 교사 교육에서는 과제 변형 활동뿐만 아니라 과제 적용 활동까지도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교사 교육을 위한 과제 변형이 강조되어 왔지만 이에 관한 연

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존의 과제 변형에 관한 국내 연구에

서는 Stein, Smith(1998)의 인지적 노력 수준1)에 주로 초점을 두고 교사들

이 변형한 과제를 분석하거나(김대영, 김구연, 2014; 김정은 외, 2015; 김

하림, 이경화, 2016; 이혜림, 김구연, 2013), 다수의 예비 교사들을 대상으

로 과제 변형 과정에서 고려한 교수를 위한 수학적 지식(Mathematical 

knowledge for teaching, 이하 MKT)을 분석하였으나(Lee 외, 2013), 소수의 

사례를 대상으로 수학 교사의 과제 변형 및 적용 과정을 상세히 분석한 연

구는 아직 부족하다. 교사 교육에서 과제 변형에 관한 연구가 아직 많이 이

1) 인지적 노력 수준(cognitive demand level)이란 학생들이 주어진 과제에 참여하고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사고의 종류와 수준을 말한다

(Stein 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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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지 않은 만큼 수학 교사가 자신의 MKT를 바탕으로 어떠한 의도를 갖

고 과제의 어떠한 요소를 변형했으며, 실제로 수업에 과제를 적용했을 때 

그러한 의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관하여 상세히 분석해보는 연

구가 필요하다. 과제 변형과 적용 사이의 연결성을 강조한 기존 연구에서도 

과제 변형과 그 적용 과정을 상세히 분석하는 연구는 없었다(Jones & 

Pepin, 2016; Lee 외, 2013; Son & Kim, 2015; Voica & Pelczer, 2009; 

Zaslavsky, 1995; 김정은 외, 2015, 김하림, 이경화, 2016). 특히 수학 교

사의 MKT는 수학 교사의 전문성의 척도로 여겨지고 있으며(Ball, Thames & 

Phelps, 2008), 과제 설계나 변형 과정에서 MKT가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

다고 알려져 있다(Stein, Grover & Henningsen, 1996; Lee 외,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학 교사의 MKT를 바탕으로 과제 변형 및 적용 과정을 심층

적으로 분석하여 교사의 전문성 신장 과정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또한 심

층적인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연주의적 연구 방법(Naturalistic 

Inquiry) 중 사례 연구 방법을 택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교사 교육에서 과

제 변형 및 적용 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과제 변형과 적용 과정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위해 조건부

확률 영역의 오개념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수많은 학생

들이 조건부확률을 학습할 때 다양한 오개념을 갖기 쉽고, 이로 인해 조건

부확률의 올바른 개념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다(Batanero & Sanchez, 2005; 

Borovcnik, 2012; Diaz & Batanero, 2009; Falk, 1989; Fischbein & 

Schnarch, 1997; Jones & Thornton, 2005; Shaughnessy, 1992; 나귀수, 이

경화, 한 대희, 송상헌, 2009; 이정연, 2005; 이정연, 우정호, 2009; 조차

미, 2010). 특히 선행연구에서는 조건부확률 오개념 교정을 위한 교수의 역

할을 강조하면서, 추측, 실험, 토론, 반성, 구성의 과정을 통해 학생이 자

신의 사고를 드러내고 친구와 생각을 공유하면서 수정해나가는 협력적인 활

동이 필요함을 강조한다(Borovcnik, 2012; Castro, 1998; Diaz & Batanero, 

2009; Fischbein & Gazit, 1984; Fischbein & Schnarch, 1997; Jones, 

Langrall, Thornton & Mogill, 1999; Kiczek & Maher, 2001; Koir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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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Tarr & Lannin, 2005; 박찬민, 2014; 이정연, 2005; 이정연, 우정호, 

2009; 조차미, 2010).

  조건부확률 오개념은 분명 조건부확률의 올바른 개념 이해에 어려움을 주

지만, 이러한 오개념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오개념을 고려

하여 수업하는 것이 조건부확률 개념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Borovcnik, 

1986; Diaz & Batanero, 2009; 이경화, 1994). 이동환, 이경화(2010)는 영

재아들에게 모호성을 강조하여 인지적 갈등을 일부러 일으켰으며, 연구 결

과 영재아들은 수학적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수학적 추측, 명제, 증명 등과 

같은 다양한 수학적 활동을 경험하였다. 마찬가지로 조건부확률 오개념을 

보이지 않는 학생들도 이러한 오개념에 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인지적 갈등 

상황을 제공하여 더 높은 수준의 이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나 교과서에서는 조건부확률 오개념을 일으키는 갈등 상황을 제공하

거나 이를 교정 기회를 제공하는 교수법에 관하여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이정연, 2005), 조건부확률 영역은 과제 변형이 필요한 영역이

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과제 변형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주로 인지적 노력 

수준으로는 변형된 과제를 분석하였으나, 인지적 노력 수준만으로는 과제 

변형 과정에서 교사가 무엇을 고려하였는지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조건부확률 오개념과 이를 교정하기 

위한 교수법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과제에서 제공하는 오개념 교정 

기회를 분석하는 틀을 마련하고, 인지적 노력 수준과 예비 교사가 과제 변

형 및 적용 과정에서 고려한 교사의 MKT를 분석하여 적용 과정에서의 담론 

분석을 통해 심층적으로 상호작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주의적 연구 방법 중 사례 연구 방법을 통해 예비 교

사와 현직 교사의 조건부확률 오개념 교정을 위한 과제 변형 및 적용 과정

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이들의 특징적인 양상을 살펴보았다. 과제 변형 과

정에서는 교사가 오개념 교정을 위해 어떠한 MKT를 고려하여 어떻게 변형하

였는지 살펴보고, 과제를 적용해보는 과정에서는 과제 변형 과정에서 고려

한 교사의 의도가 잘 발현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교사의 의도대로 수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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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지 않는 경우에 교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그러한 

수업 장면에서의 질문 등의 담론 조치(discourse move)2)를 심층적으로 분석

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의 과제 변형 및 적용 과정

을 살펴보고 교사 교육에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고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론

에 이어 Ⅱ장에서는 조건부확률, 과제 변형 및 적용, MKT에 관한 문헌을 분

석하고자 한다. 먼저 조건부확률의 개념, 조건부확률의 오개념, 조건부확률 

오개념을 교정하는 교수법을 살펴봄으로써, 교사의 과제 변형 및 적용 과정

에서 제공하고자 의도한 오개념 교정 기회를 파악하는 틀을 마련하고자 한

다. 그 다음 과제 변형 및 적용에 관한 문헌을 분석함으로써, 최근까지 과

제 변형 및 적용에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마

지막으로 MKT에 관한 연구를 분석함으로써 MKT의 정의를 살펴보고, 과제 변

형 및 적용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이루어진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연구 방법을 논의한다. 본 연구에서 선택한 사례 연구의 의미

와 특징을 살펴보고 연구 참여자인 예비 교사, 현직 교사, 학생들의 배경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연구가 진행된 과정을 설명하고, 과제 변형 및 적용 

과정을 분석할 틀을 살펴본다.

  Ⅳ장에서는 연구 문제에 따라 과제 변형 및 적용 과정을 분석한다.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가 변형한 과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교사가 고려한 교

사의 수학 교수에 대한 지식과 과제의 인지적 노력 수준 등을 고려하여 교사

가 변형 과정에서 의도한 오개념 교정 기회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가 어떠한 오개념 교정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과제를 

어떻게 변형했는지, 실제 수업에서 어떠한 학생의 반응을 기대하였는지 등

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가 변

형한 과제를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을 분석할 때, 교사가 과제 변형 과정에

서 의도했던 오개념 교정 기회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의도대로 잘 되거나 

2) Krussel, Edwards, Springer(2004)는 담론 조치를 수학 수업에서 담론에 참여하거

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사의 교수학적 조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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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실 내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교사는 어떠한 담론 조치

를 취하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수업 담론을 분석한다.

  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기존 연구와 관련지어 보고 도출된 결론과 

시사점을 논한다. 그 다음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연구의 제

한점과 후속 연구 방향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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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와 연구의 의의

  본 연구에서는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의 조건부확률 오개념 교정을 위한 

과제 변형 및 적용 과정을 상세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Crespo(2003)는 과제

가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수학 학습 기회를 제공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고, Son, Kim(2015)은 교사들의 교과서 과제 활용에 따라 학생들에게 

어떻게 다른 종류의 학습 기회를 만들어내는지 분석하였다. 이와 마찬가지

로 본 연구에서도 조건부확률 오개념 교정을 위한 과제 변형 및 적용 과정

을 오개념 교정 기회 측면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가. 조건부확률 오개념 교정을 위해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가 교과서 과제

를 변형할 때, 오개념 교정 기회 측면에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나.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가 자신이 변형한 과제를 실제 수업에 적용할 

때, 과제 변형에서의 의도가 과제 적용에서 어떻게 발현되는가?

  본 연구에서는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의 과제 변형 및 적용 과정을 심층

적으로 분석하여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의 전문성이 발달하는 과정을 확인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과제 변형 및 적용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교사 교육에서 과제 변형 및 적용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 상호

작용을 관찰함으로써 조건부확률 오개념 교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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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 분석

  Ⅱ장에서는 조건부확률, 과제 변형 및 적용, MKT에 관한 문헌을 분석하고

자 한다. 먼저 조건부확률의 개념, 조건부확률의 오개념, 조건부확률 오개

념을 교정하는 교수법을 살펴봄으로써, 교사의 과제 변형 및 적용 과정에서 

제공하고자 의도한 오개념 교정 기회를 파악하는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 

다음 과제 변형 및 적용에 관한 문헌을 분석함으로써, 최근까지 과제 변형 

및 적용에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MKT에 관한 연구를 분석함으로써 MKT의 정의를 살펴보고, 과제 변형 및 적

용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이루어진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조건부확률에 관한 연구 

1.1. 조건부확률의 개념

  본 절에서는 조건부확률의 정의, 유형, 대칭적 요소 등 조건부확률의 핵

심적인 수학적 측면을 살펴본 다음, 마지막으로 조건부확률의 개념을 올바

르게 이해한다는 것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건부확률의 개념 이해 요

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1.1.1. 조건부확률의 정의

  먼저 본 절에서는 학문 수학인 확률론에서와 학교 수학에서의 조건부확률

의 수학적 정의를 살펴보고 한다. 조건부확률(Conditional Probability)은 

확률론에서 두 사건 사이의 종속 관계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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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확률 공간   에서   ∈ 이고,    이라 하

자. 사건 가 일어났다는 조건에서 가 일어날 확률을 에 대한 

의 조건부확률이라 하며,    로 표시하고, 

     

 ∩ 
로 정의한다(김해경, 2001: 51).

  즉 사건 에 대한 사건 의 조건부확률이란, 표본공간이 사건 로 제

한된 상태에서 사건 이 일어날 확률을 의미한다3). 그리고 조건부확률을 

일반화하여 여러 사건이 얽혀 있는 경우의 조건부확률을 구하는 정리가 바

로 Bayes 정리이며 이는 다음과 같다.

<Bayes 정리>   ⋯ 이 서로 배반이고, 
  



  인 사건들로서

 ∩∩ ⋯ ∩ 이면, 임의의 주어진 사건 ∈에 대한 사건 

의 조건부확률은

     


  



     

     
 (이정연, 2005: 8).

  Bayes 정리는 사건 의 사전 확률(prior probability)인  가 새로운 

정보인 사건 에 의해 사후확률(posterior probability)인   로 수정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이정연, 2005). 즉 이 정리는 사후에 발견된 새로운 

증거에 의해 더 정확한 확률을 얻음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를 통해   를 

구하는 가역적인 사고가 요구된다.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 교과서에서는 조건부확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3)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확률에서 조건이 되는 사건 를 조건사건(conditioning 

event), 조건이 부과된 사건인 을 목적사건(target event)으로 부르기로 한다.



- 10 -

표본공간 의 두 사건  에 대하여 확률이 이 아닌 사건 가 일어

났을 때 사건 가 일어날 확률을 사건 가 일어났을 때의 사건 의 조

건부확률이라 하고, 기호로 P  와 같이 나타낸다.

표본공간 에서 사건 가 일어났을 때의 사건 의 조건부확률은 

P   
∩

이다. 이 식의 우변의 분자와 분모를 각각  로 

나누면 다음이 성립한다.

P   


 


∩

P  
P ∩ 

 (류희찬, 조완영, 이정례, 선우하

식, 이진호, 손홍찬 외, 2014: 100-101).

  위와 같이 확률론에서의 조건부확률의 정의와 학교 수학에서의 조건부확

률의 정의는 매우 유사하며, 둘 다 조건부확률을 표본공간이 축소된 상태

에서의 확률로서 정의하고 있다.

1.1.2. 조건부확률의 두 가지 유형

  앞 절에서 조건부확률은 표본공간이 축소된 상태에서의 확률을 의미한다

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 축소된 표본 공간은 두 가지 관점에서 해

석될 수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조건부확률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예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

(문제 1)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소수의 눈이 나올 사건이 , 5이상의 

눈이 나올 사건이 일 때, 조건부확률 P  은?

(문제 2) 빨간 공이 2개, 파란 공이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갑과 을

이 순서대로 비복원추출 한다. 갑이 빨간 공을 꺼낼 사건이 , 을이 파

란 공을 꺼낼 사건이 일 때, 조건부확률 P   은?(조차미, 2010: 4)

  문제 1에서는 [그림 Ⅱ-1]와 같이 표본공간이      이고 사

건 가    라고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 1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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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로 표본공간이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 2에서는 표본공간과 사건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

림 Ⅱ-2]를 통해 표본공간이     에서    로 축소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는 갑이 첫 번째 파란 공을 꺼

내는 사건을 표현한다기보다는 사건 가 일어난 후의 상황에 가깝다. 즉 

문제 2에서는 축소된 표본공간의 의미가 조건문에 의해 변화된 상황을 표

현하므로, 표본공간과 사건 를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림 Ⅱ-1] 문제 1의 축소된 표본공간

(조차미, 2010: 7) 

       
[그림 Ⅱ-2] 문제 2의 축소된 

표본공간(조차미, 2010: 7)  

  조차미(2010)는 이러한 이중적인 표본공간의 관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조

건부확률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보도록 하였다.

① P    일 때, 사건 가 발생했다는 조건 하에 사건 가 일어날 

조건부확률은 ② P    
∩

 P  
P ∩ 

이다(조차미, 

2010: 4).

  위의 문제 1에서는 조건부확률의 정의 ①, ② 모두 쉽게 적용될 수 있지

만, 문제 2에서는 조건부확률의 정의 중 ①로는 자연스럽게 해석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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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②로 적용할 경우 매끄럽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조차미, 2010). 왜

냐하면 문제 1에서는 ①로 해석하면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소수인 숫

자 2, 3, 5 중에서 5이상인 수는 5 하나뿐이므로 확률은 


이라고 구할 

수도 있고, ②로 해석하여 축소된 표본공간    에서 ∩  

이므로 P   

∩
 


임을 쉽게 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 2

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①로 해석할 경우 사건 가 발생했다면 갑이 주머

니 속에서 빨간 공을 꺼냈으므로 주머니 속에는 파란 공 3개와 빨간 공 1

개가 남아 있으므로, 을이 파란 공을 꺼낼 확률은 


이 된다. 그러나 문

제 2를 ②로 해석할 경우 [그림 Ⅱ-2]에서와 같이 축소된 표본공간의 의미

가 조건문에 의해 변화된 상황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P   

∩
 P 

P ∩ 
를 이용하여 구하기가 어렵다.

  조차미(2010)는 문제 1과 같은 조건부확률을 ‘상대적 조건부확률

(relative-conditional probability)’, 문제 2와 같은 조건부확률을 

‘조건문 조건부확률(if-conditional probability)’이라고 정의하였다. 

마치 서로 다른 조건부확률이 두 가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들은 

표면적인 해석의 차이일 뿐, 실제로 조건문 조건부확률도 ②로 해석이 가

능하며 두 조건부확률의 수학적 구조는 일치한다(조차미, 2010). 앞서 문

제 1에서 볼 수 있듯이 상대적 조건부확률을 구하는 상황에서는 한 번의 

시행이 이루어지지만, 문제 2와 같은 조건문 조건부확률을 구하는 상황에

서는 두 번의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문제 2의 표본공간은 1차원 

표본공간이 아닌 2차원 표본공간으로 보아야 한다. 즉 문제 2의 표본공간

은     이 아니라        ⋯  

로 해석해야 하며  × 이 된다. 그리고 축소된 표본공간인 사

건 는 첫 번째 성분이 이나 인 결과들만 모은 의 부분집합이므로 

       ⋯  로 보아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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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따라서 P   

∩
 


 


이 된다. 즉 조건문 조건부

확률도 ②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때 1차원 표본공간으로 해석하는 경우

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2차원 표본공간으로 해석해야만 축소된 표본공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1.1.3. 확률 수정의 대칭성

  조건부확률 P   에서 두 사건 와 는 표본공간의 두 부분집합이

므로 언제든 서로의 역할을 바꿀 수 있으며, 심지어 서로 같은 영향을 준

다. Borovcnik(1986)는 확률적 판단이 새로운 정보에 의해 수정되어야 하

며, 이러한 확률 수정은 조건부확률과 Bayes 정리와 관련성이 높다고 보았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ayes 정리는 사전확률 P  가 새로운 정보인 

사건 에 의해 사후확률인 P   로 수정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사건 가 사건 가 일어날 사후확률에 영향을 미치듯이, 사

건 도 사건 가 일어날 사후확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orovcnik(1986)는 조건부확률에서 다음과 같은 대칭률(Symmetry)이 성립

함을 근거로 이를 설명하였다.

  P   ,   P   인 두 사건  에 대하여, 

(1) P     P   ⇔ P     P  

(2) P     P   ⇔ P     P  

(3) P     P   ⇔ P     P   (Borovcnik, 1986: 301)

  위의 대칭률은 조건사건과 목적사건이 서로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만약 사전확률 P  가 새로운 정보인 사건 에 의해 사후확률

인 P   가 P  보다 증가하면, 사전확률 P  가 새로운 정보인 사

건 에 의해 사후확률인 P   가 P  보다 증가하게 된다. 즉 사건 

가 사건 에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사건 가 사건 에게도 동일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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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건부확률에서 조건사건과 목적사건의 

역할이 서로 바뀔 수 있다.

  Borovcnik(1986)는 형식적인 기호의 계산만을 학습한 학생들은 조건부확

률의 오개념이 발생하기 쉽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확률 수정의 대칭성을 

이해함으로써 조건부확률 오개념을 교정할 수 있고 확률적 사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확률 수정의 대칭성은 비복원추출에서 다음과 같이 조건문 조건

부확률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앞의 절에서 조건문 조건부확률의 예시

를 다시 한 번 살펴보자.

(문제 2) 빨간 공이 2개, 파란 공이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갑과 을

이 순서대로 비복원추출 한다. 갑이 빨간 공을 꺼낼 사건이 , 을이 파

란 공을 꺼낼 사건이 일 때, 조건부확률 P   은?(조차미, 2010: 4)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문제 2의 상황에서의 표본공간은 

       ⋯  이다. 그런데 새로운 집합 

     ∈ 로 정의하여도 명백히    가 성립한다. 즉 추출 

[그림 Ⅱ-3] 추출 순서에 따른 대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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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를 바꾸어도 표본공간은 변하지 않는다. 실제로 [그림 Ⅱ-3]을 살펴보

면, 비복원추출 상황에서 표본공간에서의 근원사건들은 추출 순서에 상관

없이 대칭이다(조차미, 2010). 즉 추출 순서에 대하여 표본공간이 대칭적

이므로 추출 순서에 따라 확률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와 같은 추출 순

서에 따른 대칭성 때문에 조건사건과 목적사건은 서로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으며, 서로 동일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Borovcnik(1986)의 확률 수정의 

대칭성의 의미가 더욱 잘 드러난다.

  특히 만약 사건 가 갑이 빨간 공을 뽑는 사건, 사건 가 을이 빨간 

공을 뽑는 사건이라면, P  P 이므로 P    P   가 명백

히 성립한다. 즉 같은 종류의 공을 뽑는 두 사건에 대하여 추출 순서에 관

계없이 항상 P  P 이므로 P    P   가 성립한다. 이러

한 사례에서는 조건사건과 목적사건이 서로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음이 더

욱 명확히 드러난다.

1.1.4. 조건부확률의 개념 이해 요소

  현실에서 일어나는 확률의 경우 대부분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건부확률은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조건부확률은 계산의 도구로서만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건부확률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이정연, 2005). 그렇

다면 조건부확률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

다고 할 수 있을까? 선행연구에 따르면 조건부확률 개념 이해의 요소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조건부확률의 개념 이해를 위해서는 비복원 추출 상황과 같이 주

어진 조건사건으로 표본공간이 제한됨을 이해해야 한다(이정연, 2005; 이

정연, 우정호, 2009; 조차미, 2010). 조건부확률 P  는 사건 가 일

어나는 상황을 가정하는 경우의 사건 의 확률을 의미하므로, 사건 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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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표본공간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P   

∩
와 같이 상대

적인 확률로서 정의되며, 표본공간이 에서 사건 로 축소되었을 때의 확

률을 의미한다.

  둘째, 조건부확률을 이해할 때에는 P   

∩
와 같이 ‘대

상’으로서의 확률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전확률 P  가 라는 

새로운 정보가 주어짐으로써 사후확률 P  로 변화한다는 ‘과정’으

로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이정연, 2005; 이정연, 우정호, 2009). 이처럼 

확률 수정의 관점에서의 조건부확률의 의미는 Bayes정리에 내포되어 있으

며, Borovcnik(1986)가 설명한 것처럼 확률 수정은 대칭성을 갖는다. 이정

연(2005)은 조건부확률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사건이 

조건으로 주어짐으로써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변화한다는 과정으로서

도 조건부확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조건부확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건사건과 목적사건을 파악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이정연, 2005; 이정연, 우정호, 2009). 조건부확률

은 조건사건과 목적사건에 따라 확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건사건과 

목적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경우 전혀 다른 확률로 잘못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조건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는 학생들에게 흔히 

나타나며, 이로 인해 조건부확률 개념 이해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Falk, 1989; 이정연, 2005; 이정연, 우정호, 2009). 따라서 조건사건과 

목적사건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조건부확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조건부확률과 Bayes 정리에 내포된 가추적 사고를 이해해야 한다

(이정연, 2005; 이정연, 우정호, 2009). 가추란 결과와 규칙으로부터 사례

를 짐작하는 추론을 말한다(김선희, 이종희, 2002). 이정연(2005)은 Bayes 

정리가 P  와 사전확률 P  를 이용해서 사후확률 P   를 추정

하는 것이므로, 원인에서 결과로의 모델을 역으로 사용해서 결과에서 원인

을 추론하는 가역적 사고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 17 -

  지금까지의 논의를 살펴보면 조건사건이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앞의 논

의에 따르면 조건사건은 축소된 표본공간, 사후확률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정

보 등을 의미하며, 가추적 사고를 위해서는 조건사건과 목적사건을 바꿀 수 있

는 가역적 사고가 필요하다. 조건부확률은 조건사건이 있어야 정의되는 확률이

므로, 조건사건이 가장 조건부확률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일 수밖

에 없다. 따라서 조건부확률 개념의 이해를 위해서는 조건사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반대로 조건사건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조건부확률 개념 이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1.2. 조건부확률의 오개념

1.2.1. 조건부확률의 오개념의 유형

  확률은 주관적인 신념과 객관적인 지식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부터 

학생들이 확률 개념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이경화, 1996). 

이는 조건부확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기존 연구에서 따르면 수많은 학생들

이 조건부확률을 학습할 때 다양한 오개념을 갖기 쉽고, 이로 인해 조건부

확률의 올바른 개념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다(Batanero & Sanchez, 2005; 

Borovcnik, 2012; Diaz & Batanero, 2009; Falk, 1989; Fischbein & 

Schnarch, 1997; Jones & Thornton, 2005; Shaughnessy, 1992; 나귀수 외, 

2009; 이정연, 2005; 이정연, 우정호, 2009; 조차미, 2010). 본 절에서는 

조건부확률 오개념을 분석한 Falk(1989)의 논의에 따라 세 가지 오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학생들은 조건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조건사건과 목적사

건을 구분하지 못할 수 있다. 다음 문제를 통해 이 오개념의 의미를 알 수 

있다.

  

모자 안에 세 장의 카드가 있다. 한 카드는 양면이 모두 파란색인 카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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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 카드는 양면이 모두 녹색인 카드이며, 나머지 한 카드는 한 면은 

파란색이고 다른 한 면은 녹색인 카드이다. 눈을 감고 모자 안에서 카드

를 한 장 꺼내어 테이블 위에 놓는다고 하자. 테이블 위에 놓인 카드가 

파란색이었다. 이 카드의 뒷면도 파란색일 확률은 얼마인가? (Falk, 

1989: 179)

  조건사건을 녹색카드가 제외되는 사건으로 판단할 경우, 2장의 카드가 남

기 때문에 확률을 


로 잘못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예시에서 카드를 

선택하는 시행이 아니라 카드의 각 면에 대하여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므

로, 조건사건은 녹색카드가 제외되는 사건이 아니라 녹색인 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파란색인 면만 남는 사건을 의미하게 되므로 확률은 


이 된다. 이

처럼 Falk(1989)는 조건사건이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 조건사건

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오개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둘째, 시간 축 오류(fallacy of the time axis)로 주로 불리는 오개념으

로, 학생들은 조건사건이 목적사건보다 시간적으로 나중에 일어나는 경우 

이를 조건사건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오개념을 말한다. 이러한 오

개념을 갖는 이유는 시간의 흐름상 먼저 일어난 사건이 나중에 일어난 사건

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 먼저 일어난 사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는 시간 축에 따른 추론 방식과 확률적 추론을 구분하지 못하

기 때문이다(Borovcnik, 1986). 즉 확률적인 추론을 시간 축에 따른 추론과 

관련지어 생각함으로써, 조건사건과 목적사건의 관계가 시간관계에 종속된

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개념은 학생들에게 쉽게 나타나는 대표

적인 조건부확률의 오개념으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보고되어 왔다(Batanero 

& Sanchez, 2005; Borovcnik, 2012; Diaz & Batanero, 2009; Falk, 1989; 

Fischbein & Schnarch, 1997; Jones & Thornton, 2005; Shaughnessy, 1992; 

나귀수 외, 2009; 이정연, 2005; 이정연, 우정호, 2009; 조차미, 2010). 이

는 조건부확률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며

(Fischbein & Schnarch, 1997), 심지어 중등 수학 교사들이 이러한 오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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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김혜윤, 2014). 다음 문제를 살펴보면 이 오개념

의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다.

항아리에 흰 공 두 개와 검은 공 두 개가 있다고 하자. 공을 다시 집어넣

지 않고 공을 하나씩 두 번 꺼낸다. 두 번째 공이 흰 색 공이었다고 할 

때, 첫 번째 공도 흰 색 공이었을 확률은 얼마인가? (Shaughnessy, 1992: 

473)

  시간 축 오류를 보이는 학생들은 두 번째 공이 흰색 공인 사건은 첫 번째 

공이 흰색 공인 사건보다 시간의 흐름상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므로 이를 조

건사건으로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이러한 학생들은 시간

의 흐름상 나중에 일어난 사건을 조건사건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거나 이

를 무시함으로써 확률을 


이 아니라 


로 구할 수도 있다.

  조차미(2010)는 조건문 조건부확률의 대표적인 상황인 비복원추출에서  

시간 축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현 학교수학에서는 위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Bayes정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시간적인 순서로 식을 

재구성하여 풀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시간 축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P    P  

P ∩ 


P  P   P   P    

P  P  

  이 풀이에서 조건부확률은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 조건사건이고 먼저 일어

난 사건이 목적사건이 되었을 때 직접적인 추론이 불가능하므로, 먼저 일어

난 사건을 조건사건으로 뒤집어 주어야만 조건부확률이 성립하는 것처럼 여

겨질 수 있다(조차미, 2010). 이로 인해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 조건사건일 

때, 먼저 일어난 목적사건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조건문 조건부확률에서의 풀이와 조건문에 의해 변

화된 상황에서 조건부확률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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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학생들은 조건사건과 목적사건의 관계와 인과관계를 혼동하기도 한

다. 즉 조건사건을 목적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고 이해하지 못

한 학생들이 조건사건이 반드시 목적사건의 원인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경

우가 있다. 이 오개념도 시간 축 오류와 함께 대표적인 조건부확률 오개념

으로 보고되어 왔다(Batanero & Sanchez, 2005; Borovcnik, 2012; Diaz & 

Batanero, 2009; Falk, 1989; Jones & Thornton, 2005; Shaughnessy, 1992; 

이정연, 2005; 이정연, 우정호, 2009).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건부확률의 개념적 이해에서 조건사건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핵심이다. 그러나 조건사건과 목적사건은 시간관계 또는 인

과관계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관계가 시간관계 또는 인과관계에 종

속된다고 판단함으로써, 조건사건에 대하여 올바르게 개념 이해하는 데 방

해가 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조건부확률과 Bayes 정리에 내포된 가추

적 사고를 위해서는 가역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시간관계나 인과

관계에 종속된다고 생각할 경우 가역적 사고에 방해가 될 수 있다(Batanero 

& Sanchez, 2005). 따라서 조건부확률에 대한 올바른 개념 이해를 위해 이

와 같은 오개념은 반드시 교정될 필요가 있다.

1.2.3. 조건부확률의 오개념 교정을 위한 교수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건부확률 오개념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매우 흔

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러한 오개념은 학생들이 조건부확률의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 사실 이러한 오개념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교정된다면, 이를 교정하기 위한 교수법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따르면 시간이 지나면서 조건부확률 오개념이 

자연스럽게 교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오개념 교정을 위해서는 교수학적 처

방이 반드시 필요하다(Fischbein &  Gazit, 1984; Fischbein & Schnarch, 

1997; Tarr & Lannin, 2005). 그렇다고 해서 조건부확률을 가르치는 모든 

수업이 조건부확률 오개념 교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Di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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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anero(2009)는 조건부확률의 알고리즘 측면이나 그 정의를 강조하는 수

업을 통해서는 오개념이 교정되기 힘들다고 주장하였고, Castro(1998)는 조

건부확률 오개념 교정을 위해서는 계산을 강조하는 수업이나 전통적인 가설 

연역적 방식에 의한 수업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조건부확

률 오개념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특별한 교수법이 필요하다.

  조건부확률 오개념은 분명 조건부확률의 올바른 개념 이해에 어려움을 주

지만, 이러한 오개념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오개념을 고려

하여 수업하는 것이 조건부확률 개념 이해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경화

(1994)는 확률의 오개념이 확률적 사고 자체의 본성에서 나오는 필연적인 

것이므로 이를 확률 교육의 장애물로 볼 것이 아니라 확률 교육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Diaz, Batanero(2009)도 조건부확률의 올바

른 개념 이해를 위해 오히려 이러한 오개념을 고려한 수업이 필요하다고 주

장하였다. 즉 조건부확률 오개념을 보이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는 

확률적 사고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현상이며, 오히려 오개념을 고

려한 수업을 통해 조건부확률에 관하여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할 수 있다. 

Borovcnik(1986)는 조건부확률 오개념이 수학과 관련 없는 1차 직관에 의존

하기 때문에 발생하며, 수학적 정당화를 통해 이러한 조건부확률 오개념에 

관하여 깊게 고민해봄으로써 2차 직관이 형성될 수 있고 조건부확률에 관하

여 더 심도 있는 이해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동환, 이경화(2010)는 영재

아들에게 수업에서 모호성4)을 강조하여 인지적 갈등을 일부러 일으키도록 

하였을 때, 이들이 모호성에 어떻게 반응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떻게 

대처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모호성은 영재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활발한 수학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수학적 추측, 

명제, 증명 등과 같은 다양한 수학적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었다. 따라서 

조건부확률 오개념을 보이지 않는 학생들도 이러한 오개념에 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인지적 갈등 상황을 제공하여 더 높은 수준의 이해로 나아갈 수 있

4) Byers(2007)는 서로 대립하지만 각각이 일관된 합리성을 지닌 둘 이상의 관점으로 

하나의 상황이나 아이디어를 인식할 때 모호성이 발생하며, 새로운 수학적 아이디

어를 생성하는 환경이라고 하였다(이동환, 이경화, 2010, 8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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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도와야 한다. 예를 들면, 시간 축 오류를 보이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

에도 수업에서 시간 축 오류를 고려한 상황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조건

사건과 목적사건의 관계에 대하여 반성해보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조건부확률에 대하여 좀 더 포괄적으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조건부확률 오개념 교정을 위해서는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선

행 연구들에서 밝히고 있는 조건부확률 오개념 교정을 위한 교수법에 관하

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수의 연구들에서 조건사건과 목적사건의 관계가 시간관계나 인과

관계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확률은 보다 포괄적인 개념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Borovcnik, 2012; Kiczek & Maher, 

2001; 이정연, 2005; 이정연, 우정호, 2009). 이정연, 우정호(2009)와 

Borovcnik(2012)는 조건부확률의 오개념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조건부확률이 

시간이나 인과관계와 관련이 없음을 보여주는 교수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

였다. 즉 조건부확률이 시간관계나 인과관계에 구애받지 않는 보다 넓은 개

념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정연(2005)과 Kiczek, 

Maher(2001)는 조건사건이 항상 먼저 일어나는 과제만 다룬다면 조건부확률 

오개념이 고착될 수 있으므로, 개념을 반성할 수 있는 다른 상황에 직면하

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다수의 연구들에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을 제공해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Castro, 1998; Diaz & Batanero, 

2009; Fischbein & Gazit, 1984). Fischbein, Gazit(1984)는 학생들에게 불

확실한 상황에서의 결과를 예측하게 하고, 실험하게 하고, 결과를 분석하

고, 처음 추측과 비교하면서 새로운 추측을 만들어나가도록 함으로써 오개

념을 교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Diaz, Batanero(2009)는 조건부확률 오

개념 교정을 위해 공학 도구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실험해보는 과정

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Castro(1998)는 오개념 교정을 위해서는 전통적

인 가설 연역적 방식에 의한 수업이 아니라 학생의 반성적 사고를 이끌어내

는 개념 변화 관점에서의 지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방식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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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학생이 시행의 결과를 추측해보고, 무작위 실험을 통해 인지적 갈등을 

일으키고, 실험 결과를 설명해보면서 새로운 결과를 새로운 맥락에 적용해

보고, 이전의 추측을 새로운 결과에 비추어 다시 조정해본다.

  셋째, 다수의 연구들에서 교사와 학생 간 그리고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조건부확률 오개념을 이끌어내고 서로 협력하여 이를 교정해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Jones 외, 1999; Kiczek & Maher, 

2001; Koirala, 2003). 오개념 교정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

게 표출해낼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권위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모두가 동등한 

상황에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Cobb, Wood, & 

Yackel, 1993; Mason, 2000). Jones 외(1999)는 조건부확률 오개념 교정을 

위해 사회적 구성주의의 관점에 따라 지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Kiczek, 

Maher(2001)도 학생들은 서로의 생각에 관하여 토론하고 협력하면서 오개념

을 교정해나갈 수 있다고 보았으며, Koirala(2003)도 학생들의 확률 오개념

을 교정하기 위해 협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넷째, 다수의 연구들에서 표본공간을 정확하게 구성하거나 확인해보는 활

동도 오개념을 교정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박찬민, 

2014; 조차미, 2010). 확률은 주관적인 신념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

이 애매하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오개념도 자주 발생하지만, 표본공간을 

구성해본다면 보다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확률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박찬민(2014)은 표본공간을 구성하는 활동을 통해 정확하게 표본공간

을 구성하여 내재된 수학적 구조를 이해한다면 조건부확률 오개념이 교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조차미(2010)도 표본공간을 확인하여 수학적 구조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다면, 조건사건과 목적사건의 관계가 시간이나 인과

관계에 구애받는 것이 아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조차미(2010)

는 같은 것을 추출하는 사건들은 서로 추출 순서에 따라 구별되지 않고 대

칭적임을 표본공간을 시각화하여 보여줌으로써, 시간 축 오류와 같은 오개

념을 교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정연, 우정호(2009)는 조건사건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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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되는 표본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원표, 수형도, 면적모델 

등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다수의 연구들에서 시간 축 오류를 교정하는 방법으로 조건부확

률에서의 대칭성을 활용할 것을 제언하였다(Borovcnik, 1986; 이정연, 

2005; 조차미, 2010) Borovcnik(1986)의 확률 수정의 관점에서 조건부확률

은 조건사건과 목적사건이 서로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확률 수

정의 대칭성이 성립한다는 것은 인과적 추론이나 시간 축에 따른 추론과 충

돌을 일으킬 수 있다(이정연, 2005). 형식적인 증명으로도 가능하지만 직관

적으로도 사건 가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고 사건 가 나중에 일어나는 사

건일 때, P   가 P  보다 감소되었다면, 확률 수정의 대칭성의 관점

에서 P   도 P  보다 감소되어야 한다. 즉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나

중에 일어나는 사건에 확률적 영향을 준다면, 확률 수정의 대칭성에 의해 

반대로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도 먼저 일어나는 사건에 동일한 확률적 영향

을 준다. 이러한 확률 수정의 대칭성을 인식함으로써, 시간 축에 따른 추론

과 확률적 추론 사이의 차이를 깨닫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조차미

(2010)는 조건문 조건부확률의 대표적인 상황인 비복원추출에서 같은 것을 

추출하는 사건들은 서로 추출 순서에 따라 구별되지 않고 대칭적이므로, 이

러한 대칭성을 활용한다면 추출 순서가 확률에 무관함을 인식하는 데 도움

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조건부확률 오개념 교정을 위한 

교수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오개념 교정을 위해서는 추측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추측

해보는 과정을 제공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오개념 교정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추측을 통해 과제에 몰입할 수 있고 자신의 추측과 배치되는 갈

등 상황이 제공될 수 있다. 이경화(1994)는 학생들의 확률적 사고를 발달시

키기 위해서는 여러 갈등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아직 정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학생들이 먼저 추측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 다음 학생들에게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여, 오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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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지 않았던 학생들도 이에 관하여 고민해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상황

을 제시하는 것도 오개념 교정을 위한 한 가지 교수법이 될 수 있다. 

  둘째, 직접 학생들이 실험해봄으로써 경험적 정당화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공학적 도구나 교구를 활용하여 실험을 함으로써, 학생이 세운 가

설이나 자신의 추측에 반하는 결과를 얻어서 인지적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

고, 자신의 추측을 지지하는 경험적 증거를 찾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실험은 

언제나 오차 가능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활발한 교실 내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론의 기회를 제

공할 필요가 있다. 토론은 교사와 학생 간의 토론이 될 수도 있고, 학생과 

학생 간의 토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추측한 다음 자신의 생각

을 자유롭게 드러내고 갈등 상황에서 서로 협력해가며 초기 추측을 수정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토론 수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권위에 의존하지 

않으며 서로 옳고 그름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넷째, 자신의 사고 과정이나 친구들의 사고 과정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오개념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학생 자신

이나 친구들의 초기 추측에 반하는 갈등 상황이 주어진다면 초기 추측을 돌

이켜보면서 자신의 오개념을 깨닫고 조건부확률에 대한 오개념을 교정해나

갈 수 있다. 따라서 학생 자신이나 친구들의 사고 과정을 반성해보는 과정

은 오개념 교정에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학생들이 표본공간을 직접 구성해보는 과정을 통해서도 교정을 

기대해볼 수 있다. 조건부확률은 표본공간이 축소되어야 하므로 표본공간은 

다양한 표상으로 구성해봄으로써 단순히 자신의 직관에 의존하지 않고 수학

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건사건과 목적사건의 관계를 현실적인 

맥락에 의존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인식하여 시간관계나 인과관계와 무관함

을 깨닫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위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선행연구에서는 조건부확률 오개념 교정을 위한 

교수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추측, 실험, 토론, 반성, 구성의 과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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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자신의 사고를 드러내고 친구와 생각을 공유하면서 수정해나가는 협

력적인 활동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그러한 다섯 가지의 방법은 한 가지만 

활용될 수도 있지만 서로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중

복해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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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제 변형 및 적용에 관한 연구 

2.1. 교사 교육에서 과제 변형

  과제는 수학 교수학습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Sullivan 외

(2009)는 과제가 교수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습의 본성은 

과제의 유형과 그 과제가 활용되는 방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다. 교사

는 수업을 준비하거나 실행할 때 항상 수학 과제와 함께 하므로, 수학 교사

가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의 중심이 되는 것은 수학 과제이다

(Jones & Pepin, 2016; 김정은 외, 2015). 수학 수업에서 학생들이 하는 활

동도 대부분 수학 과제에 집중되어 있으며, 과제에 따라 학생에게 요구되는 

사고 수준과 방식이 달라진다(Boston & Smith, 2011). 학생들은 수학을 직

접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과제와 같은 수단을 통해 수학을 경험하

게 된다(Vaugelade 외, 2012). 특히 수업에서 교사가 제시하는 과제는 학생

들에게 의미 있는 수학 학습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거나 제한할 수 있기 때

문에 수학 교수 학습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Crespo, 2003; 

Son & Kim, 2015). 

  과제가 수학 교수학습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학습 내용, 학생

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과제를 선정, 변형, 적용하는 교사의 능력이 강

조되고 있다. Zaslavsky(1995)는 교과서 과제를 열린 과제로 변형시키는 교

사의 능력을 교사 전문성의 하나로 보았다. 최승현, 황혜지(2008)는 교사가 

교육과정 문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단순히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학교 

및 교실 환경과 학생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여 수업

을 설계하는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강조하였다. 김대영, 김구연(2014)과 김

정은 외(2015)는 교사에게 교과서에 담긴 과제의 수준을 파악하는 능력과 

이러한 과제들을 학생들의 학습상황에 맞게 선정하고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Son, Kim(2015)은 교사가 어떤 교과서 

과제를 선정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에게 다른 종류의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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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가 제공되므로, 과제를 다루는 교사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Jones, Pepin(2016)은 수학 과제 설계 능력을 포함하는 수학 교수 설계 능

력을 교사의 전문성으로 보았다.

  이처럼 과제를 다루는 교사의 능력이 교사의 중요한 전문성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교육에서 과제를 활용한 교사 교

육을 강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실제로 과제를 활용한 교사 교육의 

효과를 강조하는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

  Prestage, Perks(2007)는 과제를 개발하는 도구를 활용하면 수학과 교육

과정에 대한 교사 지식을 발달시킬 수 있어서 교사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Stein 외(2000)는 교실에서 수학 과제와 그 활용

에 관한 정확성에 관해 생각하는 능력을 획득함으로써, 교사들은 수학 과제

를 선정, 변형, 실행하는 더 발전된 기술을 습득할 수 있음을 보였다. 

Arbaugh, Brown(2005), Boston(2006), Boston, Smith(2011)는 전문성 신장

을 위한 과제 중심 접근 프로그램을 통해 높은 수준의 과제들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능력의 향상될 수 있음을 보였다. Zaslavsky(2007)는 교사들이 과

제 설계 및 적용에 참여함으로써, 교사의 수학 지식, 실천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 대한 지각력과 직관 등이 향상되었음을 보였다. Vaugelade 외(2012)

는 교사 교육에서 과제에 집중함으로써 교사들에게 과제의 풍부한 가능성을 

경험하게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수학적으로 풍부한 학습 경험

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자극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Jones, Pepin(2016)은 과제를 활용하는 교사 교육에서 과제와 교사는 서로

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교사는 과제를 변형하고 평가하면서 교사의 수

학적 지식과 수학 교수 설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교사 교육에서 과제를 다루는 활동 중에서도 특히 과제 변형을 통한 교사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과제를 다루는 다른 교사 교육 방식과 달리 과제 변

형은 기존의 과제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과제 변형은 기존의 과제

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과제를 새로 설계하는 활동에 비해 요구되는 경험

이나 지식이 적다는 점에서 특히 예비 교사 교육에서 더욱 효과적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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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Lee 외, 2013). 과제 변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존의 과제는 다양한 자

료들이 가능하지만 그 중에서도 교과서 과제가 가장 대표적일 것이다. 교과

서는 교사의 수업 준비, 수업 실행, 수업 평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교

육과정 자원이다(Pepin, 2015). 따라서 교과서 과제를 변형시키는 활동의 

경우 교육과정의 의도와 핵심을 이해하고 교수학습에서 과제의 역할을 이해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Son & Kim, 2015).

  교사 교육에서 과제 변형이 강조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사의 전문성과 관

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Watson(2008)은 교사가 과제를 변형하는 것은 교사

의 의무이자 교사의 전문성이라고 하였다. Thompson(2012)도 교과서 과제가 

학생들에게 의사소통이나 추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면, 교사가 이를 적절히 변형하여 그러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Jones, Pepin(2016)은 교사가 과제를 변형시켜봄으로써, 

그들의 수학 지식과 수학 교수 설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

다. 이처럼 과제 변형 능력이 교사 전문성으로 고려되는 만큼 과제 변형 활

동을 통한 교사 교육 또한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과제 

변형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Zaslavsky(1995)는 교사들에게 교과서 과제를 열린 과제로 변형시켜보도

록 한 전문성 신장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들의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강력

한 학습 경험이 제공될 수 있음을 보였다. 이 전문성 신장 프로그램에서는 

교사에게 친숙한 수학적 주제에 대한 일반적인 과제를 다양한 정답이 가능

한 개방형 과제로 변형하고, 과제 변형이 끝나면 변형된 과제에 관하여 반

성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수학 교사와 열린 과제에 대한 새로

운 개념을 정립하게 되었고 전문가로서의 자신감을 얻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Prestage, Perks(2007)는 과제 변형 도구를 활용하여 예비 교사들에게 교

과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닫힌 형태의 과제와 이를 변형한 과제를 분석해

보고 직접 과제를 변형해봄으로써, 교육과정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

지에 대한 지식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수업 상황에서 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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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순간에 적절하게 과제를 변형하여 학생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교사의 능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Watson(2008)은 과제를 변형하는 일은 반드시 교사가 해야 할 의무이며 

과제를 선정하고 변형하는 능력은 교사의 전문성이므로, 과제를 설계하고 

변형하는 교사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Thompson(2012)은 기존의 교과서 과제에서 추론과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

공할 수 있도록 변형하는 것을 시도했으며, 이와 같이 과제를 변형하기 위

한 전략을 안내하였다. 또한 교과서 과제에서 의사소통이나 추론 기회를 제

공하지 못하는 경우, 교사가 이러한 과제를 변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

다.

  Lee 외(2013)는 예비 교사들이 교과서의 수학적 과제를 변형할 때 보이는 

패턴을 확인하였으며, 변형 과정에서 예비 교사들이 고려한 MKT를 통해 예

비 교사의 과제 변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

르면, 예비 교사들은 과제의 맥락, 조건, 질문 중 2가지 이상을 고려하는 

변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난이도와 오개념을 고려하여 조건

을 변형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맥락, 조건, 질문을 모두 고려하

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예비 교사가 아직 균형 잡힌 MKT

을 갖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이혜림, 김구연(2013)은 예비 중등 교사가 주어진 과제를 인지적 노력 수

준이 높은 과제로 어떻게 변형하는지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낮은 수준의 과제를 높은 수준의 과제로 변형 하는 데 많은 예비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교원 양성 기관 등에서 과제 

변형에 대한 예비 교사 교육이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김대영, 김구연(2014)은 현직 중등 교사가 주어진 과제를 인지적 노력 수

준이 높은 과제로 어떻게 변형하는지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낮은 수준의 과제를 높은 수준의 과제로 변형하는 데 많은 현직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현직 교사의 82%가 과제 변형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변형에 대한 현직 교사 교육이 부족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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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였다.

  김정은 외(2015)는 현직 중등 교사가 주어진 과제를 인지적 노력 수준이 

높은 과제로 어떻게 변형하는지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

은 과제를 변형하는 과정에서 문제 상황의 일반화, 조건 또는 맥락의 변화 

등 다양한 방식을 이용하였으며, 실생활 관련 과제나 응용 과제로 변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김하림, 이경화(2016)는 예비 중등 교사가 교과서의 미분계수 과제 체계

(system of tasks)를 세 차례에 걸쳐서 변형해보면서, 예비 교사가 어떻게 

과제 체계를 변형하였으며, 변형 과정에서 예비 교사들에게 어떠한 학습 기

회가 제공되었는지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예비 교사들

은 대체로 인지적 노력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과서 과제들을 변형하였

다. 또한 과제 변형 활동을 통해 예비 교사들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수학 내

용을 학습할 수 있었고, 학생의 수준이나 오개념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

지, 그리고 이를 고려하여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학습할 수 

있었다.

  위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과제 변형 활동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 많이 이루

어지고 있으며 과제 변형 능력은 교사 전문성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고 있으므로, 예비 교사 교육과 현직 교사 교육 모두에서 과제 변형 활동

을 통한 교사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2. 교사 교육에서 과제 적용

  과제를 설계하는 활동은 그 자체만으로도 교사에게 전문성 신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사고 실험만을 거치는 경우 실제 적용 가능성에 대한 한

계가 있다. 왜냐하면 과제 설계 과정에서의 교사의 의도대로 항상 수업이 

일어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Stein 외(1996)는 [그림 Ⅱ-4]와 같은 수

학 과제 설계와 실행 분석틀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교육과정 자료에서의 수

학 과제가 교사에 의해서 학생들에게 제시된 수학 과제, 수업에서 실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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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과제라는 단계들을 거쳐서 학생들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단계까지 진행

하는 전체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Ⅱ-4]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교사가 설정한 수학 과제를 실제 실행

할 때에는 수업 분위기, 과제의 속성, 교사의 교수 습관 및 성향, 학생의 

학습 습관 및 성향 등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

서 선행 연구에서도 과제 설계 활동을 통한 교사 교육을 위해서는 과제 설

계에서 그치지 말고 설계한 과제를 적용해보는 활동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Even 외(1993)는 교사의 수업 계획, 수업 실행, 반성 과정이 일관성 있게 

연결되는 것은 수학 교수 학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러한 

연결성은 교사의 전문성과 직결된다고 주장하였다. Crespo(2003)는 예비 교

사가 과제를 설계하는 방식은 실제 학생과의 상호작용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비 교사가 설계한 과제를 직접 적용해보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

조하였다. Thanheiser 외(2015)는 과제 설계가 계획, 실행, 반성, 재설계의 

4단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재설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

[그림 Ⅱ-4] 수학 과제 설계와 실행 분석틀(Stein 외, 1996: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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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과제 실행에 대한 반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과제 설계와 적

용 사이의 연결성을 조사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Even 외(1993)는 초

보 교사와 전문가 교사 사이의 수업 계획, 실행, 반성 과정의 연결성의 차

이를 조사하였고, Henning, McKeny, Balong(2012)은 과제를 포함한 교수 설

계와 수업 담론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였으며, Son, Kim(2015)은 교사들의 

교과서 활용에 따른 학습 기회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사들의 교과서 과제 

선정, 변형, 실행 과정을 조사하였다.

  마찬가지로 과제 변형에서도 그 과제를 적용해보는 활동은 매우 중요하

다. 김하림, 이경화(2016)는 변형한 과제를 실제 수업에 적용해보는 과정을 

통해 학생과 관련된 요소들을 더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찰을 통해 과제를 변형할 때 반영된 교사의 의도가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정은 외(2015)도 교

사가 과제를 변형하는 활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형한 과제를 직접 

수업에 활용하여 기대한 수준이 유발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연구자와 교

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교사는 자신이 변형한 과제를 실제 수

업에 직접 적용해봄으로써, 과제를 변형하는 과정에서의 자신의 의도가 실

제로 실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검증을 해볼 수 있다. 만약 교사가 과제 

변형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대로 실제 수업에서 실행되고 학생들에게서 기대

했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 변형된 과제는 교사 스스로 성공적인 과

제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교사의 의도대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학 내용, 교수 방법, 학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문제점이 무엇

인지 진단해보고 반성하는 과정을 통해 다시 과제를 변형해보는 과정을 거

칠 수 있다(Crespo, 2003; Thanheiser 외, 2015). 즉 주어진 과제를 변형하

는 과정에서의 교사의 의도가 실제 수업에서 제대로 발현되는지 검증해봄으

로써 교사는 자신이 변형한 과제를 반성해볼 수 있고 재설계 과정을 거치면

서 수학 교수 설계 능력의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변형한 과제를 

실제로 적용해보는 과정을 관찰해봄으로써, 연구자는 과제 변형 활동을 교

사 교육에 활용하는 교사 교육 방안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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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를 위한 수학적 지식에 관한 연구

  최근 교수를 위한 수학적 지식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교사 전문성의 하나의 척도로 여겨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예비 교

사와 현직 교사가 과제 변형 및 적용 과정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떠한 

MKT를 활용하는지 분석하여, 과제 변형 및 적용 활동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

이 신장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절에서는 교수를 위한 수학

적 지식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서 MKT의 정의를 살펴보고, 과제 변형 및 

적용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3.1. 교수를 위한 수학적 지식

  수학 교사가 갖추고 있는 다양한 지식들은 교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교수를 위해서는 교사가 충분히 필요한 지식을 갖추어

야 한다(Cooney, Brown, Dossey, Schrage & Wittmann, 1996; Fennema & 

Franke, 1992; Rowland, Huckstep & Thwaites, 2003; Turner & Rowlan, 

2011). 그러나 수학 교사가 교수를 위해 갖추어야 할 지식은 분명 수학자나 

공학자가 갖추어야 할 수학 지식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교사의 

가르칠 교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곧바로 원활한 교수 활동을 보장하

지는 않기 때문이다(Ball 외, 2008). 그렇다면 수학 교사가 자신의 교수 활

동을 위해 필요한 지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 NCTM(2000)은 학교수학의 원리 

6가지를 제시하였는데, 특히 이 중에서‘교수의 원리(The teaching 

principle)’에 따르면, 교사는 수학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본인이 

가르치는 수학에 대하여 깊이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알고 있

는 지식과 함께 상황에 맞는 적절한 교수법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교사 지식을 수학 교사의 전문성의 척도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효

과적인 교수를 위해 수학 교사에게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지에 관해 

NCTM(2000)의 교수의 원리보다 더 엄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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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정교화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장 널리 알려

져 있는 MKT에 주목하고자 한다.

  Shulman(1986)은 교수를 위해 교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의 내용적인 측면

을 강조하고 엄밀하게 개념화를 시도하였으며, 교사의 내용 지식을 교과 내

용 지식(Subject Matter Knowledge, 이하 SMK)과 교수학적 내용 지식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이하 PCK), 교육과정 지식(Curricular 

Knowledge, 이하 CK)으로 범주화하였다.

[그림 Ⅱ-5] MKT의 영역(Ball 외, 2008: 403)

  Shulman(1986)이 교사의 내용 지식을 엄밀하게 범주화한 이후에 후속 연

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특히 Ball 외(2008)는 Shulman(1986)의 연구를 

바탕으로 MKT를 제안하였다. 여기에서 MKT란 “수학 교수 활동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수학적 지식(Ball 외, 2008: 395)”을 의미한다. Ball 외(2008)

는 Shulman(1986)이 교사의 내용 지식을 범주화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M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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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SMK, PCK 이렇게 두 가지 영역으로 범주화하였다. 또한 [그림 Ⅱ-5]와 

같이 SMK는 다시 일반 내용 지식(Common Content Knowledge, 이하 CCK), 전

문화된 내용 지식(Specialized Content Knowledge, 이하 SCK), 수평 내용 

지식(Horizon Content Knowledge, 이하 HCK)으로 나누어지며, PCK는 내용과 

학생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Content and Students, 이하 KCS), 내용과 

교수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Content and Teaching, 이하 KCT), 내용과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Content and Curriculum, 이하 KCC)으

로 나누어진다. Ball 외(2008)는 이러한 6가지 하위 영역을 다음과 같이 구

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첫 번째 영역인 CCK는 교사뿐만 아니라 교사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일반적

으로 필요한 수학 지식을 의미한다. 즉 단순하게 답을 계산하거나 더 일반

적으로는 정확하게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한 지식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수

학적 용어 및 기호에 대한 지식이 될 수도 있고, 교육과정 또는 학문 수학

에 제시되어 있는 수학적 지식이 될 수도 있다.

  수학 교사는 그들이 가르치는 수학 내용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며, 학생들이 수학적으로 오류를 보이는 경우에 이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수학 교사는 자신의 수업에서 정확한 용어와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 만약 수학 교사가 자신의 수업에서 용어를 잘못 정의하거나 계산 실

수를 하거나 문제 풀다가 막히는 상황이 오면 수업 흐름이 끊기고 결국 귀

중한 수업 시간이 낭비되고 만다. 따라서 수학 교사의 CCK는 교수를 계획하

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수학 교사

의 CCK 수준은 교수 계획 및 실행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CCK

는 교수 활동에 특화된 지식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학적인 지식

이자 기술을 의미한다. 이때 일반적으로 요구된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이러

한 지식을 가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상황에서 수학이 필

요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지식이며 교수에 특화된 지식이 아님을 의미한

다. 즉 CCK는 교사에게만 필요한 지식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수학자, 공학

자, 회계사 등에게도 필요한 수학적 지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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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영역인 SCK는 교수에만 특화된 수학적 지식이나 기술을 말한다. 

CCK는 수학 교사에게만 국한되지 않는 일반적인 수학 지식을 의미한다면, 

SCK는 교수 활동만을 위한 수학 지식을 의미하므로 수학 교사에게만 필요한 

지식이라고 볼 수 있다. 즉 SCK는 단순히 수학적 개념을 이해하는 것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지식을 직접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회계사나 계산을 하거나 공학자가 수학을 활용하

더라도 수학의 원리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

  세 번째 영역인 KCS는 학생에 대한 지식과 수학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 

수학 교사는 학생들이 무엇을 생각하기 쉬운지 그리고 무엇을 혼란스러워하

는지 예측해야 한다. 예를 하나 선택할 때에도 교사는 학생들이 어떤 예를 

통해 흥미를 갖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지 예측해야 한다. 과제를 제공할 

때에도 교사는 학생들이 이를 통해 어떻게 행동할지,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

러한 과제가 어려울지 아니면 쉬울지에 관하여 미리 예측해야 한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언어들 속에서 표현에서 나타나는 불완전한 사고

를 듣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이 특정 수학적 내용의 학습할 

때, 학생들의 전형적인 이해 방식이나 학생들이 자주 갖는 오류나 오개념에 

관한 지식이 가장 대표적이다.

  네 번째 영역인 KCT는 교수에 관한 지식과 수학에 관한 지식을 의미한다. 

KCT는 수업을 설계하고 수업 내용을 어떻게 배열하고 어떠한 수학 과제를 

활용하며 수업의 단계나 학생들의 이해 수준에 따라 어떠한 예를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교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특정한 수학적 내용을 가

르치는 데 필요한 다양한 표상들의 장단점을 평가하고 교수에서 활용되는 

방식에 관한 지식과 학생들의 오류를 교정하거나 학습에서의 어려움을 해결

하지 위한 교수법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다.

  다섯 번째 영역인 HCK는 수학적인 주제에 대하여 교육과정에 포함된 다른 

수학들과 어떻게 관련되는가에 관한 지식이다. 즉 교육과정에서 수학 내용

의 계통성에 관한 이해와 관련된 지식이라고 볼 수 있다. HCK는 Ball(1993)

의 연구를 반영하여 SMK의 범주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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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여섯 번째 영역인 KCC은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며, PCK의 

하위 영역에 속해 있다. 그러나 Ball 외(2008)는 HCK와 KCC가 각각 SMK와 

PCK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범주에 걸쳐 있는 것인지에 관

해 확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

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모호한 HCK와 KCC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영역

인 CCK, SCK, KCS, KCT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Ball 외(2008)는 [그림 Ⅱ-5]에서 제시된 MKT의 범주가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며 다양한 맥락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고, 각 범주의 지식들은 서

로 영향을 줄 수 있고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계가 모호할 수 있어서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MKT를 고정된 것으로 파

악하기보다는 동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MKT를 수학 교사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주어진 맥락에서의 교육적 실천에서 해석해야 한

다(Venkat & Adler, 2014). 이러한 맥락에서 Fenneman, Franke(1992)도 PCK

를 교사의 맥락 의존적인 지식으로 보았으며, 마찬가지로 Rowland 외(2003)

도 교수 상황에서 MKT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수학 교사의 MKT는 교사의 고

정된 특성으로 파악하기보다는 교사의 주어진 맥락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

다.

  

3.2. 과제 변형 및 적용과 관련된 MKT

  수학 교사가 갖고 있는 MKT는 교사가 수학 과제를 설계하는 데 크게 영

향을 미칠 수 있다(Henningsen & Stein, 1997; Stein 외, 1996). 마찬가

지로 수학 교사가 기존의 과제를 변형할 때에도 자신이 갖고 있는 MKT는 

변형 의도나 변형 과정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Lee 외, 2013). 또한 

MKT는 교수를 위한 수학적 지식이므로 그 정의에 따라 교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실제로 선행 연구들에서 수학 교사의 MKT가 수업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고희정, 2013; 김성

경, 2014; 박장희, 2014; 이현숙, 2011). 따라서 수학 교사가 자신이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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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제를 수업에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교사의 MKT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지금까지 과제 변형 및 적용 과정에서 교사의 MKT가 어

떻게 반영되었는지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도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가 과제를 변형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MKT를 고려하여 그러한 MKT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Lee 외(2013)는 <표 Ⅱ-1>을 기준으로 예비 교사가 과제를 변형하는 과

정에서 어떠한 MKT를 고려하는지를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

였다.

  첫째, 예비 교사들은 CCK보다 SCK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

견하였고, 이를 통해 과제 변형 과정에서 수학적 내용 지식을 교수 목적으

로 활용하려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SMK는 PCK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SCK는 학생

들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오개념을 확인하는 데 영향을 미쳤으며, 예비 교

사는 그러한 오개념을 방지하고자 하는 교수법을 고려하여 과제를 변형하

였다. 즉 SCK가 KCS와 KCT에 영향을 주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예비 교사

들은 역사 발생적 원리를 적용하거나 역사적 배경과 다양한 표상과 관련된 

SCK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표상을 활용해볼 수 있도록 변형하기도 

하였다.

  셋째, 예비 교사들은 과제를 변형하는 과정에서 KCS, KCT, SCK를 특히 

많이 활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비 교사들은 학생들의 오개념이나 난이

도, 교수법, 교수를 위한 수학 지식을 고려하면서 과제의 맥락이나 질문보

다는 주로 조건을 바꾸는 경향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예비 교사들은 과제 변형 과정에서 하나의 교사 지식이 아니

라 여러 가지 지식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를 통해 적절

한 교수법이나 교수 전략을 활용하도록 이끌었으며, 다양한 지식들이 서로 

상호 연관되어 다른 지식을 활성화하도록 도왔다. 따라서 과제 변형이 교

사에게 다양한 지식을 동시에 고려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교사 지식을 발달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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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수학 교사의 MKT가 수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직접적으로 교사가 변형한 과제

를 적용해보는 과정을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수업 과정에서의 MKT를 분석

한 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과제 적용 과정에서 MKT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예측해볼 수 있다.

  이현숙(2011)은 MKT 수준이 높은 수학 교사의 MKT가 실제 수업에서 어떻

게 발현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교사의 MKT는 수업을 계획 

및 실행하는 과정에서 CCK를 배경지식으로 다른 영역과 복합적으로 나타났

다. 특히 SCK는 수업의 핵심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데 비중 있게 나타나면

서 수업의 활동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또한 KCS는 학

습자의 수준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KCT는 수업을 계획할 때 교구 

및 과제를 선택하고 수업 중 일어나는 교수학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MKT 수준이 높은 수학 교사는 자신의 MKT를 교수 

활동에 적극적으로 고려하면서, MKT가 수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희정(2013)은 초임 교사의 MKT가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두 초임 교사는 학문 수학을 충분히 학

습하였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CCK를 갖고 있었음에도 SCK가 부족한 양상을 

MKT 하위 영역 기준

SMK

CCK 일반적인 수학 지식의 고려

SCK
수학적 용어, 아이디어, 역사, 적절한 예시의 교육

적 활용

HCK 전체 교육과정의 연관성 고려

PCK

KCS 과제의 난이도, 학생의 오개념, 흥미 고려

KCT 제공하고자 하는 예시나 교수법 고려

KCC 수학적 내용의 배열순서나 교육과정에 대한 고려

<표 Ⅱ-1> 과제 변형 과정에서 고려한 MKT 분류 기준(Lee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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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으며 이로 인해 KCS, KCT, KCC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

였다.

  박장희(2014)는 수학 교사의 MKT가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

인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인 수학 교사는 풍부한 CCK를 바탕으로 

SCK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학적 개념을 자세하고 정확한 수학적 근거를 

통해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고, 자신의 HCK를 바탕으로 역사 발

생적 원리를 통해 수업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KCS를 바탕으로 학생

들이 어떠한 오개념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지 이해하고 있어서 수업 중

에 학생들의 반응에서 발견되는 오류나 오개념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피드

백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다양한 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수학 교사는 다양한 교수법에 대한 KCT를 활용하기보다는 단순한 

설명식 수업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결론적으로 연구에 참여

한 수학 교사는 풍부한 SMK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CK에 충분히 영

향을 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위의 연구들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수학 교사가 갖고 있는 MKT의 하위 

영역들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실제 수업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마찬가

지로 수학 교사는 자신이 변형한 과제를 적용하는 수업에서도 자신의 변형 

의도를 발현시키고자 할 때, 자신이 갖고 있는 MKT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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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사례 연구

 

  본 연구에서는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의 조건부확률 오개념 교정을 위한 

과제 변형 및 적용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

적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과제 변형 과정에서는 교사가 오개념 교정을 

위해 어떠한 점을 고려하여 어떻게 변형하였는지 살펴보고, 과제를 적용해

보는 과정에서는 과제 변형 과정에서 고려한 교사의 의도가 잘 발현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교사의 의도대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 교사

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그러한 수업 장면에서의 질문 등의 

담론 조치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의 과제 변형 및 적용 과정을 비교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지 않으며,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가 조건부확률 오개념 

교정을 위해 교과서 과제를 변형하고 적용하는 상황에서 교사의 전문성이 

발달하는 과정을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위적인 개입을 최소화하여 자연스러운 현상을 탐

구하는 자연주의적 연구(Naturalistic inquiry) 방법을 택하며, 자연주의적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사례 연구 방법을 택하기로 하였다.

  자연주의적 연구는 연구자가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사람들이나 단체들

의 경험이나 행동들에 관하여 관찰하고 기술하고 해석하여 사회를 이해하고

자 하는 질적 연구 방식으로서, 관찰, 면담, 기술적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

회적 현상을 분석한다(Armstrong, 2010). 이러한 연구에서는 다른 연구들에

서 놓칠 수 있는 심층적인 부분을 세세하게 분석하고자 하므로, 소수의 사

례를 택하며 이들은 반드시 대표적인 사례일 필요는 없다(Armstrong, 

2010).

  사례 연구는 특정 사례를 심층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사례가 속해 있는 부



- 43 -

류의 특징적인 양상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결론보다는 과정에, 

특정의 변수보다는 맥락에, 확증보다는 발견에 관심을 둔다(우정호, 정영

옥, 박경미, 이경화, 김남희, 나귀수 외, 2006). 우정호 외(2006)는 사례 

연구의 특징으로 여섯 가지를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례 연구 방법을 

택한 근거는 이러한 특징에 따라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 연구는 특정한 예를 통한 현상에 대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도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가 과제를 변형하고 적용하는 소수의 사례를 통해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의 과제 변형 및 적용 과정에 대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둘째, 사례 연구는 사례에 대한 심층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도 예비 교사

와 현직 교사의 과제 변형 및 적용 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묘사와 분석을 통

해 결과가 아닌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얻고자 한다.

  셋째, 사례 연구는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에 대한 연구이

다. 본 연구에서도 연구자의 인위적인 개입을 최소화하여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MKT를 반영하여 과제를 변형하고 적용하는 과정

을 관찰하고자 한다.

  넷째, 사례 연구는 참여자의 내부자적 관점과 연구자의 외부자적 관점을 

통합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도 다양한 분석틀을 통해 연구에 참여한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가 경험한 복잡한 과제 변형 및 적용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다섯째, 사례 연구에서는 현상에 대하여 양적인 자료의 결과물을 제공하

는 것이 아니라 서술 중심으로 표현된다. 본 연구에서도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가 과제를 변형하고 적용하는 과정에 대하여 정량적인 결과물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양상을 보이며 어떻게 전문성을 발달시키는지에 

관하여 심층적인 이해를 얻고자 하므로 이에 대하여 풍부하고 자세한 기술

을 하고자 한다.

  여섯째, 사례 연구는 발견을 중시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도 예비 교

사와 현직 교사의 과제 변형 및 적용 과정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양상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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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하고자 한다.

  사례 연구 분석에서 제일 중요시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은 패턴탐

색기법과 기술적 분석이다. 패턴 탐색은 수집・정리된 자료로부터 연구현상

에 관한 일정한 패턴, 즉 자료들 간에 나타나는 일정한 규칙성 등을 체계적

인 가시적 분석과정을 통해서 유도하는 것을 말하며, 기술적 분석은 연구대

상, 즉 연구사례가 갖는 일체의 특징적 양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묘사

하는 것을 말한다(우정호 외, 2006: 125). 본 연구에서도 과제 변형 및 적

용 과정을 분석할 때,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가 과제 변형 및 적용 과정에

서 보이는 양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므로 패턴 탐색과 기술적 분석

을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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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설계

2.1. 연구 참여자와 배경

  본 연구에서는 예비 교사 1명, 현직 교사 1명,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한다.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는 각각 학생 10명씩을 대상으로 

자신이 변형한 과제를 활용하여 수업한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의 조건부확률 오개념 교정을 위한 과제 변형 및 적용 과정을 심층적으

로 분석하고자 하므로, 수업 내 상호작용의 세밀한 담론 분석을 위해 각 수

업의 학생 수를 10명으로 제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20명의 학생들은 이미 조건부확률에 관하여 학습한 고등학교 

자연계열 3학년 학생들로서, 평소 수학 수업에서 활발히 참여하는 편이며 상위

권과 중위권 학생들이 섞여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학생

들은 사전검사를 통해 조건부확률 오개념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첫 번째 이유는 조건부확률 오개념을 확인했던 기존 연구들에서는 주로 오

개념과 관련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Batanero & Sanchez, 2005; Borovcnik, 2012; Diaz & Batanero, 2009; 

Falk, 1989; Fischbein & Schnarch, 1997; Jones & Thornton, 2005; 

Shaughnessy, 1992; 나귀수 외, 2009; 이정연, 2005; 이정연, 우정호, 

2009; 조차미, 2010), 단순히 조건부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잘 

수행했다고 하여 조건부확률 오개념이 없다고 판단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본 연구가 자연주의적 연구 방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전 검사로 인해 미리 조건부확률 오개념에 대해서 의식하게 되면, 자연스

러운 수업 장면을 관찰하는 데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이유는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과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오개념을 확인

하는 과제를 제시하였고, 수업 장면에서 학생들의 반응과 활동지를 통해 학

생들이 오개념을 갖고 있었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수학 교사의 MKT는 교사의 과제 설계나 수업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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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칠 수 있다(Henningsen & Stein, 1997; Stein 외, 1996; 고희

정, 2013; 김성경, 2014; 박장희, 2014; 이현숙, 2011). 교사의 MKT는 과

제 변형 및 적용 과정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Lee 외, 2013). 본 

연구에서는 자연주의적 연구 방법을 통해 수업 상황을 관찰하고자 하므로,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의 MKT를 사전 검사를 통해 확인하지 않고 선행 연

구와 이들의 배경을 바탕으로 이들의 MKT를 예상하였고, 과제 변형 및 적

용 과정에서 고려한 MKT를 확인하면서 MKT가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예비 교사는 수학교육과 4학년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중학교에서 한 달간 

교생 실습을 받았으며, ‘수학 교재 연구 및 지도법’이라는 학부 강의를 수강

하여 3차례에 걸쳐서 과제 변형 활동을 경험하였다. 예비 교사이므로 수업 경

험으로부터 얻은 지식은 부족하지만, 다수의 연구를 접한 덕분에 학문적인 지

식이 풍부하였다. 예비 교사는 Freudenthal의 현실주의 수학교육론에 관심이 

많았고, 이정연(2005), 조상현(2012), 조차미(2010), 최용석(2009) 등 조건부

확률과 관련된 연구도 다수 읽었다. 조건부확률에 관한 다수의 연구를 접한 덕

분에 상위 관점의 학문 수학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여 조건부확률의 개념이나 

표본공간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하고 있었으며, 조건부확률의 다양한 오개념과 

교정하기 위한 교수법에 대한 지식도 풍부하였다. 따라서 예비 교사는 상위 관

점에서의 학문 수학의 지식을 바탕으로 CCK, SCK가 풍부하고, 학생들의 오개념

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KCS를 갖추고 있으며, Freudenthal의 현실주의 수학

교육론이나 오개념 교정 방법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KCT도 갖추고 있을 것으

로 예상하였다. 예비 교사는 자신의 MKT를 바탕으로 주어진 교과서 과제를 변

형해보았고, 이 변형한 과제를 수업에 적용해보고자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현직 교사는 수학교육과 대학원 석사를 졸업하였고 1급 정교사 연수를 수료

하였으며, 경력 4년차의 교사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만 4년째 근무하고 있다. 

현직 교사는 본 연구가 진행된 2016년 현재 2학년 자연계 학급의 담임교사이

고, 2학년 자연계열 미분과 적분2와 확률과 통계 수업을 맡는 교과 담당교사이

다. 특히 이 현직 교사는 토론 수업에 관심이 높아서 토론 수업의 의의나 절차 

등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였으며, 교사 재직기간 동안 꾸준히 수학토론반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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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여 토론 수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였다. 따라서 토론식 수업에 대한 KCT

가 풍부하고, 평소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수준이나 과제

의 적절한 난이도 등에 관한 KCS도 풍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조건부

확률에 대한 연구를 접한 경험이 부족하여 MKT가 상위관점의 학문 수학이나 수

학교육학 지식보다는 주로 자신의 경험과 신념 등을 바탕에 두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특히 학교 수학의 조건부확률에 대한 지식만 주로 갖추고 있어서 

SMK는 상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연구 이전에 현직 교사가 과제를 

변형해본 경험은 거의 없지만, 학교 환경에 있던 현직 교사는 자신의 MKT와 경

험 등을 바탕으로 주어진 교과서 과제를 오개념 교정을 목적으로 변형하였다.

  

2.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조건부확률의 개념, 조건부확률의 오개념, 조건부확률의 오개

념 교정을 위한 교수법에 관한 선행 연구들(Batanero & Sanchez, 2005; 

Borovcnik, 2012; Castro, 1998; Diaz & Batanero, 2009; Falk, 1989; 

Fischbein & Gazit, 1984; Fischbein & Schnarch, 1997; Jones 외, 1999; 

Jones & Thornton, 2005; Kiczek & Maher, 2001; Koirala, 2003; Tarr & 

Lannin, 2005; Shaughnessy, 1992; 나귀수 외, 2009; 박찬민, 2014; 이정

연, 2005; 이정연, 우정호, 2009; 조차미, 2010), 과제 변형 및 적용에 관

한 선행 연구들(Arbaugh & Brown, 2005; Boston, 2006; Boston & Smith, 

2011; Crespo, 2003; Even 외, 1993; Jones & Pepin, 2016; Lee 외, 

2013; Prestage & Perks, 2007; Son & Kim, 2015; Sullivan 외, 2009; 

Stein 외, 1996; Stein 외, 2000; Thanheiser 외, 2015; Thompson, 2012; 

Vaugelade 외, 2012; Voica & Pelczer, 2009; Watson, 2008; Zaslavsky, 

1995; Zaslavsky, 2007; 김대영, 김구연, 2014; 김정은 외, 2015; 김하

림, 이경화, 2016; 이혜림, 김구연, 2013), MKT에 관한 연구들(Ball 외, 

2008; Lee 외, 2013; Shulman, 1986; 고희정, 2013; 김성경, 2014; 박장

희, 2014; 이현숙, 2011)을 검토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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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의 조건부확률 오개념 교정을 목적

으로 하는 과제 변형 및 적용 과정을 심층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우선 조건부확률 오개념들 중 하나를 택하고, 이 오개

념와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충분히 이에 관해 고려하고 있지 못하는 교과서 

과제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많은 오개념을 다루기보다는 시간 축 오

류라는 조건부확률 오개념 하나만 다루기로 결정하였다. 왜냐하면 많은 선

행 연구들에 따르면 시간 축 오류는 가장 흔하게 나타나면서도 가장 교정하

기 어려운 조건부확률 영역의 대표적인 오개념이고, 처음 해보는 과제 변형 

활동에서 많은 오개념을 다루기보다는 하나의 오개념을 중점적으로 고려하

여 변형해보는 것이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도 더 그 과정에 몰입할 수 있고 

그만큼 심층적인 분석도 가능하리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시간 축 오류와 관

련한 교과서 과제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 교과서(류희찬 외, 2014)에서 다음 과제를 선정하였다.

    가 하나씩 적혀 있는 다섯 장의 카드가 들어 있는 주머니에

서 카드를 한 장씩 두 번 꺼냈더니 두 번째에 꺼낸 카드에 홀수가 적혀 

있었다. 이때 첫 번째에 꺼낸 카드에도 홀수가 적혀 있었을 확률을 구하

여라. (단, 꺼낸 카드는 다시 넣지 않는다.) (류희찬 외, 2014: 109)

  위와 같은 교과서 과제를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의 교과서 과제에서 조건사건은 목적사건보다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따라서 시간 축 오류를 보이는 학생들이 이 과제를 접했을 때 조

건사건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앞서 언급한 조건부확률 오개념 교정을 위한 교수법인 추측, 실험, 

토론, 반성, 구성의 과정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를 변형하고자 

하는 교사가 이러한 교수법들을 고려하여 과제를 변형하고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교과서 과제를 선정한 다음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에게 이 과제를 제공하

였고, 조건부확률 오개념인 시간 축 오류에 관하여 안내하였다. 이를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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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조건부확률 오개념 교정을 위해 교과서 과제를 변형하는 보고서를 서

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교과서 과제에 대한 분석, 조

건부확률 오개념 교정을 위한 과제 변형, 그와 같이 과제를 변형한 이유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어 이에 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가 변형한 과제를 적용하는 과정에

서 변형 의도가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므로, 과제 변형이 끝나

고 자신이 변형한 과제를 바탕으로 10명의 학생들과 시간 축 오류 교정을 

위한 1차시 수업을 하도록 하고 이를 관찰하였다. 예비 교사는 2명씩 총 5

개 조의 소그룹을 만들었고, 현직 교사는 5명씩 총 2개 조의 소그룹을 만들

었다.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성적, 개인성향, 친밀

도 등을 고려하여 소그룹을 구성하였다. 예비 교사는 약 120분 동안 수업을 

진행하였고, 현직 교사는 약 60분 동안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두 수업 모두 

같은 교실에서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두 수업 모두 참여 관찰을 하였고, 교

실 앞뒤에 캠코더를 설치하고, 조별로 녹음기를 설치하여 수업 전 과정을 

녹화 및 녹음하였다. 캠코더를 통해 학생들의 얼굴 표정이나 행동을 포착할 

수 있었고, 녹음기를 설치하여 교사와 학생들의 담론이 보다 잘 녹음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촬영을 하며 인상적인 학생들의 행동이나 교사의 

담론 조치에 주목하여 따로 노트를 작성하였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교사 

및 일부 학생들과 각각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교사의 자연스러운 

과제 적용 과정을 관찰할 수 있었고, 자료의 객관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본 연구가 진행된 과정은 아래 <표 Ⅲ-1>과 같다.

날짜 연구 내용

2016. 03 ~ 2016. 06 문헌 연구

2016. 06 ~ 2016. 07 예비 교사, 현직 교사의 과제 변형

2016. 07 ~ 2016. 08 예비 교사, 현직 교사의 과제 적용 관찰 및 면담

2016. 09 ~ 2016. 12 결과 정리 및 해석

<표 Ⅲ-1>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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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3.1.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과제 변형 활동과 과제 적용 활동 두 가지 활동에 대하여 사

례 연구를 수행하므로, 자료를 수집할 때에도 교사의 변형된 과제와 이를 적용

한 수업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교사의 변형된 과제와 이를 적용한 수업에 대

한 자료 수집을 위해 교사가 작성한 과제 변형 보고서 수집, 교실 관찰, 교사 

면담, 학생 면담, 수업 녹화, 수업 녹음, 연구자의 기록, 학생이 제출하는 문

서자료 수집 등을 수행한다.

  먼저 첫 번째 연구 문제에 답하기 위해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의 과제 변형 

보고서, 면담 자료 등을 분석한다. 교사의 과제 변형 보고서에서는 교과서 과

제, 시간 축 오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세 가지의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

째 질문은 주어진 교과서 과제가 조건부확률 오개념을 고려하고 있는지, 교과

서 과제를 통해 이러한 조건부확률 오개념이 교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이다. 조건부확률 오개념 교정의 관점에

서 주어진 교과서 과제의 문제점을 진단해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보도록 하여 과제 변형의 아이디어를 생각해나가도록 유

도하였다. 두 번째 질문은 직접 조건부확률 오개념을 고려하고 이를 교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교과서 과제를 변형해보도록 하였으며, 과제 변형의 자

유를 부여하고자 반드시 하나의 과제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질문

에서는 과제 변형의 의도를 묻고자 하였다. 이와 별도로 면담을 통해서도 보고

서에서 드러나지 않은 과제 변형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예비 교사와 현

직 교사가 변형한 과제는 오개념 교정 기회 측면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두 번째 연구 문제에 답하기 위해 1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의 1차시의 수업을 관찰하였으며, 교사와 학생 간 그리고 학생들 간

의 상호작용과 담론의 양상 등을 분석하여 교사의 과제 변형 의도가 어떻게 발

현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과제 적용 과정에서 교사의 의도대로 수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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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는 이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분

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모든 수업 장면은 캠코더로 녹화하고 녹음기로 녹취

되었으며, 녹취된 자료는 전사되었다. 수업 관찰 후에는 교사, 학생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문서 자료 수집을 위해 관찰된 수업에서 학생들이 작성한 활

동지를 수집하고 교실 수업 자료와 면담 자료, 전사 자료를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수업 관찰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대표적인 수업 장면을 선택

하여 분석한다.

3.2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크게 과제 변형 활동과 과제 적용 활동 두 가지 활동에 대하

여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 문제에서는 답하기 위해서는 변형된 과제에서 제공

하는 오개념 교정 기회를 파악해야 한다. 조건부확률 오개념 교정을 위한 교수

법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추측, 실험, 토론, 반성, 구성의 과정을 통

해 학생이 자신의 사고를 드러내고 친구와 생각을 공유하면서 수정해나가는 

협력적인 활동이 필요함을 강조한다(Borovcnik, 2012; Castro, 1998; Diaz 

& Batanero, 2009; Fischbein & Gazit, 1984; Fischbein & Schnarch, 1997; 

Jones 외, 1999; Kiczek & Maher, 2001; Koirala, 2003; Tarr & Lannin, 

2005; 박찬민, 2014; 이정연, 2005; 이정연, 우정호, 2009; 조차미,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 Ⅲ-2>와 같이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추측, 실험, 

토론, 반성, 구성의 기회를 오개념 교정 기회로 보고,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

가 이러한 오개념 교정 기회를 제공하고자 할 때의 바탕이 된 MKT를 분석하여 

이들의 변형 의도를 파악하고 이들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양상을 분석해보고

자 한다. 변형 과정에서 어떠한 MKT를 고려하였는가는 앞서 제시한 <표 Ⅱ-1>

에서와 같이 Lee 외(2013)에서 제시한 기준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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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기준 세부 내용

추측 정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미리 예측함

실험 공학적 도구나 교구를 활용하여 직접 실험함

토론 친구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함

반성 자신이나 친구들의 사고 과정의 돌이켜봄

구성 다양한 방식으로 표본공간을 직접 구성해봄

<표 Ⅲ-2> 조건부확률 오개념 교정 기회 분석 틀

  수학 과제 설계와 실행 분석틀에 따르면 교사의 의도에 따라 본래 계획

된 과제가 전혀 다르게 설정되고 실행될 수 있다(Stein 외, 1996). 즉 과

제가 제공하는 학습 기회와 교사가 의도한 학습 기회가 서로 다를 수도 있

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확률 오개념 교정 기회를 분석할 때, 

변형된 과제가 제공하는 오개념 교정 기회에 주목하기보다는 교사가 변형

된 과제에서 제공하고자 의도한 오개념 교정 기회에 주목하고자 한다. 왜

냐하면 본 연구는 교사가 과제 변형 과정에서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과정을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과제가 제공하는 오개념 교정 기회보다

는 교사의 의도에 주목하는 것이 연구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기 때

문이다. 

  또한 <표 Ⅲ-3>과 같이 과제가 요구하는 인지적 노력 수준을 분석함으로

써 과제에서 제공하는 질문의 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Stein, 

Smith(1998)는 인지적 노력 수준에 따라 낮은 수준(low-level)의 과제와 

높은 수준(high-level)의 과제로 나누었으며, 낮은 수준의 과제는 암기형 

과제(Memorization tasks, 이하 M 과제)와 연계성 없는 절차형 과제

(Procedures Without Connections tasks, 이하 PNC 과제), 그리고 높은 

수준의 과제는 연계성 있는 절차형 과제(Procedures With Connections 

tasks, 이하 PWC 과제)와 수학 행하기 과제(Doing Mathematics tasks, 이

하 DM 과제)로 각각 나누었다. 이와 같이 인지적 노력 수준을 분석하여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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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절차적 사고를 주로 요구하는 과제를 설계하였는지 또는 고차원적인 

사고와 수학적 추론 능력을 기르도록 설계하였는지 분석할 수 있다. 실제 

수업에서는 수업 단계, 학생들의 학습 상태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높은 수

준의 과제와 낮은 수준의 과제가 모두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

의 과제만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김하림, 

이경화,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교사가 상황에 맞게 적절한 수준의 

과제를 제공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 간, 그리고 학생들 

간에서 상호작용하는 담론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조건부확률의 오개

념 교정을 위해서는 교실 내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Jones 외, 

1999; Kiczek & Maher, 2001; Koirala, 2003). 담론 분석을 통해 교사가 의

도적으로 제공한 오개념 교정 기회가 실제로 과제 적용 과정에서 어떻게 발현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과제 변형의 의도대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교사가 어떠한 담론 조치를 취하는지 등을 분석할 수 있다. 이처럼 교

실 담론과 교사의 담론 조치를 살펴봄으로써 교사의 MKT가 변형된 과제를 적용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과제 

수준

과제 

종류
설명

낮은 

수준의 

과제

M 과제
학습자가 이전에 배웠던 사실, 규칙, 공식, 정의 

등을 기억하여 그대로 사용하여 해결

PNC 과제
분명한 해결 절차가 존재하며, 절차의 근간이 되는 

수학적 개념이나 의미보다는 절차에 초점

높은 

수준의 

과제

PWC 과제
수학적 개념이나 의미의 이해를 위해 절차의 이용

에 집중

DM 과제
수학적 개념, 과정, 관계 등을 이해하고 탐구하게 

하는 복잡하고 비 알고리즘적인 사고를 요구

<표 Ⅲ-3> 과제가 요구하는 인지적 노력 수준(Stein & Smith,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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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확률 오개념 교정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오개념 교

정에 있어서 교사와 학생 간,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교실 내 상호작용의 수준을 파악하고자 <표 Ⅲ-4>와 같이 수학 대화 학습 공

동체(Math-talk learning community)의 발달 수준(Huffered-Ackles, 

Fuson & Sherin, 2004)을 기준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Huffered-Ackles 

외(2004)에 따르면, 0 수준은 전통적인 교사 중심적인 수업으로 학생들로

부터 간단한 답을 얻어내는 수업이고, 1 수준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의 사고

를 추구하지만 주로 교사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2 수준에서는 교사

가 학생들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면서 학생 간 담론의 증가에 따라 협

력적인 교수 학습이 일부 발생하고 교사는 순회지도하기 시작하며, 3 수준

에서는 교사가 동료 교사이자 학습자가 되어 모든 발생하는 일들을 살펴보

지만 주변에서 도울 준비를 하면서 학생이 수업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

한다.

수

준

특징

질문하기
수학적 사고 

설명하기

수학적 

아이디어의 

근원

학습에 대한 

책임

0

교사만 간단한 

질문을 제공

교사는 정답 중

심의 질문이나 

정답을 제공

교사가 자신의 

수학적 아이디

어를 설명

교사는 자신의 

의도대로 정답

을 제공
학생은 질문 없

이 교사의 질문

에 답함

학생은 자신의 

의견 제시하지 

않음

학생들은 아이

디어를 제시하

지 않음

학생들은 수동

적인 청자

1

교사는 정답보

다는 사고에 초

점을 맞춘 질문

교사는 학생의 

사고를 일부 조

사하지만 자신

교사의 아이디

어가 주요 근원

학생들의 의견

에 교사가 주로 

피드백 제공

<표 Ⅲ-4> 수학 대화 학습 공동체의 발달 수준(Huffered-Ackles 외, 2004: 

8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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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 의 설명에 의존

학생은 질문 하

지 않음

학생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자

신의 생각을 간

단히 설명

일부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내

더라도 탐구되

지 않음

학생은 교사 지

시에 따라 자신

의 풀이를 보여

주면서 다른 친

구들을 도움

2

교사는 탐구하

는 열린 질문을 

지속적으로 제

공하고, 학생 

간 토론을 촉진

교사는 학생들

의 사고에 관하

여 더 깊게 탐

구하고 학생들

의 자세한 답변

을 권장하고, 

학생들의 다양

한 반응을 유도

교사는 학생들

에게 후속 설명

을 제공하고 학

생들에게 이들

을 비교하고 대

조해보도록 하

며, 학생들의 

오류를 학습 기

회로 활용 

교사는 학생들

이 다른 친구들

의 수학 이해를 

돕는 데 책임을 

갖도록 격려하

며, 친구들의 

풀이에 관해 동

의하는지 묻고 

그 근거를 제시

하도록 함 

학생들은 다른 

학생의 의견에 

질문하고, 다른 

학생들은 이를 

경청함

교사에 의해 학

생들은 의견을 

제시하며, 학생

들은 자세한 답

변과 함께 근거

를 제시하고 다

른 학생들은 경

청함

학생들은 다른 

의견이더라도 

자신의 아이디

어나 전략을 공

유하며, 학생들

의 아이디어가 

종종 수학 수업

의 방향을 결정

학생들은 다른 

학생의 의견을 

이해하고자 노

력하며, 자신의 

단어로 다른 학

생의 답을 설명

하기도 함

3

교사는 친구들

의 풀이에 관하

여 서로 질문해

보도록 하고, 

교사의 질문에 

교사는 학생들

의 사고를 자세

히 살펴보면서 

학생들이 더 잘 

설명하도록 탐

교사는 자신의 

설명 도중에 학

생들의 질문을 

허락하며, 학생

들이 새로운 전

교사는 학생들

이 협력하여 서

로의 풀이와 사

고를 평가하는 

데 책임을 갖도



- 56 -

  수학 대화 학습 공동체의 발달 수준은 전체적인 담론의 상호작용 수준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이는 전체적인 상호작용의 수준을 보여

주는 분석틀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담론 분석 틀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음 

세 가지 분석틀을 통해 수학 대화 학습 공동체의 발달 수준을 보완하여 세

부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나미영(2006)의 아래의 <표 Ⅲ-5>와 같이 상호작용 분석틀을 활용하

여 어떠한 상호작용 패턴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교사가 자신의 의도

대로 이끌고 나가는 깔때기 패턴이 계속 발생한다면 그만큼 상호작용이 활발하

게 일어난다고 볼 수 없으며, 학생들이 담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집중 패턴

이 계속 발생한다면 그만큼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따라 담론 방향

이 변하기도 함

구 질문을 제공

하며, 전략에 

관해 더 깊게 

사고하도록 자

극함

략을 설명하고 

소유하도록 하

며, 학생들의 

아이디어나 방

법을 적극적으

로 활용함

록 하고, 학생

들이 서로 도우

면서 오개념을 

처리하도록 권

하며, 필요시 

후속 조치 제공

학생 간 담론은 

교사와 독립적

으로 학생에 의

해 시작되며, 

정당화에 관한 

질문들이 주로 

이루어지면서 

만족할 때까지 

질문을 반복

학생들도 교사

의 도움 없이 

자기 의견을 정

당화하며, 질문

에 대비하여 철

저하게 준비하

도록 동기 부여

되고, 다른 학

생들은 적극적

으로 경청함

학생들은 교사

나 다른 학생들

의 의견에 끼어

들기도 하며, 

학생들의 아이

디어는 수학 수

업에서 많은 부

분을 차지함

전체 토론이나 

조별 토론에서 

스스로 다른 친

구들의 풀이나 

아이디어를 명

료화하기 시작

하며, 학생들은 

서로 오류를 이

해하고 교정하

도록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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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E 패턴(Elicitation-Response-Evaluation)5) 후에 수학적 아이디어가 충분히 

공유되면 교실 내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PD 패턴(Proposition-Discussion)6)으

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IRE 패턴(Initiation-Response-Evaluation)7)으로만 

계속 이어진다면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난다고 볼 수 없다.

  둘째, 교사가 취하는 담론 조치(discourse move)를 분석하기 위하여 <표 Ⅲ

-5>와 같은 Henning 외(2012)의 분석틀을 활용하고자 한다. Henning 외(2012)

는 교사가 어떻게 수업을 설계하는가와 교사 학생 간 상호작용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교사의 담론 조치를 12가지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 분

석 틀을 활용하여 교사가 학생에게 어떠한 담론 조치를 취하는지 코딩하여 

5) ERE 패턴이란 교사가 유도하고 학생이 반응한 것을 평가나 정교화 함으로써 깊은 

토론을 장려하도록 하는 패턴을 말한다(나미영, 2006).

6) PD 패턴이란 교사나 학생이 자원하여 의견을 제안하고 다른 구성원들이 이에 대해 

토론하는 상호작용을 말한다(나미영, 2006).

7) IRE 패턴이란 교사의 질문에 대해 학생들의 짧은 답변을 판단하여 정확한 답을 이

끌어나가는 데 주목하도록 하는 패턴을 말한다(나미영, 2006).

상호작용 패턴 특징

깔때기 패턴

(Funnel 

Pattern)

교사가 의도한 답을 학생이 답할 수 있도록 질문의 범

위를 좁혀 여러 개의 하위 문제로 나누어 교사가 학생

에게 질문하는 상호작용의 패턴으로서, 학생은 수동적

인 역할을 수행

집중 패턴

(Focusing 

Pattern)

학생들이 대화에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학습하는 상

황을 만들어 학생들이 과제에 집중하고 참여하여 해결

할 수 있도록 교사가 격려하는 상호작용의 패턴으로

서, 학생들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순환적 패턴

(Cyclic

Pattern)

ERE 패턴(유도-반응-정교화하기) - PD 패턴(제안-토

론)이 순환하는 상호작용의 패턴

<표 Ⅲ-5> 상호작용 패턴(나미영, 200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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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서 교사가 자신이 과제를 변형한 의도대로 수업을 이끌어나가기 

위해 어떠한 담론 조치를 제공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학생들의 반

응을 유도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교사가 제공하는 후속 담론 조치에 주목

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 사이에서 충분한 탐구 과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EB나 EX를 지나치게 자세하게 제공한다면, 교사의 권위가 높아지게 

되어 학생들은 수학적 아이디어를 제공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활발한 상호작용을 기대하기 힘들며, 일방적인 수업으로 이

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담론 

조치

코

드

세부적 담론 

조치
의미

학생 

반응 

유도

EC
유도

(elicitation)

교사는 질문을 통해 완성되지 않은 문

장을 제시하거나 학생의 이름을 부르거

나 문제 번호를 크게 말함으로써 학생

의 참여를 이끌어냄

반응 

확인

하기

CF
확인

(Confirmation)

교사는 학생이 답변하고자 하는 시도를 

확인하고 격려함

RP
반복

(Repetition)

교사는 학생의 대답을 확인하거나 학생

의 요점을 강조하거나 다른 예를 인정

하거나 학생의 답변에 질문하기 위하여 

학생이 말한 것을 반복함

RJ
거절

(Rejection)

교사는 학생이 질문에 답하고자 하는 

시도를 거부함

교사

가 

안내

하는 

후속 

C
신호

(Cue)

교사가 힌트를 주거나 전략을 제시하거

나 핵심적인 시각적 특징에 주목하도록 

하거나 특정한 지점을 보도록 함

EB
정교화

(Elaboration)

교사는 추가적인 예를 제시하거나 새로

운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토론에서 해당 

<표 Ⅲ-6> 교사의 담론 조치(Henning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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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교사의 질문에 관하여 교사와 학생의 질문 활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조진우, 박민선, 이경화, 이은정(2016)이 효과적인 수학적 담론을 구축하

기 위한 교사 질문활동의 특성을 분석틀로 활용하고자 한다. 조진우 외

(2016)는 <표 Ⅲ-7>와 같이 개방성, 공유성, 생산성8)을 기준으로 질문활

동을 통해 효과적인 수학적 담론이 구축되고 있는지 분석할 수 있다고 주

장하였다. 여기에서 조진우 외(2016)는 질문이 아니라 질문활동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단순히 교사가 제공한 한 번의 질문이 

아니라 대화의 연속체로서 실제 대화 속에서의 발화에 주목하였다.

  과제에서 제공하는 질문이나 교사가 수업 중에 제공하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하여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업 중 질문활동의 개방성, 공유

8) 생산적인 담론이란 문제의 해법으로 이끌고,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방식과 사고에 

영향을 미치며, 참여자들의 상호 위치를 바꾸면서, 그들의 규칙과 개념을 더 풍부

하게 해주는 담론을 말한다(Sfard & Kieran, 2001).

조치

주제에 관해 정교화함

RF
재공식화

(Reformulation)

교사는 수업의 교사 목표에 맞도록 학

생의 답안을 다시 말함

EX
설명

(Explanation)

교사는 토론과 관련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설명을 제공함

RC
개요

(Recap)

교사는 학생들을 공통의 이해로 이끌기 

위하여 이전의 발언들을 요약함

비교

육적

담론 

조치

P
절차

(Procedure)

교사는 학습 내용과 간접적으로만 관련

이 있고, 수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지

시사항을 전달함

M
관리

(Management)

수업과 관련 없는 학생들의 행동을 막

거나 교정하도록 의도된 언어적 발언

IT

대화

(Interpersonal 

talk)

교사는 학생들과 개인적인 신뢰를 쌓는 

방식으로 상호작용 하지만 학습 내용과

는 간접적으로만 관련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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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생산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면, 수학 대화 학습 공동체의 발달 수

준은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

  위의 분석틀을 종합해보면 수학 대화 학습 공동체의 발달 수준을 통해 

각 수업 장면에서의 전체적인 상호작용의 수준을 살펴보고, 상호작용 패

턴, 교사의 담론 조치, 교사의 질문활동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교실 

내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과제 

변형 과정에서의 교사의 의도가 어떻게 적용 과정에서 발현되며, 교사의 

의도가 잘 발현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교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 

경우에 교사의 대처가 효과적인지 등을 분석할 수 있다.

기준 특징

개방성
교사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개방적인 마음으로 수학적 

담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논증을 장려함

공유성
교사는 계획된 탐구 주제를 공유하고 담론 참여자들이 

공동의 탐구를 만들어가도록 질문활동을 제공함

생산성
교사는 학생들의 발언에 대한 적절한 후속 질문을 

통해 수학적 담론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옴

<표 Ⅲ-7> 효과적인 수학적 담론을 위한 질문활동(조진우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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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1. 연구 문제 1의 결과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 문제는 ‘조건부확률 오개념 교정을 위해 예비 교

사와 현직 교사가 교과서 과제를 변형할 때, 오개념 교정 기회 측면에서 어

떠한 양상을 보이는가?’이다. 아래 원본 과제에서는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이 

조건사건이고,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목적사건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건문 

조건부확률을 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오개념을 고려한 학습 기회는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 

    가 하나씩 적혀 있는 다섯 장의 카드가 들어 있는 주머니에서 카드를 

한 장씩 두 번 꺼냈더니 두 번째에 꺼낸 카드에 홀수가 적혀 있었다. 이때 첫 번째

에 꺼낸 카드에도 홀수가 적혀 있었을 확률을 구하여라. (단, 꺼낸 카드는 다시 넣

지 않는다.) (류희찬 외, 2014: 109)

  본 장에서는 먼저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가 각각 조건부확률 오개념 교정을 

위해 교과서 과제를 변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오개념 교정기회를 제공하고자 

의도하였는지 분석해보고, 제공하고자 의도한 오개념 교정 기회를 바탕으로 예

비 교사와 현직 교사의 과제 변형 과정의 특징적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1. 예비 교사의 과제 변형 분석

  예비 교사는 주어진 교과서 과제를 ‘복습퀴즈’, ‘몸을 풀어봅시다!’, 

‘탐구해봅시다!’, ‘마무리합시다!’ 이렇게 4개로 변형하였다. 이 중에서 

직접적으로 조건부확률 오개념 교정을 위해 교과서 과제를 변형한 과제는 세 

번째 과제인 ‘탐구해봅시다!’이므로 이 과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예비 교사가 조건부확률 오개념 교정을 위해 각 과제에서 어떠한 인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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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 수준으로 어떠한 오개념 교정 기회를 제공하기를 의도하였으며, 변형 과

정에서 어떠한 MKT를 고려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1.1. 추측과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의도한 변형

  예비 교사는 자신의 MKT를 바탕으로 원본 과제에서 제공되지 않았던 다양한 

오개념 교정 기회를 제공하고자 과제를 변형하였다. 본 절에서는 추측과 토론 

기회를 제공하고자 변형된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예비 교사의 ‘탐구해봅시다!’과제에서는 원본 과제에서의 맥락을 변

형하였다. 예비 교사는 과제를 변형하는 과정에서 조건부확률 오개념 교정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아래와 같은 이정연(2005)의 조건부

확률 오개념 검사지에 등장하는 문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0개의 제비 중 4개가 당첨제비라고 한다. 갑이 먼저 제비를 뽑고, 을이 두 번째로 

제비를 뽑는다고 할 때, 다음을 구하여라. (단,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다.)

(1) 갑과 을이 모두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은?

(2) 갑이 당첨제비를 뽑았을 때, 을이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은?

(3) 을이 당첨제비를 뽑았을 때, 갑이 당첨제비를 뽑았을 확률은? (이정연, 2005: 

97)

  예비 교사는 이정연(2005)의 맥락을 별 다른 의도 없이 그대로 따라한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맥락을 변형한 것으로 보인

다. 첫 번째는 기존 교과서 과제의 맥락이 지나치게 학생의 실세계 경험과 동

떨어져 있는 인위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정연(2005)에 제시된 맥락에

서 갑, 을 대신에 드라마의 배우 이름으로 바꾸어서 학생의 흥미를 끌 수 있다

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이 맥락을 변형함으로써 ‘탐구해

봅시다!’과제의 (3)에서 수지의 당첨 여부에 따라 우빈이의 기분이 달라지냐

는 질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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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락의 변화보다도 주목할 점은 조건사건과 목적사건이 뒤바뀐 두 가지 상황

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원본 과제에서는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 조건사건이고 

먼저 일어난 사건이 목적사건일 때의 조건부확률만 구하도록 하고 있다. 즉 원

본 과제에서는 2번 상황에 대응되는 문제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 교사

는 이정연(2005)의 문제를 참고하여 1번 상황을 추가하였다. 과제가 제공하는 

학습 기회는 단순히 두 가지 조건부확률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유사

해보이면서도 다른 두 가지 상황을 제공하여 자연스럽게 두 가지 확률을 비교

하도록 하고 있다.

  예비 교사가 이와 같이 변형한 데에는 예비 교사의 SCK가 영향을 미친 것으

로 보인다. 예비 교사는 조건사건과 목적사건이 뒤바뀐 1번 상황과 2번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두 가지 조건부확률에 관하여 구해보고 이들을 비교

<� 탐구해봅시다!� >

� � 총 10개의 쪽지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습니다.� 10개의 쪽지 중 4개의 쪽지에 ‘당

첨’이 적혀있다고 합니다.� 우빈이와 수지가 상자 속 쪽지를 차례대로 뽑는다고 합니

다.� (우빈이는 쪽지를 뽑은 후 다시 집어넣지 않습니다.)

[1번 상황]� 우빈이가 당첨 쪽지를 뽑았다고 할 때,� 수지도 당첨 쪽지를 뽑았을 확률

을 구해보세요.

[2번 상황]� 수지가 당첨 쪽지를 뽑았다고 할 때,� 우빈이도 당첨 쪽지를 뽑았을 확률

을 구해보세요.

(1)� 짝꿍과 함께 각자 푼 방법을 이야기해보고,� 다른 점이 있었는지 확인해봅시다.

(2)� 이 문제를 본 신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조건부확률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

A가�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 이 문제에서는 우빈이가

먼저 쪽지를 뽑았으니까 수지가 이후에 당첨 쪽지를 뽑든 안 뽑든,� 우빈이가 당첨쪽

지를 뽑을 확률은 0.4라고 생각해.”

� 신혜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신혜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어야 하나요?

[그림 Ⅳ-1] 예비 교사가 변형한 과제의 ‘탐구해봅시다!’(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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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면서 두 확률이 같다는 점에 주목하여 대칭적인 상황임을 인식하도록 의도

하였다. 조차미(2010)는 비복원 추출 상황에서 첫 번째 추출과 두 번째 추출이 

서로 대칭적임을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시간 축 오류를 교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비 교사는 조차미(2010)의 주장을 고려하여 궁극적으

로는 Borovcnik(1986)의 확률 수정의 대칭성을 이해함으로써 조건사건과 목적

사건의 역할이 서로 바뀔 수 있음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형 과정에서 예비 교사는 오개념을 교정하는 데 필요한 특별

한 내용 지식인 조차미(2010)의 추출 순서에 따른 대칭성, Borovcnik(1986)의 

확률 수정의 대칭성과 같은 SCK를 고려하였다.

  1번 상황은 조건사건이 목적사건보다 먼저 일어나며,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접했던 전형적인 조건부확률 질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예비 교사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무난하게 조건부확률을 구하는 절차를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므로 PNC 과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예비 교사는 2

번 상황에서 조건사건이 목적사건보다 나중에 일어나기 때문에, 조건부확률의 

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시간 축 오류를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

였다. 학생들이 단순하게 조건부확률을 구하는 절차만을 활용하여 구한다면 

PNC 과제라고 볼 수 있겠으나, 예비 교사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이에 내재된 

오개념을 고려하도록 의도하고 있으므로 PWC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예비 교사

는 이와 같이 과제를 변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조건부확률 오

개념에 관한 KCS를 고려하였다.

  변형된 과제의 (1)에서는 1번 상황과 2번 상황에 대하여 친구들과 토론해보

면서 자신과 친구들의 사고 과정을 비교해 보도록 의도하였다. 예비 교사는 토

론 과정을 통해 시간 축 오류를 보이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서 

활발한 토론이 일어나면서 친구들의 의견들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생각해보기를 기대하였다. 이러한 의도로 변형한 배경에는 오개념에 대한 예비 

교사의 KCS가 오개념을 활용한 교수법에 관한 지식인 KCT에 영향을 주었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후 면담에서 예비 교사는 시간 축 오류를 보이지 않는 

학생들은 오개념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간 축 오류에 관해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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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고민해볼 기회를 갖기 못했기 때문에 시간 축 오류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예비 교사는 1번 상황과 2번 상황을 제시하여 자연스럽게 시간

관계에 관해서 고민해보면서 조건사건과 목적사건의 관계가 시간관계에 의해 

종속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추측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의

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순히 문제를 깊게 고민하지 않고 풀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1)번 문항을 통해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즉 토론을 

통해 시간 축 오류를 드러내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사이의 풀이를 비

교해보면서 자신의 풀이를 반성하게 되고 시간관계에 대해서 고민해보게 되는 

추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결국 예비 교사는 과제 (1)에서 추측과 토

론의 과정이 서로 함께 나타나기를 기대하였고, 오개념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오개념을 유발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변형된 과제의 (2)에서는 시간 축 오류를 보이는 ‘신혜’의 발언이 올바른

지 추측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의도하였다. 앞서 (1)을 통해 토론 과정에서 

시간 축 오류를 보이는 학생들에 의해 이에 대하여 고민해보는 기회가 제공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더욱 직접적으로 추측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 의도하였다. 예비 교사는 시간 축 오류를 보이지 않는 학생들도 (2)에서 제

공된 ‘신혜’의 발언을 듣는다면 충분히 갈등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2)에서는 또한 시간 축 오류를 보이는 ‘신혜’에게 어떻게 설명해

줄 것인지에 관해 질문함으로써,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당화가 필요함

을 인식하기를 기대하였다. (2)에서는 갈등 상황을 제공하는 데 주목적이 있었

으므로, 예비 교사는 갈등 상황에 놓인 학생들이 곧바로 정당화를 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1.1.2. 표본공간의 구성을 통한 수학적 정당화를 의도한 변형

  이전까지의 과제에서는 시간 축 오류에 관하여 추측하게 하고 갈등 상황을 

제공하여 오개념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변형된 과제의 (3)에서는 그러

한 갈등 상황을 해소하고 시간 축 오류를 본격적으로 교정하고자 의도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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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예비 교사는 이정연(2005)의 교정 방법에 대한 KCT을 반영하여 이 과제

를 설계하였다. 이정연(2005)은 처음에 추출한 결과를 보지 않고 두 번째 결과

를 먼저 확인한다는 문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시함으로써, 나중에 일

어난 사건이 조건사건이 되고 먼저 일어난 사건이 목적사건인 조건부확률도 가

능한 상황임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비 교사는 이

러한 방식을 반영하여 문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줌으로써 학생들이 직접 

P와 P를 구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이 두 가지 확률

을 비교함으로써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 먼저 일어난 사건의 확률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수학적으로 증거를 찾아서 정당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예비 교사는 학생들이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서 ‘몸을 풀어봅시다!’

과제에서 표, 수형도, 벤 다이어그램, 공식 등 다양한 풀이 전략을 활용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3)에서 이러한 전략들을 활용하여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를 의도하였다. 특히 시각화 수단을 통해 표본공간을 구성해보고 이를 확인함

으로써 조건부확률을 구할 때 조건사건과 목적사건 사이의 시간관계를 고려하

는 것이 아니라, 두 시행의 결과를 모두 고려한 2차원 표본공간에서 조건부확

률을 구하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즉 이 과제에서는 표본공간

을 구성해보면서 오개념을 교정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의도하였다. 이는 예비 

교사의 2차원 표본 공간이나 다양한 조건부확률 풀이 전략에 대한 CCK를 활용

하여 표본공간을 구성하고 확인하는 교정법을 고려하였으므로, CCK가 KCT에 영

향을 주었고 이러한 CCK와 KCT가 반영되어 이와 같이 과제를 변형한 것으로 보

인다.

(3)� 우빈이와 수지가 차례로 쪽지를 뽑은 뒤 우빈이는 쪽지의 당첨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지가 먼저 당첨여부를 확인한다고 합시다.� 수지가 당첨일 때 우빈이가 당첨

일 확률과 수지가 꽝일 때 우빈이가 당첨일 확률이 같을까요?� 수지의 당첨 여부에

따라 우빈이의 기분은 달라질까요?

[그림 Ⅳ-2] 예비 교사가 변형한 과제의 ‘탐구해봅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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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실험을 통한 경험적 정당화를 의도한 변형

  변형된 과제의 (4)에서는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 먼저 일어난 사건의 확률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이 명확히 드러나는 실험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실험 결

과에 대하여 반성해보도록 의도하였다. 예비 교사가 이러한 실험 과정을 도입

한 것 또한 이정연(2005)의 교정 방법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정연

(2005)은 실험 결과를 통해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는 사건의 확

률에 주는 영향을 직접 확인해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축 오류를 교정하는 방

법으로 직접 확률 실험을 해보도록 제안하였다. 예비 교사는 (3)에서 확률을 

직접 구해서 수학적 정당화하기를 기대하였으나 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4)

에서 실험을 통해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 먼저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에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경험적인 증거를 찾기를 의도하였으며, 만약 시간 축 오류를 보

이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경험적인 확신을 갖기를 기대하였다. 예비 교사

는 (4)에서도 이정연(2005)의 실험을 통한 오개념 교정 방법을 반영하였으므로 

KCT를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예비 교사는 (4)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사후 면담에서 조

차미(2010)의 연구를 반영하여 추출 순서에 따른 대칭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였

다고 언급하였다. 즉 예비 교사는 직접 실험해보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첫 

번째 쪽지를 뽑는 추출과 두 번째 쪽지를 뽑는 추출은 확률적으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대칭적임을 깨닫기를 의도하였다. 즉 조차미(2010)의 추출 

순서에 따른 대칭성 때문에 조건사건과 목적사건을 바꾸어도 조건부확률은 변

하지 않으므로, 궁극적으로 Borovcnik(1986)의 확률 수정의 대칭성을 인식하여 

조건사건과 목적사건의 관계는 시간관계와 무관하다는 것을 발견하기를 기대하

였다. 이처럼 예비 교사는 과제 변형 과정에서 조건부확률의 대칭적인 요소에 

관한 SCK를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4)에서 ‘(우빈,수지)’의 형태로 실험 결과를 정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예비 교사가 조건문 조건부확률에서 표본공간을 2차원으로 해석하

는 자신의 CCK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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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종합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살펴보면, 예비 교사가 변형한 과제에서는 조건사건과 

목적사건이 뒤바뀐 두 확률을 구해서 비교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토론을 통

해 학생들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비교해보면서 조건사건과 목적사건이 시

간관계에 종속되는 것인지 추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다음 수학적 정당화, 

경험적 정당화의 기회를 제공한 다음 그 과정 속에서 자신과 친구들의 사고 과

정을 반성해보면서 먼저 일어난 사건이 나중에 일어난 사건에 영향을 주듯이 

나중에 일어난 사건도 먼저 일어난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대칭성을 통해 

인식하여 시간 축 오류를 교정하기를 의도하였다. 이처럼 ‘탐구해봅시다!’과

제는 단순히 절차만을 활용하거나 암기에 의존하는 낮은 수준의 과제가 아니

라, 표본공간에 대한 복잡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건사건과 목적사건의 관계에 

관하여 심도 있게 고민하고 탐구해야 하는 과제이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

지적 노력 수준이 높은 DM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예비 교사는 원본 과제에서 많은 활동을 추가하였고, 이러한 활동 속

에서 Borovcnik(1986)의 확률 수정의 대칭성, 조차미(2010)의 추출 순서에 따

른 대칭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기를 기대하였다. 예비 교사는 원본 과제에 비

해서 훨씬 다양하고 많은 활동을 제공하였는데, 이는 현실주의 수학교육론

(4)� 여러분이 직접 우빈이와 수지가 되어 짝꿍과 함께 실험해보고,� 아래 표를 채워

봅시다.

(우빈,수지) 합계

우리 조 번 번 번 번 번

모든 조 번 번 번 번 번

표를 바탕으로 우빈이가 당첨 쪽지를 뽑을 확률을 구해봅시다.

수지가 당첨 쪽지를 뽑았다는 정보가 주어질 때,� 우빈이가 당첨 쪽지를 뽑을 확률을

구해봅시다.

수지의 당첨 여부가 우빈이의 당첨 확률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나요?

[그림 Ⅳ-3] 예비 교사가 변형한 과제의 ‘탐구해봅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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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istic Mathematics Education, 이하 RME)의 ‘풍부한 맥락(rich contex

t)9)’을 반영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비 교사는 RME의 KCT를 고려하여 풍부

한 맥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나의 맥락에서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이 활동

을 수학화 하는 과정을 제공하고자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예비 교사가 변형한 과제의 인지적 노력 수준과 함께 어떠한 MKT를 

고려하여 어떠한 오개념 교정기회를 제공하고자 의도하였는지에 관하여 분석하

였다. 위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예비 교사의 과제 변형 과정에서의 살펴본 

특징적인 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 교사는 원본 교과서 과제에 비해 인지적 노력 수준을 높이는 방

향으로 변형하여 주로 DM 과제를 통해 오개념 교정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표 Ⅳ-1>에서와 같이 다양한 인지적 노력 수준의 과

제가 있지만, 오개념 교정을 목적으로 한 ‘탐구해봅시다!’과제에서는 주로 

DM 과제를 통해 오개념 교정을 하도록 의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예비 교사는 과제를 변형하는 과정에서 상위 관점의 학문 수학의 관점

에서 CCK나 SCK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 예비 교사는 과제 변형 과정에서 사

전 확률이 새로운 정보에 의해 사후확률로 수정됨을 내포하고 있는 Bayes 정리

에 관한 CCK를 고려하여, 조건부확률이 합리적 판단의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음

을 인식시키고자 의도하였다. 또한 예비 교사는 조건문 조건부확률 형태의 맥

락이므로 조건문 조건부확률의 표면적인 형태만 판단한다면 1차원 표본공간으

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조차미(2010)의 연구를 반영하여 2차원 표본 

공간에 대한 CCK를 고려하였다. 그리고 예비 교사는 ‘탐구해봅시다!’과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건부확률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전

략에 관한 지식인 CCK를 고려하였다. 예비 교사는 조건부확률의 오개념 교정을 

목적으로 추출 순서에 따른 대칭성(조차미, 2010)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지식

은 조건부확률의 수학적 정의나 문제 해결 전략과 관련되기 보다는 시간 축 오

9) RME에 따르면 추상적인 수학이나 정의를 가르치기에 앞서 풍부한 맥락(rich 

context)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여기에서 풍부한 맥락이란 수학적인 조직화

를 요구하거나 학습 과정에서 비형식적인 풀이 전략으로부터 출발하여 수학화 될 

수 있는 맥락을 의미한다(Van den Heuvel-Panhuizen & Drijver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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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를 교정하기 위한 교수 목적으로 활용된 교사 지식이므로 SCK로 볼 수 있다.

  셋째, 예비 교사는 자신이 관심을 갖고 읽었던 수학교육학 이론이나 조건부

확률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SCK, KCS, KCT를 고려하여 과제를 변형하였다.   

예비 교사는 이정연(2005), 조차미(2010)의 연구를 바탕으로 문제 상황을 자세

히 설명한다거나 실험 활동을 제공하였고, RME의 풍부한 맥락을 고려하여 하나

의 맥락으로부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최대한 다양한 오개념 교정 기회를 제공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MKT를 바탕으로 예비 교사는 ‘탐구해봅시다!’과제의 

(1)에서 토론, (2)에서 추측, (3)에서 수학적 근거를 통한 반성, (4)에서 실험 

및 그 결과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과제 하위 문항 인지적 노력 수준

복습 퀴즈

1. M

2. M

3. M

몸을 

풀어봅시다!

(1) DM

(2) PNC

(3) PNC

(4) PNC

(5) PNC

(6) DM

탐구해봅시다!

[1번 상황] PNC

[2번 상황] PWC

(1) DM

(2) DM

(3) DM

(4) DM

마무리

1. M

2. M

3. DM

<표 Ⅳ-1> 예비 교사가 변형한 과제의 인지적 노력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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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현직 교사의 과제 변형 분석

  현직 교사는 주어진 교과서 과제를 ‘생각해봅시다!’, ‘과제1’, ‘과제

2’, ‘과제3’ 이렇게 4개로 변형하였는데, 현직 교사는 이 과제들을 토론 수

업을 염두에 두고 변형한 과제라고 하였다. 따라서 현직 교사의 과제는 토론 

MKT 예비 교사가 고려한 MKT MKT가 반영된 과제

CCK

조건사건, 목적사건의 정의 복습 퀴즈

Bayes 정리의 의미 : 조건부확률은 

사전확률이 새로운 정보에 의해 수정

되는 확률

몸을 풀어봅시다!

조건문 조건부확률의 표본공간을 2차

원 표본공간으로 이해 : 조건문 조건

부확률 상대적 조건부 확률의 표본공

간의 수학적 구조가 일치함을 이해

몸을 풀어봅시다!

탐구해봅시다!(4)

조건부확률의 다양한 전략 : 표, 수

형도, 벤 다이어그램, 공식 등

몸을 풀어봅시다!

탐구해봅시다!(3)

SCK
추출 순서에 따른 조건사건과 목적사

건의 대칭성

탐구해봅시다!

[1번 상황], [2번 상황]

탐구해봅시다!(4)

KCS
다양한 조건부확률 오개념에 종류와 

그 발생 원인에 관한 지식

탐구해봅시다!

[1번 상황], [2번 상황]

탐구해봅시다!(2)

KCT
이정연(2005)의 오개념 교정 방법

탐구해봅시다!

[2번 상황]

탐구해봅시다!(3)

탐구해봅시다!(4)

RME의 풍부한 맥락 탐구해봅시다!

<표 Ⅳ-2> 예비 교사가 과제 변형에서 고려한 M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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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상황임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본 절에서는 현직 교사가 조건부확률 오

개념 교정을 위해 각 과제에서 어떠한 오개념 교정 기회를 제공하기를 의도하

였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MKT를 고려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2.1. 추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의도한 변형

  원본 과제에서는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 조건사건이고 먼저 일어난 사건이 목

적사건일 때의 조건부확률만 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 교사와 마찬가

지로 현직 교사도 ‘생각해봅시다!’과제에서 조건사건과 목적사건이 뒤바뀐 

상황을 제시하여 자연스럽게 두 가지 확률을 비교해보고 학생들이 시간 순서를 

의식하고 시간 축 오류를 드러내기를 의도하였다. 그러나 면담 결과 예비 교사

와 달리 현직 교사는 조건부확률에서 추출 순서에 따른 대칭성이나 확률 수정

의 대칭성에 관하여 고려하지 않았고, 학생들이 조건사건과 목적사건이 뒤바뀐 

두 확률을 비교하는 것이 원본 과제보다 시간 순서를 의식하는 데 더 유리하다

고 판단하여 그와 같이 변형하였다. 따라서 현직 교사는 이 과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대칭성과 관련된 SCK보다는 학생 관점에서 과제를 변형하였으므로 

KCS를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제 자체에서 제공하는 학습 기회는 조건부확률을 구해보는 것이 전부이지

만, 현직 교사는 토론 수업에 대한 사고 실험을 거치면서 이 과제를 변형하였

고, 이 과정에서 시간 순서를 의식하고 시간 축 오류를 보이는 학생들이 나타

나기를 기대하였다.

  하위 문항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변형한 과제의 (1)을 통해 현직 교사는 학

생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학생들은 이전에 배운 조건부확률을 복습하기를 의도

하였다. 즉 현직 교사는 오개념 교정 수업을 시작하면 학생의 수준을 먼저 파

악하여 그 수준에 맞추어 수업을 적절히 조절해나가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리

고 (1)의 경우 학생들이 이미 많이 접해본 일반적인 형태의 조건부확률 문제이

므로, 현직 교사는 학생들이 무난하게 답을 구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즉 현

직 교사는 조건부확률을 구하는 절차를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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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므로 이는 PNC 과제라고 볼 수 있다.

  현직 교사는 변형한 과제의 (2)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간 축 오류를 드러내

는 학생들이 발생하기를 의도하였다. 그 다음 학생들이 각자 생각을 정리한 후

에 친구들과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서로 갈등 상황에 놓여서 갑론

을박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를 의도하였다. 이를 통해 시간 축 오류에 대하여 몰

입하고 과제 이름처럼 깊게 생각해보기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즉 현직 교사

는 (2)에서 요구하는 조건부확률을 구하는 절차를 통해 이에 내재된 오개념을 

고려하도록 의도하고 있으므로 PWC 과제라고 볼 수 있다. 

1.2.2. 과제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맥락을 단순화한 변형

  현직 교사는 자신이 변형한 과제 중에서 ‘과제1’이 학생들에게 오개념 교

정 기회를 제공하는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며, 면담에서 ‘과제1’을 설계하는 

데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였다. 현직 교사는 ‘과제1’을 설계할 때, 

원본 과제에서 학생들의 수준과 과제의 난이도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 

변형하였다. 원본 과제로부터 현직 교사가 변형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본 과제와 ‘과제1’의 가장 큰 차이는 맥락에 있다. 현직 교사는 

원본 과제의 맥락을 변화시켜 카드를 다섯 장에서 2장으로 줄여서 원본 과제에 

비해 표본공간을 단순화하였다. 표본공간을 단순화함으로써 ‘과제1’에서 요

구하는 확률인 P와 P 를 직관적으로 곧바로 구할 수 있을 정도로 매

<생각해봅시다!>
     가 하나씩 적혀 있는 다섯 장의 카드가 들어 있는 주머니에서 카
드를 한 장씩 두 번 꺼냈다. (단, 꺼낸 카드는 다시 넣지 않는다.)
 (1) 첫 번째에 꺼낸 카드에 홀수가 적혀 있었을 때, 두 번째에 꺼낸 카드에 홀수
가 적혀 있을 확률을 구하여라.
 (2) 두 번째에 꺼낸 카드의 홀수가 적혀 있었다. 이때 첫 번째에 꺼낸 카드에도 
홀수가 적혀 있었을 확률을 구하여라. 

[그림 Ⅳ-4] 현직 교사가 변형한 과제의 ‘생각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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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쉽게 변형하였다10). 이와 같이 현직 교사는 과제 난이도를 낮춤으로써 오개

념이 보이는 학생들이 계산에 집중하기보다는 조건사건과 목적사건의 관계와 

시간 순서의 관계에 주목할 수 있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이와 같이 변형하였다. 

즉 맥락의 변화를 통해 과제 난이도를 낮추고 있으므로, 학생의 수준이나 과제

의 난이도에 관한 KCS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2)에서 첫 번째 뽑은 카드를 확인하지 않고 두 번째 카드를 뽑는다는 

문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여 학생들이 P 를 자연스럽게 구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따라서 과제 (1)과 (2)는 단순한 절차만을 활용하여 

곧바로 해결할 수 있는 낮은 수준의 PNC 과제로 볼 수 있다. 이 과제는 예비 

교사가 설계한 ‘탐구해봅시다!’의 (3)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예비 교사가 이

정연(2005)의 연구를 참고한 데 반해 현직 교사는 연구를 참고하지 않고 난이

도에 대한 고민 끝에 이와 같이 변형하였다. 따라서 문제 상황에 한 자세한 설

명을 제공하는 것도 과제의 난이도에 관한 KCS를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3)에서 P와 P  두 확률의 결과를 비교해보는 과정에서 앞

의‘생각해봅시다!’과제에서의 자신의 사고 과정을 반성해보면서 학생들이 나

중에 일어난 사건이 이전에 일어난 사건의 확률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기를 의도하였다. 앞의 (1), (2)와 달리 (3)은 절차보다는 학생들

이 구한 확률 결과를 자세히 돌이켜보면서 시간관계와 관련지어 조건사건과 목

적사건의 관계를 반성해야 하므로, 이는 DM 과제로 볼 수 있다. 현직 교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시간 축 오류가 교정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10) 이때, 사건 는 첫 번째 뽑은 카드가 홀수인 사건, 사건 는 두 번째 뽑은 카드

가 짝수인 사건을 의미한다.

<과제1>  가 하나씩 적혀 있는 두 장의 카드가 들어 있는 주머니가 있다.
(1) 2장의 카드 중 1장을 뽑았다. 이 카드가 홀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2) 2장의 카드 중 1장을 뽑은 뒤 확인하지 않고 두 번째 카드를 뽑았더니 짝수
가 나왔다. 그렇다면 첫 번째 뽑은 카드가 홀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3) (1),(2)의 결과를 비교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봅시다.

[그림 Ⅳ-5] 현직 교사가 변형한 과제의 ‘과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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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과제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표를 활용한 변형

  현직 교사는 ‘과제1’과 마찬가지로 ‘과제2’에서도 시간 축 오류의 교정

을 의도하였으며, 현직 교사가 변형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직 교사는 ‘과제2’에서 조건부확률의 시각화 수단인 표를 제공함

으로써 P와 P를 쉽게 구해볼 수 있도록 변형하였다11). 예비 교

사도 ‘탐구해봅시다!’의 (3)에서 이와 동일한 조건부확률을 구해보는 과정에

서 다양한 시각화 수단을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지만 이러한 수단을 직접

적으로 제시하거나 활용할 것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현직 교사의 

(1)에서 시각화 수단인 표를 직접 제시하여 P와 P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표를 통해 학생 난이도를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으

므로 KCS를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조건부확률의 하나의 풀이 전략인 표를 

고려하고 있으므로 CCK를 고려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표가 주어져 있으

므로 ‘과제2’의 (1), (2), (3)은 상당히 낮은 수준의 PNC 과제라고 볼 수 있

다.

  둘째, 현직 교사는 (4)의 과정에서 P와 P를 쉽게 구해보고 그 

결과를 비교하고 반성해보기를 의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가 일어나는지

의 여부에 따라 사건 가 일어날 확률이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 먼저 일어난 

사건의 확률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의도하고 있다. 과제2의 

(4)는 ‘과제1’의 (3)과 매우 유사한 과제로서 학생들이 스스로 구한 확률 결

과를 놓고 시간관계와 관련지어 조건사건과 목적사건의 관계를 반성해야 하므

로, 이 또한 DM 과제로 볼 수 있다.

1.2.4. 검토를 위한 변형

  현직 교사는 ‘과제3’에서 학생들이 시간 축 오류가 잘 교정되었는지 검토

11) 이때, 사건 는 첫 번째 뽑은 카드가 홀수인 사건, 사건 는 두 번째 뽑은 카드

가 홀수인 사건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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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복습하기를 의도하였다. 현직 교사는 ‘과제2’와 달리 시각화 수단도 제

공하지 않고, 표본공간도 좀 더 복잡한 형태이므로, 조건부확률 절차가 필요하

지만 절차에 내재된 조건부확률의 표본공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므로 PWC 과

제로 볼 수 있다. 앞의 과제들에 비해 ‘과제3’이 난이도가 더 높다고 판단하

여 이를 마지막에 제공하였다. 따라서 이 과제를 변형할 때에도 현직 교사는 

주로 난이도를 고려하였으므로 KCS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과제2>     가 하나씩 적혀 있는 다섯 장의 카드가 들어 있는 주머니
에서 카드를 한 장씩 두 번 꺼낸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단, 꺼낸 카드는 다
시 넣지 않는다.)
(1) 다음 표의 빈칸을 모두 채워보시오.

(2) 두 번째에 꺼낸 카드에 홀수가 적혀있을 때, 첫 번째에 적힌 카드에도 홀수가 
적혀 있을 확률을 구하시오.
(3) 두 번째에 꺼낸 카드에 짝수가 적혀있을 때, 첫 번째에 적힌 카드에도 홀수가 
적혀 있을 확률을 구하시오.
(4) (2),(3)에서 구한 답을 비교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말해봅시다.

두 번째 카드
첫 번째 카드 홀수 짝수

홀수 


×


 



짝수

[그림 Ⅳ-6] 현직 교사가 변형한 과제의 ‘과제2’

<과제3> 조커를 제외한 트럼프 장의 카드 중 한 장을 뽑아 어떤 카드인지 확

인하지 않고, 나머지 카드 중에 장을 임의로 뽑아 보았더니 모두 다이아몬드

였다. 이 때, 처음에 뽑은 카드가 다이아몬드일 확률을 얼마인가? 

[그림 Ⅳ-7] 현직 교사가 변형한 과제의 ‘과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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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종합

  지금까지 현직 교사가 변형한 과제의 인지적 노력 수준과 어떠한 MKT를 고려

하여 오개념 교정기회를 제공하고자 의도하였는지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본 절

에서는 위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현직 교사의 과제 변형 과정에서의 특징

적인 양상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현직 교사는 원본 교과서 과제에 비해 확률을 구하는 계산 과정에 관

한 과제의 인지적 노력 수준은 낮추면서도 그 결과를 반성해보도록 하는 DM과

제를 함께 제공하여 오개념을 교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Ⅳ-3>에서와 같이 

오개념 교정을 목적으로 한 ‘과제1’과 ‘과제2’에서는 구하고자 하는 확률

들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표본공간을 최대한 단순하게 변형하거나 표를 제공

하여 PNC 과제 중에서도 인지적 요구 수준이 낮게 변형하면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확률들을 비교하고 반성해보는 DM 과제를 함께 제공하여 오개념 교정을 

하도록 의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현직 교사는 상위 관점의 학문 수학을 고려하기 보다는 교육과정에 있

는 학교 수학의 관점에서 SMK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직 교사는 

오직 교수 목적으로만 반영된 수학 용어, 수학적 생각, 수학 역사, 적절한 예

의 올바른 사용 등과 관련된 SCK를 특별히 활용하지 않았다. 사실 일반적으로 

현직 교사들이 교직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학문 수학의 관점을 잊어버리게 

되고 교수 설계나 적용에 있어서 학교 수학에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

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보고되어 왔다(Voica & Pelczer, 2009; 고희정, 2013; 

박수정, 2002; 이정희, 2013; 이지예, 2016). 현직 교사는 조건문 조건부확률 

상황에서 표면적으로 파악하는 1차원 표본공간 형태로 이해하고 있어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표본공간을 이해하여도 ‘과제1’의 (1), (2)에서 요구하는 확

률을 구할 수 있도록 문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또한 현직 

교사는 조건부확률의 하나의 풀이 전략인 표에 대한 CCK를 고려하였지만, 이 

또한 대부분의 교과서에 실려 있을 정도로 학교 수학에서 굉장히 널리 쓰이는 

풀이 전략이다.



- 78 -

  셋째, 현직 교사는 MKT의 하위 영역 중에서 KCS를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과제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변형하는 양상을 보였다. 현직 교사는 학생들의 수

준을 고려하여 과제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이 과제의 성공적인 실행 여부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오개념을 보이는 학생들이 

조건부확률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조건부확률 계산을 정확

하게 하는 것보다 조건사건과 목적사건의 관계에 관해서 주목하게 하는 게 중

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직 교사는 학생들의 오개념을 고려하면

서 동시에 학생들이 조건부확률 계산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개념 이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로 난이도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넷째, 현직 교사는 수학교육학 이론이나 연구를 참고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

을 바탕으로 오개념 교정에 효과적이었던 토론 수업에 대한 KCT를 고려하는 양

상을 보였다. 이 또한 앞서 제시한 이유와 마찬가지로 현직 교사는 수학교육학 

이론이나 연구에 관하여 반영하는 것보다 자신의 교수 경험에 의존하는 것에 

더 익숙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과제 하위 문항 인지적 노력 수준

생각해봅시다!
(1) PNC

(2) PWC

과제1

(1) PNC

(2) PNC

(3) DM

과제2

(1) PNC

(2) PNC

(3) PNC

(4) DM

과제3 PWC

<표 Ⅳ-3> 현직 교사가 변형한 과제의 인지적 노력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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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현직 교사가 고려한 MKT MKT가 반영된 과제

CCK

조건문 조건부확률의 표본공간을 1차원 

표본공간으로 이해 : 조건문 조건부확률

의 표본공간을 표면적인 특징에 의해 이

해하는 방식

과제1

조건부확률의 풀이 전략 : 표 과제2

SCK 교정과 관련하어 특별히 고려하지 않음

KCS 학생들의 수준이나 난이도에 관한 지식
과제1 (1), (2)

과제2 (1), (2), (3)

KCT 토론식 수업 방식의 의의, 절차 모든 과제

<표 Ⅳ-4> 현직 교사가 과제 변형에서 고려한 M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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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2의 결과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 문제는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가 변형한 과제를 

적용할 때, 과제 변형 의도가 수업에 어떻게 발현되는가?’이다. 이에 본 장

에서는 먼저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가 각각 자신이 변형한 과제를 적용한 수업

의 담론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과 교사의 담론 조치를 분석하여 교사의 과제 

변형 의도가 실제로 수업에서 어떻게 발현되었는지, 교사의 의도가 잘 발현되

거나 그러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2.1. 예비 교사의 과제 적용 과정 분석

  예비 교사는 주어진 교과서 과제를 ‘복습퀴즈’, ‘몸을 풀어봅시다!’, 

‘탐구해봅시다!’, ‘마무리합시다!’ 이렇게 4개로 변형하였다. 이 중에서 

조건부확률 오개념 교정 기회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탐구해봅시다!’과제 

적용 과정의 주요 담론들을 분석하여 교사의 의도대로 학생들에게 오개념 교정 

기회가 제공되는지 살펴보고, 만약 교사의 의도대로 제공되지 않을 때 교사가 

이에 어떻게 대처하며 이러한 대처로 인해 교사의 본래 의도대로 과제가 적용

되는지 등에 관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예비 교사는 두 명씩 다섯 개의 조로 

나누었으며, 예비 교사는 T, 학생들은 ST1부터 ST10으로 코딩하여 분석한다.

2.1.1. 추측과 토론이 의도된 수업 장면

  예비 교사는 과제를 설계할 때, (1)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1번 상황

과 2번 상황에 대하여 친구들끼리의 풀이 과정을 서로 비교해보면서 활발하게 

토론이 일어나기를 의도하였다. 예비 교사는 토론 과정을 통해 시간 축 오류를 

보이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서 활발한 토론이 일어나면서 친구

들의 의견들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생각해보기를 기대하였다. 그리

고 예비 교사는 조건사건과 목적사건이 뒤바뀐 1번 상황과 2번 상황에서 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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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이 같다는 점에 주목하여 확률의 대칭성을 인식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아래 수업 장면은 예비 교사가 자신의 ‘탐구해봅시다!’과제의 문제 상황을 

설명하는 장면이다.

  예비 교사는 주어진 문제 상황이 조건부확률 문제 상황임을 주목하게 하여 

조건부확률 문제라는 것을 안내해 주면서, 앞서 학습했던 다양한 전략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번호 196). 또한 학생들에게 토론 활동을 해보기를 권하

였다(번호 197).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의 다양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학생들의 

토론을 촉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담론에서는 ST3과 ST8이 토론하면

번호 화자 전사

192 T 몸 다 풀었어요. 이번엔 탐구를 해볼 텐데[P] 사실 이거 되게 재

밌어요. 자 한 번 문제를 누가 읽어볼까? 읽어줘요. 저기 ST3이

랑 ST8 둘 중에 한 명이 읽어줄래요? [EC]

193 ST3 총 10개의 쪽지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습니다. 10개의 쪽지 중 4

개의 쪽지에 당첨이 적혀있다고 합니다. 우빈이와 수지가 상자 

속 쪽지를 차례대로 뽑는다고 합니다. (우빈이는 쪽지를 뽑은 후 

다시 집어넣지 않습니다.)

194 T 음. 여러분들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요? 상자가 있고 여기에 당첨 

쪽지가 들어있어요. (중략) 누가 먼저 제비를 뽑는 거죠?[EC]

195 학생들 우빈이.

196 T 음 우빈이가 뽑고 수지가 하나씩 뽑는 거예요. 다시 안 집어넣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 밑에 문제를 보니까. 되게 닮은 문제 2문제

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 상황은 뭐냐면 우빈이가 당첨 쪽지를 

뽑았다고 했을 때 수지도 당첨 쪽지를 뽑았을 확률을 구해보는 

게 첫 번째에요. 여러분 상상이 가죠? 우빈이가 "당첨!"이렇게 

뽑았어. 수지가 또 당첨을 뽑을 그걸 한 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로 수지가 뽑았다고 그랬잖아? 그

때, 당첨 쪽지가 뽑혔대요. 그렇다고 할 때, 첫 번째 뽑았던 우

빈이도 당첨쪽지였을 확률을 구해보는 거예요. 이거 아마 여러분

들도 ‘뭐뭐할 때, 뭐뭐할 확률을 구해 보세요.’니까 조건부확

률 느낌이 팍 오는 것 같은데,[C] 우리가 아까 다양한 방법으로 

해봤잖아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전략 중에서 마음에 드는 전략을 

써가지고 한 번 두 문제를 풀어 봐요.[P]

197 T 잘 모르겠으면 짝꿍이랑 같이 얘기 나눠 봐도 돼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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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과제의 2번 상황의 문제에서 예비 교사의 의도대로 시간 순서를 의식하여 

시간 축 오류를 드러내었다.

  

  ST8은 처음 혼자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2번 상황에서 정확한 식을 

번호 화자 전사

202 ST3 난 내 답으로 가겠어.

203 ST8
어디로 가고 싶니? 하하. 


인 것 같아. 2번도. 계산 아까 잘못한 

것 같아.

204 ST3 2번?

205 ST8 응.

206 ST3
난 2번 


 아니야. 트릭이 있어. 두 번째 뽑은 것은 첫 번째에 영

향을 주지 않잖아.

207 ST8 아 그러네.

208 ST3 난 잘 모르겠어.

209 ST8 아하! 영향을 안 준다고?

210 ST3 그치.

211 ST8 맞긴 맞는 것 같아. 아! 그러네.

212 T 다르게 나와요? 같게 나와요? [EC]

213 T (활동지의 풀이를 확인하고) 좋아요. 잘 하고 있어요. [IT]

214 ST3 (1번 상황과 2번 상황의 답이 같다는 다른 조 친구의 토론을 듣

고) 똑같이 나온다는데?

215 ST8 아니, 쟤네는 생각을 잘못했나 보지. 영향을 안 미치잖아, 그치? 

그럼 


×


이네.

216 ST3



? 왜 


이야?

217 ST8
내 걸 봐봐. 영향 자체를 안 미치면은. 아냐, 


 나오나?

218 ST3
아니, 난 


. 난 그냥 신경 안 썼어.

219 ST8 그럼 어떻게 풀었어?

220 ST3 난 되게 단순한가봐. 난 수지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야. 

이게 조건이니까. 근데 이 조건이 영향을 안 미치니까, 우빈이가 

당첨쪽지를 뽑을 확률만 구한 거지.

221 ST8 물어볼까? 가서 이렇게 하는 건지, 이렇게 하는 건지 물어볼까? 

(ST5와 ST6에게) 다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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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워서 P 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풀이보다는 ST3의 주장이 일

리 있다고 판단하여 ST3의 주장을 자신의 언어로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다(번호 

207, 211). ST3은 시간 축 오류를 보이면서 조건사건이 목적사건에 영향을 주

지 못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번호 206)12). 이에 ST8

도 ST3의 의견에 동의하였다(번호 207, 209, 211). 예비 교사는 학생들의 정답 

여부보다는 학생들의 풀이를 보면서 학생들의 사고 과정을 확인하였고, 다양한 

학생들의 반응을 격려하였다(번호 212, 213). ST8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ST3

의 설명을 듣고 두 사건의 독립을 떠올려서 


×


로 계산하거나 당첨쪽지가 

4장임을 반영하여 


로 계산하는 오류를 보이기도 하였으나(번호 215, 217), 

ST3는 다시 자신의 풀이에 대한 근거를 들었다(번호 220). ST8은 ST3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신과 다른 답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앞자리에 있는 ST5와 ST6를 불러서 자신들의 담론

에 참여시켰다(번호 221).

    

12) 이때, 사건 는 우빈이가 뽑은 쪽지가 당첨 쪽지인 사건, 사건 는 수지가 뽑은 

쪽지가 당첨 쪽지인 사건을 의미한다.

번호 화자 전사

222 ST3 (ST5을 바라보며) 너 2번 몇 나왔어?

223 ST5 똑같아.

224 ST3 똑같대.

225 ST8 이리로 와봐, ST6.

226 ST6 왜?

227 ST8 얘(ST3) 생각은…봐봐. 얘(2번 상황)는 얘를 뽑고, 얘를 뽑는 거

잖아. 차례가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얘(2번 상황)는 수지가 뽑고 

난 다음에 얘를 뽑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지가 뽑는 건 얘(우빈

이)한테 영향을 안 미치는 거잖아?

228 ST3 그래서 넌 뭐 나왔어?

229 ST6
난 다르게 나왔는데? 난 


.

230 ST3
난 


 나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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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담론에서 ST3, ST5, ST6, ST8은 다양한 풀이에 관해 얘기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였다. ST8은 자신의 의견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틀렸다고 생각

하여 이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ST3의 의견을 그 근거와 함께 자신의 

언어로 설명하였다(번호 227, 231). ST5도 ST8과 함께 P 로 올바르게 해

석하였으나, 담론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방관하는 모습이었고, ST6는 

P∩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에 곱사건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번호 232). 예비 교사가 순회 지도하다가 이들의 담론에 참여하였을 때, ST6

와 ST8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다양한 의견들이 등장하자 교사는 CF 조

치를 취하며, 학생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격려하였다13).

13) 사실 예비 교사는 수업 후 면담에서 이정연(2005)의 연구에서 이미 P ∩와 

P  를 혼동하는 오개념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미 이를 예상했으며, 정형화

된 문제 상황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조건부확률에 관하여 깊이 있

게 고민해볼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상황에 더 만족하였다고 하였다. 

231 ST8 아, 다 달라. 얘(ST3)는 봐봐. 얘(ST3)는 수지가 뽑는 게 아예 얘

(우빈이)한테 영향을 안 미치니까, 얘(우빈이)만 뽑는 걸 쓴 거

야, 얘(ST3)는.

232 ST6 아, 뭔지 이해는 가는데. 여기는 교집합이 아예 없잖아?

233 ST3 그러니까 난 그래서 이것만 본 거야.

234 ST6 나는 그냥 사람 수 상관없잖아. 당첨쪽지가 4개 있고, 아닌 게 6

개 있잖아. 


이고 다시 안 나오니까.

235 ST5 (예비 교사가 다가오자) 토론을 들어보시죠.

236 ST8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얘(1번 상황)는 우빈

이가 뽑고 수지가 뽑는 거잖아? 근데 얘(2번 상황)는 수지가 뽑고 

우빈이가 뽑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수지)가 뽑는 거는 얘(우빈

이)한테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해갖고 얘(ST3)는 그냥 우빈이만 뽑

는 거 했고. 너도 빨리 리플레이 해봐.

237 ST6 저는 그냥 당첨쪽지 4개 있잖아요, 전체 중에. 그러니까 하나면 

상관없고. 뽑으면 


. 다음에 다시 안 나오니까 다시 또 뽑을 확

률은 


을 곱하면 되는 거 아닌가.

238 T 좋아요. 굉장히 재미있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바랬

던 상황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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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의 수업 장면에서의 담론에서의 상호작용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예비 교사는 주로 CF와 같은 담론 조치를 제공하면서 적극적으로 정답

을 알려줄 수 있는 단서나 교사의 아이디어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기보다는 학생

들이 토론을 통해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여 다양한 반응을 보이기를 유도하였

다. 따라서 위의 수업 장면에서의 질문활동은 개방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위의 수업 장면에서 예비 교사가 아닌 학생들이 서로 다양한 수학적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정당화하고 있으며 서로 의견을 경청하면서 친구들의 아

이디어를 공유하고 함께 탐구해나가는 집중 패턴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위

의 수업 장면에서의 질문 활동은 공유성과 생산성이 모두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수업 장면의 질문 활동은 개방성, 공유성, 생산성이 모두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수학 대화 학습 공동체의 발달 수준도 2 수준으로 높은 수준이

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조별 토론 과정에서 모든 학생들이 시간 축 오류만 드러냈던 것은 아

니었다. 아래 담론에서는 2번 상황뿐만 아니라 1번 상황을 다루면서도 학생들

은 P∩와 P  를 혼동하거나 표본공간을 1차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아래의 과정은 혼란에 빠진 ST2와 ST9는 조별 토론 시간에 순회 

지도하던 예비 교사에게 질문을 하던 수업 장면이다.

번호 화자 전사

284 ST9 응? 왜 다 똑같이 나와?

285 ST2 그럼 이거는(1번 상황은) 어떻게 했어?

286 ST9 우빈이가 당첨되고 수지가 당첨되고, 우빈이가 당첨되고 수지가 

당첨 안 되고, 우빈이하고 수지가 당첨 되는 거.

287 ST2 우빈이가 뽑고…수지가 뽑고…

288 ST9 난 근데 두 개가 똑같다?

289 ST2



?

290 T 잘 하고 있어요?

291 ST9 선생님, 저 근데 이거 잘 모르겠어요.

292 T 달라요?

293 ST9 아니 똑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이해가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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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장면에서 ST9는 P  의 값을 조건부확률 공식을 활용하여 


으로 

올바르게 구했다(번호 286). 그러나 사건의 의미를 따졌을 때 P∩와 

P  를 구분하지 못하고 P∩도 가능한지 예비 교사에게 질문하였고

(번호 295), 예비 교사는 조건사건 를 ∩와 ∩로 나누어 해석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여, P  이 표본공간 에서 ∩가 일어날 확

률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담론 조치로 2차원 표본공간에 대해서 도

294 T 그 문제가?

295 ST9 우빈이가 당첨쪽지를 뽑았다고 할 때….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요?

296 T 이것만 구해도 답이 나오는 것 같다는 거죠?

297 ST2 네, 저희 생각으론.

298 T 그러니까.

299 ST9 근데 맨 처음엔 그렇게 하면…

300 T 우빈이가 당첨 쪽지를 뽑고, 수지도 당첨쪽지를 뽑을 확률은… 이

게 뭐냐면 우빈이가 당첨쪽지를 뽑았다는 사건 안에는 수지가 당

첨쪽지를 뽑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우빈이도 수지도 둘 다 당첨쪽지를 뽑은 그 경우만을 구

하는 거죠. [EX]

301 ST9 그러면 이거 할 때요. 얘를 그냥 별도로 빼놓으면 안 돼요? 그러

니까 우빈이가 당첨쪽지를 뽑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얘가 먼저니

까. 얘는 이미 뽑은 상태니까 제외하고, 얘가 수지가 당첨 쪽지를 

뽑았을 확률만 하면 되지 않아요?

302 T 그러니까 이거를 뽑았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완전히 일어나고 끝

났다는 말이 아니라, 얘는 이렇게 생각해보면. 당첨된 거를 O라고 

하고, 당첨 안 되는 꽝을 X라고 했을 때, 우빈이랑 수지가 당첨되

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OO, OX, XO, XX를 활동지에 쓰면서) 이렇

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이렇게 4가

지가 있겠죠. 이 중에서 우빈이가 당첨되는 것은 이렇게(OO, OX를 

동그라미로 표시하면서) 두 가지가 있겠죠. 이 두 가지 중에서 수

지가 당첨된 건 이거(OO를 동그라미로 표시하면서)니까 두 가지 

중에서 얘의 비율을 구하면 되겠죠. 이것만(우빈이가 수지가 둘 

다 당첨되는 경우) 구하게 되면 수지가 당첨쪽지를 뽑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EB]

303 ST9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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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는 EX(번호 300)를 제공하였다. 또한 ST9은 조건문 조건부확률의 문제 상

황에서 표본공간의 표면적인 특징만을 고려하여 표본공간을 조건문에 의해 축

소된 상황으로 보고 1차원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올바른지 질문하였다(번호 

301). 이에 예비 교사는 두 시행의 결과를 모두 고려한 2차원 표본공간으로서

의 관점을 제시하여 설명하는 담론조치로 EB(번호 302)를 제공하였다. 이처럼 

조별 토론에 예비 교사가 참여하여 학생들의 질문에 EB로 후속 조치를 제공해

주면서, 앞에서의 담론과는 달리 상호작용이 일어나기보다는 주로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사실 ST9의 질문(번호 301)은 

표본공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시간 축 오류와 직결될 

수 있어서 예비 교사는 이를 꼼꼼하게 설명해줘야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

다. ST9는 교사의 설명을 이해한 모습이었지만, 담론에서 학생들이 제시한 수

학적 아이디어들이 거절되고 이에 관해 학생이 아니라 교사의 수학적 아이디어

만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상황이 되면서 교사의 권위가 절대적으로 

높아졌다. 따라서 상호작용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질문 활동의 

개방성과 생산성 또한 낮았다. 따라서 위 담론의 수학 대화 학습 공동체의 발

달 수준은 1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조별 토론이 끝난 후, 예비 교사는 학생들에게 1번 상황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반박하도록 유도하여 활발한 전체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

대하였다. 

  

번호 화자 전사

318 T 짝꿍과의 의견을 제가 하라지 않아도 다 잘해준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워요.[IT] 아마 다른 점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일단 1번부터, 1번 상황부터 생각해볼  거예요. 일단 1번을 계산

해서 무슨 답이 나왔어요? [EC]

319 학생들



.

320 T



이라는 답이 나왔던 친구도 있었고. 다른 답이 나왔던 친구들

도 아마 많았을 거예요. 답이 뭐가 나왔었어요?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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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학생들



.

322 T 자, 그렇게 푼 두 친구 나와 가지고 한 번 비교해주세요. [EC]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에요.[P] 


파. 


파.

323 T (자발적으로 발표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자) 안 한 사람부터 나와

요, 그러면. [EC]

324 ST4
저는 


파입니다.

325 T 오! 왜 이 답이 나왔는지 설명해주세요. [EC]

326 학생들 오!

327 ST4
(칠판에 


× 


 


라고 쓰면서) 아니 얘가 우빈이와 수지가 

차례대로 뽑는다고 했으니까, 우빈이가 먼저 뽑고 수지가 뽑는 

거잖아요. 근데 우빈이가 뽑았는데, 당첨이 됐죠. 당첨쪽지를 뽑

았을 때, 당첨이 된 거죠. 수지가 그 다음에 뽑았는데, 수지가 

또 당첨될 확률을 구한 거죠. 제 이론 상으론.

328 T 혹시 반박해 줄 친구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친구 있어요? 

[EC] 일단 박수! [CF]

329 ST4 서 있어요?

330 T 아니, 들어가도 돼요. 그럼 다른 답이 나왔어요 하는 친구 나와

서 풀어줘요. [EC]

331 T ST10, 한 번 풀어볼래요? [EC]

332 ST10
근데 이게(


를 가리키며) 답인지, 이게(


를 가리키며) 답인

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를 가리키며) 나왔다가 이걸로

(


을 가리키며) 고치긴 했는데.

333 T 괜찮아요. [EC]

334 ST10 앞에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아, 모르겠네.

335 T 한 번 풀어 봐요. [EC]

336 ST10 아니 앞에 것이 답인지 뒤에 것이 답인지 모르겠어.

337 ST4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말로는 두 명씩 뽑으니까 맞아요. 근데 제 

말을 따르면 또 제 말이 또 맞아요.

338 ST2 "때"니까 조건부 아닌가?

339 ST10

(칠판에 




×





× 






× 



 


를 쓴 다음) 이거 기호로 나타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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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T 음…왜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해줘요, 그러면. [EC]

341 ST10 이거는 우빈이가 당첨을 뽑았을 때, 수지가 당첨을 뽑았을 거. 

수지가 당첨을 안 뽑았을 거하고, 우빈이가 당첨을 뽑았을 때 수

지도 당첨을 뽑았을 거.

342 T
자, 그래서 


이라는 답이랑 


이라는 답이 나왔는데, 둘 중에 

뭐가 답인 것 같아요? [EC]

343 학생들



이요. 


인가?

344 T
그러면 


가 아닐 것 같다는 사람은 왜 아니라고 얘기해줄 수 

있을까요? [EC]

345 ST9
저거는(


를 가리키며) 수지가 당첨쪽지를 안 뽑았을 때를 감

안하지 않았을 때에요.

346 T 음…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EC]

347 학생들 아니요.

348 ST10 뽑고 난 결과를 보고 답을 적나, 아니면은…

349 T 우리가 문제를 다시 한 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우빈이가 당첨 

쪽지를 뽑았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쵸? [C] 그런 조건에서 수지

도 당첨 쪽지를 뽑았을 확률이에요. 이미 둘 다 뽑은 거예요. 그

쵸? [C] 우빈이도 뽑고, 수지도 이미 뽑은 상태예요.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확률을 구하려고 해요. 근데 예를 들어, 만약에 



파 친구들을 생각해보면, 우빈이가 당첨쪽지를 뽑았다고 하고, 

수지가 앞으로 뽑을 것에 대해서 구한 게 아닐까요, 이거는? [C]

350 학생들 그렇죠.

351 T 그쵸? 이미 우빈이가 뽑고 난 다음에 남은 걸로 수지가 뽑을 확

률을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RF]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은 이미 

우빈이도 하나를 뽑고 수지도 하나를 뽑았어요. 그 상황에서 우

빈이가 당첨쪽지를 뽑았을 때, 수지도 (당첨쪽지를) 뽑았을 확률

인 거니까,[RF] 잘 설명을 해줬는데,[CF] 제가 간단히 써보면…

우빈이…아니 당첨쪽지 뽑은 건 O, 안 뽑은 건 X라고 써볼게요. 

[EB] 그래서 우빈이랑 수지를 차례대로 순서쌍으로 써보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지금 뭐뭐뭐뭐가 있죠? [EC]

352 학생들 OO

353 T OO. 또 뭐가 있죠? [EC]

354 학생들 OX, XO, XX.

355 T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쵸? 자 이거는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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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수업 장면에서 예비 교사는 학생들에게 여러 번 EC를 제공하여 학생들

의 발표와 담론으로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또한 1번 상황을 P  로 판단하

는 학생들과 P∩로 판단하는 학생들의 발표를 유도하고, 서로의 의견을 

반박하면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였다(번호 328, 344). 위의 담

론에서 예비 교사는 P  와 P∩를 각각 주장하는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서로 반박하는 토론을 기대하였으나, 발표한 학

생각할 수 있는 결과에요.[EB] 그 중에서 우빈이가 당첨 쪽지를 

뽑았다는 조건이 있다는 건 이 넷 중에 뭐랑 뭐를 생각해야 된다

는 거예요? [EC]

356 ST4 동그라미. 저기 앞에.

357 T 응. 앞에 동그라미가 있는 OO랑 OX를 생각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수지가 O를 뽑았을 확률을 구하려면, 그 중에 얘(OO)

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OO, OX) 분

의 얘(OO)를 구하는 거여서 요런 식이 나왔었던 거예요.[EB] 이

게 어떤 차이인지 알 것 같아요? 아직 잘 모르겠다, 아직(손들기

를 요구)? (조건부확률을 가리키며) 얘는, 우빈이가 당첨 쪽지를 

뽑았대, 이렇게 하고 앞으로 수지가 뽑을 확률에 대해서 생각하

는 거예요, 얘는.[C] 그래서 앞으로 수지가, 그러면 지금…

358 ST10 그게(방금 말씀하신 게) 저거(곱사건의 확률) 아니에요?

359 ST4 그럼 걔(곱사건의 확률)는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돼요?

360 T 우빈이가 당첨쪽지를 뽑고, 수지도 당첨쪽지를 뽑을 확률인거죠. 

근데 이 경우는…하하 뭔 차이인지 알 것 같아요? 잘 모르겠다, 

아직(손들기를 요구)?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쉽지 않은 거예

요.[IT] 제가 아까 두 번째 미션이 조건부확률을 헷갈리지 않고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였잖아요? 사람들도 이거 많이 헷갈려했어

요.[IT] 그래서 우리가 다뤄보는 거거든요. 헷갈릴 수 있는데, 

어때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우빈이랑 수지랑 차례대로 

당첨쪽지를, 아니 쪽지를 뽑았을 때, 둘 다 당첨쪽지가 나올 확

률은 이렇게 (곱사건의 확률을 가리키며) 구하면 될 거예요.[EB] 

근데 우빈이가 맨 처음에 당첨쪽지를 뽑았다는 그 조건 하에서 

그 중에 수지가 뽑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중 뽑을 

확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요거, 조건부확률이에요.[EB] 약간 

그 문제의 뉘앙스를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으면 

우리 이따가 한 번 얘길 해봐요. 이거에 대해서.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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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의 의견에 대해 반박해달라는 예비 교사의 EC 조치에도 학생들이 적극적으

로 참여하지 않았다(번호 328). 이에 예비 교사는 두 가지 친구들의 의견에 대

한 차이점 등에 관하여 질문하기 보다는 학생들에게 어느 것이 답인지를 질문

함으로써, 사고 과정보다는 정답에 더 주목하도록 하였다(번호 342). 그러나 

여전히 학생들은 혼란스러워 하였고, 이에 예비 교사는 P∩의 의견에 반

대하는 학생들의 근거를 제시하도록 질문하였다(번호 344). ST9는 앞서 조별토

론에서 예비 교사에 의해 P∩가 잘못되었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

에 관해 확신을 갖고 P∩가 잘못된 이유를 예비 교사가 해준 설명대로 

의견을 제시하였다(번호 345). 그러나 학생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이었고

(번호 347), ST10은 다 뽑고 난 결과를 보는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

다(번호 348). 다 뽑고 난 결과를 보는 것인지에 관하여 질문한 것은 두 번의 

시행의 결과를 모두 살펴보는 2차원 표본공간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

면 앞서 ST9이 제시하였던 방식과 같이 1차원 표본공간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

인지에 관한 질문이었다. 그러나 예비 교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학생들에

게 공유하고 이러한 의견에 대하여 같이 고민하기보다는, 교사 자신의 아이디

어에 의존하여 2차원 표본공간을 예비 교사의 언어를 통해 학생들에게 간단하

게 답변할 수 있는 질문만을 제공하여 ST9에게 앞서 해주었던 설명과 같은 방

식으로 C, RF, EB의 후속 조치가 이어지면서 일방적으로 설명해주는 수업으로 

진행되어 갔다(번호 349, 351, 353, 355, 357). 또한 P  와 P∩의 

차이를 표본공간의 차이로 설명하기보다는 예비 교사에게 익숙한 형태의 2차원 

표본공간에서의 설명에 의존하였으며, ST10과 ST4는 여전히 둘의 언어적인 차

이에만 주목하였을 뿐 표본공간의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예비 교사

에게 의문을 표현하였다(번호 358, 359). 이에 예비 교사는 다시 EB의 후속 조

치를 취한 뒤, 수업 시간을 고려하여 나중으로 미루는 P 조치를 취하였다(번호 

43). 따라서 이 담론에서 벌어진 갈등 상황이 학생들에게 해소되지 못한 상태

에서 담론이 종료되었다.

  위 담론에서도 교사는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발표시키고 토론할 수 있

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나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하자,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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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만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활용하기보다는 교사의 아이디어에 의존

하여 설명하는 방식이 진행되어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했다. 따라서 

위 담론의 수학 대화 학습 공동체의 발달 수준은 1 수준으로 볼 수 있다. 

2.1.2. 갈등 상황을 제공하고자 의도된 수업 장면

  변형된 과제의 (2)에서는 시간 축 오류를 보이는 학생의 발언을 제공하여 시

간 축 오류가 올바른지 아닌지에 대하여 추측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의도하였

다. 예비 교사는 시간 축 오류를 보이지 않는 학생들도 만약 이러한 시간 축 

오류를 보이는 학생들의 발언을 듣는다면 충분히 설득될 수 있다고 보고, 이러

한 발언을 통해 시간 축 오류를 접하지 않았던 학생들도 갈등 상황에 놓이기를 

의도하였다. 또한 시간 축 오류를 보이는 신혜에게 어떻게 설명해줄 것인지에 

관해 질문함으로써, 실제로 학생들이 설명하기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정당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기를 기대하였다.

  다음은 2번 상황에 대하여 전체 토론하는 수업 장면이다. 예비 교사는 학생

들에게 2번 상황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시간 축 오류를 보이는 학생들과 그

렇지 않는 학생들 사이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EC를 계속 제

공하였다. 

번호 화자 전사

398 T 좋아요, 그 다음에 이 방법대로 쓴 친구 나와서 설명해주세요. 




 나온 친구. [EC]

399 ST8

(칠판에 




×





× 






× 



 


라고 쓰면서) 수지가 당첨쪽지를 

뽑았다고 할…아냐…수지가 당첨쪽지를 뽑고…아니지…맞나…맞

나…아아…우빈이가 당첨쪽지를…수지가 당첨쪽지를 뽑고 난 다

음에 우빈이가 뽑았을 때 확률이니까, 수지가 뽑, 아니 그러니까 

우빈이가 먼저 뽑힌 다음에 그 다음에 수지가 뽑힐 확률이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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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면 우빈이가 안 뽑히고 수지가 뽑힐 확률 분의…우빈이가 뽑히

고 수지가 뽑힐 확률을 구한 거…

400 T 여러분 무슨 뜻인지 다 이해했죠? 박수. [CF]

401 학생들 네.

402 T



 나왔던 친구 몇 명이에요? [EC]

403 T (ST1, ST2, ST4, ST7, ST8, ST9, ST10이 손을 들자) 오!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을 들었어요. [CF] 자 그럼 


. 


라는 주장 

들어봅시다. [EC]

404 ST3

(칠판에 




 







 


라고 쓰면서) 아니 이게 그러니까 2번 상황

이 수지가 당첨 쪽지를 뽑았다고 할 때, 우빈이도 당첨 쪽지를 

뽑았을 확률이잖아요. 그런데 지문에서 보면은 차례대로 뽑는다

고 되어있는 조건, 완전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우빈이가 무조건 

뽑고 수지가 뽑아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는 수지가 당첨 쪽지를 

뽑는 거는 뒤에 뽑는 거니까 우빈이가 수지한테 영향을 주는 거

지, 수지가 우빈이한테 영향을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빈이가 뽑고 안 뽑을 확률이고, 뽑을 확률 그냥 해서 

수지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405 T 어 근데 그러면 (분모를 가리키며) 이 확률은 우빈이가 뽑고 안 

뽑고 분의 뽑고? [RP]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406 ST3 우빈이가 당첨쪽지를 그냥 뽑을 확률.

407 T 음…그러니까 우빈이가 뽑고 안 뽑고 하는 확률을 더하면서 그냥 

1이 되는 거죠? [RP]

408 ST3 맞아요.

409 T 그쵸? 전체 그 중에서 우빈이가 뽑은 확률만 생각한 거죠? [RP]

410 ST3 네.

411 T
그래서 


. 오호! [CF]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한 거냐면 음…

어쨌든 우빈이가 먼저 뽑고 수지가 뽑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궁금한 거는, 우리의 목적사건은 뭐예요? 우빈이가 당첨쪽지를 

뽑았을 확률이잖아요. [RF]

412 학생들 그쵸.

413 T 그러면 우빈이가 당첨쪽지를 뽑을 확률을 구하는 게 문제인데, 

수지는 나중에 뽑는 거니까 우빈이 꺼에 별로 영향을 안 줄 거 

같은데? 그쵸? 나중에 뽑으니까. 그래서 그냥 우빈이가 당첨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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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8은 시간 축 오류를 보이는 ST3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올바르게 조건부확

률로 계산하였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발표하였다(번호 399). 그 다음으로는 시

뽑을 확률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RF] 오! 그럴싸한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왜 그러냐면 신혜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414 학생들 (웃음)

415 T 자, 이 말이 우리 ST3가 한 말이랑 비슷해요. 신혜랑 생각이 좀 

통하는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읽어볼까요? 조건부확률이라는 

건 어떤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잖아. 그

런데 우빈이가 먼저 쪽지를 뽑고 수지가 쪽지를 뽑는 거라며. 

어, 수지는 나중에 뽑는 거니까 걔가 당첨이 되든 안 되든 결국 

그냥 우빈이가 뽑는 건 그 확률은 0.4 인가. 


 아니겠어. 


 

아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EB]

416 ST10 근데 이 자체는 맞는 말 아니에요?

417 T 응, 신혜 주장이 타당한 것 같아요? 어때요? [EC]

418 ST6 맞는 말이에요.

419 T
솔깃해요? [CF] 여러분 다 이렇게 구했다면서요. (


 풀이를 가

리키며)이거 왜 버리고. 아니면 난 아직도 


 같은데 신혜한테 

어떻게 설명해줄래요? "넌 아니야! 왜냐하면…" 이러면서 뭐라고 

설명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 좀 

헷갈리죠? 생각할 시간을 줄까요? 아니면 힌트를 줄까요? [EC]

420 ST9 아하! 아닌가…

421 T 아! 얘기해줘요. 아무 얘기나 해도 돼요. [EC] (ST9가 고개를 흔

들자) 조금만 그러면 생각해봐요. [P]

422 T 참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423 ST10 뽑은 결과를 봐야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424 T 아! 수지랑 우빈이가 둘 다 뽑은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

문에 


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RP]

425 ST10 근데 왜 우빈이가 먼저 있지?

426 T 우리가 구하고 싶은 확률이 수지가 당첨이 뽑혔을 때, 우빈이가 

당첨이 되었, 당첨이 뽑았었을 그런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요? 영

향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봐요. 이게 실제로 영향을 주

는 거…실제로 영향을 준다는 것과 확률값에 영향을 주는 것 두 

개를 좀 생각해봐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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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축 오류를 보이는 ST3이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 먼저 일어난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P 로 계산해야한다고 발표하였다(번호 404). ST8의 발표

에 관하여 교사는 CF(번호 400) 이외의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ST3의 발표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며 RP(번호 405, 407, 409)를 통

해 ST8의 풀이 과정을 확인하고 RF(번호 411, 413)을 통해 나중에 일어난 사건

이 먼저 일어난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P 로 계산하는 것으로 생

각한 것임을 다른 학생들에게 안내하였다. 이 과정에서 ST3의 의견에 대하여 

다른 학생들의 생각을 말하도록 유도하기보다는 예비 교사가 ST3의 의견에 관

하여 질문하고(번호 405, 407, 409) RF 조치를 통해 자신의 의도에 맞게 시간 

축 오류를 구체화하고 정교화하였다(번호 413, 415). 이를 통해 예비 교사는 

학생들이 갈등 상황에 놓이기를 의도하였고, (2)번 문제를 설명하면서 본래 예

비 교사가 의도했던 대로 ST3의 주장이 올바른지 추측해보고 그러한 정당화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번호 413, 415, 419). 그리고 교사의 

의도대로 올바르게 조건부확률을 계산하였던 ST10을 포함한 학생들이 혼란에 

빠지자(번호 416), 예비 교사는 좀 더 생각해볼 시간을 제공하였다(번호 421). 

ST10은 이전 담론에서도 교사에게 의문을 제기하였듯이 모든 시행의 결과를 반

영한 2차원 표본공간으로 해석하면 ST3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수학

적인 근거를 고려하면서도(번호 423) 시간 순서를 의식하면서 혼란스러워 하였

다(번호 425). 예비 교사는 이러한 ST10의 생각을 함께 공유하지 않고 ST10과

의 일대일 대화를 통해 ‘영향’의 의미를 고려하면서 시간 축에 따른 추론과 

확률적인 추론 사이의 차이점에 주목해보도록 C(번호 426)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를 통해 예비 교사는 시간 축에 따른 추론에서는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 먼저 

일어난 사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확률적인 추론에서는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 먼저 일어난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ST3의 주장이 잘

못되었다는 근거를 찾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사실 시간 축에 따른 추론과 확

률적 추론 사이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묻는 질문은 학생들에게 매우 모호할 수 

있다. 이는 사고 중심적인 질문이고 매우 열린 질문이므로 개방성은 높지만 실

제로 이에 관하여 학생들이 어려워서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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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나 공유성은 낮은 질문활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학생들은 조용히 계

속 고민하면서 ST3의 주장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 어려워하는 계속 갈

등하는 모습이 이어졌고, 예비 교사는 아래와 같이 극단적인 예시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ST3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하기를 의도하였다.

번호 화자 전사

460 T 제가 좀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자, 게임을 더 진행해서 

우빈이, 수지, 우빈이, 수지 네 번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맨 처음에 우빈이가 뽑은 거는 감춰두고 모

른다 생각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지, 우빈이, 수지

가 뽑은 그게 당첨, 당첨, 당첨이었어요. 만약에, 그 때 우빈이

가 맨 처음에 뽑았던 게 당첨이었을 확률과 뭘 비교할 거냐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이번에는 꽝꽝꽝 이렇게 나왔어요. 

[EB] 그 때 우빈이가 당첨을 뽑았을 확률, 맨 처음에. 둘을 비교

해보면 달라요? 같아요? [EC]

461 학생들 달라요.

462 T 그러면 우빈이가 맨 처음에 뽑은 걸 모른다고 해보세요. 두 번

째, 세 번째, 네 번째 뽑은 게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EC]

463 T 제가 말로 해서 좀 더 헷갈릴 것 같아요.

464 T (칠판에 OOOO, OXXX를 쓰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아까 

제가 설명한 거죠, 그쵸? 우빈이가 일단 뽑았어, 뽑긴 뽑았는데 

일단 감춰두고 확인을 안 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OOO가 나왔을 때, 우빈이가 맨 처음에 O를 뽑았을 그거를 생각해 

보고, XXX가 나왔을 때 그 경우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일단 그냥 

느낌상 당첨될 확률이 뭐가 더 높을 거 같아요? 맨 처음에 당첨

이었을 확률이 누가 더 높을 거 같아요? [EC]

465 ST3 어려워요.

466 ST9 두 번째(OXXX).

467 T 왠지 이쪽(OXXX)이 높았을 것 같은 느낌이 막 오죠? [CF]

468 ST5 같아 보여요.

469 T 아직도 같아 보일 수 있죠. 응, 그럴 수도 있어요. [CF]

470 ST4 첫 번째 그게 클 것 같아요.

471 ST3 (ST8에게)그런가봐. 난 잘 모르겠는데.

472 ST8 (ST3에게)나도. 왜 다른지 모르겠는데. 뭐가 더 크다는 거야? 

OXXX가 더 크다고? 안 뽑아졌으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처음에 

뽑고 그렇게 하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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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교사는 학생들에게 극단적인 예시를 제공하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

째 시행에서 모두 당첨되거나 모두 당첨되지 않는 극단적으로 다른 두 가지 상

황을 비교해보도록 하였다(번호 460, 464). 이를 통해 직관적으로 나중에 일어

난 사건이 먼저 일어난 사건의 확률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하기를 기대하

였다. 처음부터 시간 축 오류를 보이지 않고 모든 시행이 완료된 결과가 표본

공간이 된다는 것을 인식한 ST9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예시의 의미를 이해하였

으나(번호 466), 다른 학생들은 이러한 예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번호 465, 468, 470, 471, 472). 사실 이 극단적인 예시에서의 핵

심은 첫 번째를 감춰둔다는 문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었다(번호 460, 

464). 그러나 시간 축 오류를 보이던 ST3이나 ST8은 이러한 핵심에 주목하지 

못하여 여전히 예비 교사의 설명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간 축에 따

른 추론을 하였기에 아무리 극단적인 두 상황을 비교하였더라도 여전히 시간 

축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2.1.3. 수학적 정당화가 의도된 수업 장면

  예비 교사는 앞서 극단적인 예시를 통해 확률적인 추론에서는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 먼저 일어난 사건의 확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인식

하기를 기대하였으나, 여전히 시간 축에 따른 추론을 바탕으로 시간 축 오류를 

보이는 학생들은 예비 교사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

었다. 이에 예비 교사는 과제 (3)을 통해 극단적인 예시에서와 같이 문제 상황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P와 P를 구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확률을 비교함으로써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 먼저 

일어난 사건의 확률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수학적으로 증거를 찾아서 정당화

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그리고 직접 확률을 구할 때에는 앞서 ‘몸을 풀어

봅시다!’과제에서 소개했던 다양한 전략들을 활용하여 구해보기를 기대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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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교사는 앞서 극단적인 예시를 통해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교사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자, 직관에 의존하기보다는 직접 확률을 구하여 수학적인 증거를 

찾기를 기대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다양한 시각화 전략을 활용하여 표본공

간을 구성해보고 이를 확인하여 P와 P가 다르므로 나중에 일어

번호 화자 전사

486 T 실제로 계산을 해 볼 거예요.[P] 진짜 두 번째 수지가 뽑은 당첨 

여부가 이 확률값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우리가 계산 한 

번 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 계산을 제가 활동 밑에다

가 제가 써놨어요. 이게 그 (3)번인데, 이거를 한 번 계산을 할 

거예요.[P] 어떤 상황이냐면 똑같은 거예요. 우빈이랑 수지가 차

례대로 쪽지 뽑고 난 다음에 우빈이는 일단 감춰놔. 일단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감춰놓고 수지가 당첨 여부를 먼저 확인했어요. 

수지가 "당첨이야!" 했을 때의 경우와 수지가 "꽝이야!"했을 때 

경우, 우빈이가 자기 것을 숨겨놓고 수지의 당첨 여부를 보고 기

분이 더 좋은 경우가 있을까요? [EX]

487 학생들 아!

488 T 만약에 기분이 둘 다 똑같다면, 영향을 안 주겠죠. 수지의 당첨 

여부에. 그쵸? 영향을 안 받는단 얘기겠죠. 근데 얘가 당첨이고, 

얘가 당첨이 아니야. 왠지 얘가 당첨이 아니어서 내가 당첨일 것 

같고, 막 이런 기분이 영향을 받을까 뭐 이런 문제거든요.[EX]

489 ST4 심리적으로…

490 T 심리적으로 하면 어려우니까,[RJ] 마지막 문장 빼고, "같을까

요?"까지만 해서 계산을 해볼 거예요.[P] 첫 번째 계산할 것은 

뭐냐면 수지가 당첨일 때 우빈이가 당첨일 확률. 첫 번째 구해 

봐요.[P] 두 번째 구해볼 건 수지가 꽝일 때 우빈이가 당첨일  

것. 두 개의 확률을 한 번 구해보세요.[P] 그리고 실제로 같게 

나오는지 아니면 다르게 나오는지. 문제의 의미를 모르겠으면 질

문해요. 다시 설명해드릴게요.

491 ST3 저요, 모르겠어요.

492 ST8 아직도 같아 보이는…

493 T 일단 계산부터 해볼게요. 우리의 직관을 버리고.[P]

494 ST8 우리가 뭐랑 뭘 구하는 거죠?

495 T 첫 번째는 수지가 당첨일 때 우빈이가 당첨일 확률. 두 번째는 

수지가 꽝일 때 우빈이가 당첨일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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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사건이 먼저 일어난 사건의 확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를 

의도하였다.

  그러나 예비 교사의 의도대로 수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사실 시간 축 오류를 

보이는 ST3이나 ST8과 같은 학생들은 P을 올바르게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P까지 구하여 이들을 비교해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ST3이나 

ST8은 이 과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

상이었다(번호 491, 492, 494). 이 과제는 수학적 증거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

만, 예비 교사가 이 과제를 설계하면서 참고했던 이정연(2005)의 연구에 따르

면, 첫 번째 시행의 결과를 숨긴 상태에서 두 번째 시행의 결과를 먼저 확인한

다는 문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핵심이었다. 문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해해야 비로소 학생들이 직접 P와 P를 구할 수 있지

만, 무엇을 구하는 것인지에 관해 묻는 ST8의 질문에 교사는 구해야 하는 확률

을 다시 설명해주기만 하고, 문제 상황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는 조치를 추가

적으로 취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시간 축 오류를 보이던 ST3과 ST8은 (3)을 여

전히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리고 예비 교사는 앞서 배운 다양한 전략들을 활용하여 확률을 직접 구해

보자는 의미로 ‘계산’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강조하면서 과제 (3)에 관하여 

안내하였는데(번호 486, 490, 493), 학생들은 ‘계산’이라는 말을 듣고 표, 

수형도, 벤 다이어그램 등 다양한 시각화 전략을 활용하기보다는 가장 익숙한 

공식을 활용하여 확률을 구하였다. 공식을 통해 P와 P가 다르다

는 수학적 정당화를 위한 증거를 찾은 학생들은 있었지만, 앞서 2번 상황을 풀 

때에도 P를 공식에 따라 잘 해결하였던 ST8이나 ST10과 같은 학생들도 

시간 축 오류를 보였던 것처럼 표본공간에 대한 고민 없이 이러한 수학적 증거

를 찾는 것만으로는 오개념 교정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보기는 힘

들다.

  다음 수업 장면은 학생들이 과제 (3)을 해결하도록 한 다음의 교사의 담론 

조치를 볼 수 있는 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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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화자 전사

522 T 여러분들 다 계산했어요?

523 학생들 네.

524 T 다 됐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다 한 친구?

525 학생들 아니에요, 다 했어요.

526 T 자 일단 수지가 당첨일 때 우빈이가 당첨일 확률은? [EC]

527 ST6 달라요. 아니…

528 T 수지가 당첨일 때 우빈이가 당첨일 확률은? [EC]

529 ST6



.

530 T
대다수가 


로 합의했었죠. [CF] 그 다음에 수지가 꽝일 때 우

빈이가 당첨일 확률은 계산하면 뭐 나와요? [EC]

531 ST4



.

532 T 여러분들이 아마 앞에서 풀었던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수식이 

가장 익숙했나 봐요. 수식으로 다 풀었는데, 저는 아직 이게 더 

좋아서 이 방법으로 하려고 해요. [EB] 이 빈 칸에 들어갈 확률

들 다 같이 써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수형도인데 맨 처음에 제비

를 뽑으려고 해서 당첨이 4개, 꽝이 6개 있어서 우빈이가 당첨될 

확률이 뭐죠, 맨 처음에? [EC]

533 학생들



.

534 T
응, 


. [CF] 라고 쓸게요. 우빈이가 꽝일 확률? [EC]

535 학생들 .

536 T 응, 그 다음에 우빈이가 당첨이고 수지가 당첨일 확률은 에다

가 뭘 곱해야 되죠? [EC]

537 학생들



.

538 T



 곱해야겠네요. [CF] 그 다음에 당첨 꽝 나올 경우? [EC]

539 학생들
 × 


.

540 T 좋아요. [CF] 그 다음에 꽝, 당첨. [EC]

541 학생들
 × 


.

542 T 좋아. [CF] 그 다음에 꽝, 꽝. [EC]

543 학생들
 × 


.

544 T 자, 여기서 수지가 당첨일 때, 우빈이가 당첨일 확률은 당첨,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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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교사는 학생들에게 계산 결과를 말하도록 유도한 뒤(번호 521, 528, 

530), 자신의 의도대로 표본공간의 시각화 수단을 활용한 학생이 나오지 않자 

예비 교사는 직접 수형도를 활용하여 확률을 구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EB 조치

를 취하였다(번호 532, 544). 또한 ST3이 예비 교사의 의도를 이해했다고 반응

했을 때, 정말로 이해했는지 ST3의 의견을 살펴보기 보다는 EB(번호 550)를 제

첨인 것 중에 이거니까 이거 더하기 이것 분의 이거겠죠? 대다수

가 이렇게 하기로 했죠? 아직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수지가 꽝일 때 우빈이가 당첨일 확률은 꽝인 것 중에 우

빈이가 당첨인 거 얘니까 얘 더하기 얘 분의 얘겠죠? 그쵸? 계산

해보면 


 나오니까 


 나오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앞의 경우는 0.33333가 나오고 뒤의 거는 0.44444가 나

와요. 둘의 값이 다르네요. [EB]

545 학생들 그러네요.

546 T 왜 달라요? 영향 안 준다면서요? [EC]

547 ST6 주나 봐요.

548 T 주나 봐요? 하하. 자, 신혜한테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리고 우

리 ST3한테는 어떻게 또 설명을 할까? [EC]

549 ST3 이해 갔어요.

550 T 오! 이해 갔어요? 처음 우빈이가 뽑고 수지가 뽑아요. 그쵸? 우

빈이랑 수지가 뽑은 결과를 봤을 때, 우리는 수지가 뽑든 안 뽑

든 우빈이가 뽑는 건 상관없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그쵸? 

근데 실제로 확률값을 계산해보니까 나중에 일어난 일이더라도 

어떤 그런 조건이 나오면 그런 조건이 반영된 상태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을 계산해보니까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는 그

런 거예요. [EB]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면 이거 한 번 생각해볼게

요.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을 한 번 잘 생각해보면 두 상

황이 엄청 다른 것 같은데, 비슷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1번이랑 2번 풀 때 똑같이 


 나왔는데 같지 않

나 이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둘이 되게 다른 듯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C] 약간 내가 강요하는 건가. 그런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마지막 활동이 될 텐데 우리가 한 

번 우리가 직접 실험을 해볼 거예요.[P] 직접 뽑을 건데 지금 당

첨 쪽지를 만들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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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여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 먼저 일어난 사건의 확률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설명하는 일방적인 수업 형태로 진행되었다.

  예비 교사는 학생들에게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질문만을 제공하였으며, 교

사는 자신의 수학적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IRE 패턴이 나타났다. 학생들은 거의 수학적 아이디어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학생들은 수동적인 청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위의 담론의 수학 

대화 학습 공동체의 발달 수준은 0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예비 교사는 학생들이 확률의 풀이 과정에서 확률의 대칭성에 관하여 

인식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으나, 예비 교사의 기대와는 달리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의 대칭성에 관하여 주목하게 하는 C(번호 550)를 제공하였음에도 

학생들은 이에 주목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이에 예비 교사는 다음 과제 (4)

의 절차에 관하여 안내하기 시작하였다(번호 550).

2.1.4. 예비 교사의 과제 (4) 적용 과정 분석

  예비 교사는 과제 (4)에서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 먼저 일어난 사건의 확률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이 명확히 드러나는 실험을 제공하고, 이러한 실험 결과에 

대하여 반성해보도록 의도하였다. 예비 교사는 (3)에서 확률을 직접 구해서 수

학적 정당화하기를 기대하였으나 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4)에서 실험을 통

해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 먼저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에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경험적인 증거를 찾기를 의도하였으며, 만약 시간 축 오류를 보이지 않는 학생

들의 경우에는 경험적인 확신을 갖기를 기대하였다. 또한 예비 교사는 (4)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면담에서 조차미(2010)의 연구에 따라 추출 순

서에 따른 대칭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다고 말하였다. 즉 예비 교사는 학생들

이 실제로 추출해보면서 첫 번째 추출한 결과와 두 번째 추출한 결과를 바꾸어

도 차이가 없음을 인식하기를 의도하였다. 다음 수업 장면은 학생들이 각 조별

로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합산한 다음 전체 토론을 통해 그 결과에 대하여 논

의하는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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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화자 전사

565 T
(칠판에 P(우당)


 , P(우당|수당) 


 이라고 

쓴 다음)자, 둘의 값을 한 번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나

나요? 지금 뭘 비교한 거냐면 이거(P(우당))는 만약 신혜의 주장

이라면 우빈이가 당첨 쪽지를 뽑는 건 수지가 당첨 쪽지를 뽑든 

안 뽑든 상관없이 그냥 우빈이가 당첨 쪽지를 뽑는 거랑 같아서 

0.4가 나올 거라고 생각한 그 값이랑 어때요? 비슷해요? [EC]

566 학생들 똑같아요. 비슷해요.

567 T 소름! 조작한 거 아닌데. 그쵸? [CF] 만약 신혜의 주장이라면 그

냥 우빈이가 당첨쪽지를 뽑을 확률이죠? 그 다음에 이거(P(우당|

수당))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였어요. [EB] 수지가 당첨 쪽지

가 나왔다는 조건 하에 우빈이가 당첨 쪽지를 뽑을 확률. 계산하

면 대충 뭐 나와요?

568 학생들 0.383….

569 T 0.383…. [CF] 엄청 비슷하네.

570 학생들 잘 뽑았어. 잘 뽑았어.

571 학생들 잘 한 거 아니야?

572 T 우리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원래 우리 아까 계산했

을 때 뭐 나왔어야 되죠? 0.3333이 나왔어야 되죠? 근데 0.3333

보다는 0.4에 가깝네. 선생님이 좋은 예를 못 가지고 온 것 같아

요. 음…당첨 쪽지가 4개 밖에 없어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그

러면…어떻게 결론을 지을까요? [EC]

573 학생들 차이가 난다.

574 T 사실 이것만 보면 0.3보다는 0.4에 더 가까우니까 신혜 말이 맞

는 거잖아. 어떻게 하지? 이게 바로 통계적 확률에 대한 이야기

에요. 통계적 확률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EC]

575 학생들 네.

576 T 이렇게 우리가 150개도 부족했나봐. [EC] 

577 학생들 1000개는 했어야 했나 봐요.

578 T 응, 1000개는 했어야 했나 봐요. [CF] 선생님이 값이 완벽히 차

이가 못 나는 경우로 가지고 와서 너무 미안해요.

579 학생들 아니에요.

580 T 그러면 그래도 재밌게 실험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 다시 생각해

볼게요. 수지의 당첨 여부가 우빈이의 당첨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C]

581 학생들 당첨 확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582 T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느낌인데. 음… 아니야, 아니에요. 완벽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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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교사는 자신의 의도와는 다른 실험 결과가 나오자, 실험 결과에 대하여 

학생들이 반성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기보다는 예비 교사가 실험 결과를 해석하

고 잘못된 결과라고 결론지었다(번호 572). 예비 교사는 실험 결과가 수학적 

확률 P 보다 수학적 확률 P 에 가까운 값이 나오자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행 횟수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결론짓고 실험 결과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 실험 결과 P 의 통계적 확률과 P 의 통계

적 확률이 달라졌다는 사실에 주목하거나, P 의 통계적 확률과 

P 의 통계적 확률을 비교해보는 대안도 가능했으나, 예비 교사는 통계

적 확률의 오차 때문에 그러한 차이는 무의미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실험 결과

를 활용하지 않은 채 학생들에게 이에 관해서 해석하고 반성할 기회를 주지 않

았다. 결국 (3)의 결과를 활용하여 다시 설명하였다(번호 582).

  실험 결과를 의미 있게 활용하지 못했지만, 예비 교사는 아래와 같이 새로운 

예시를 제공함으로써 실험 과정에서의 확률의 대칭성에 주목하도록 유도하였

다. 

나올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그러면 다시 이 경우 생각했던 

걸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요. 우리가 우빈이의 기분을 생각했

잖아요? 그러니까 우빈이가 자기 것을 맨 처음에 숨기고 난 다음

에 수지가 당첨인지 아닌지를 보고서 기분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수치로 계산했을 때, 수지가 꽝일 때 0.4444로 0.3333보다는 값

이 더 높으니까 당첨 확률이 높을 거라 판단하면서 조금 더 기분

이 좋았겠죠? 왠지 당첨일 것 같아서.

583 학생들 네.

번호 화자 전사

586 T 음…그리고 여러분들 뽑을 때 있잖아요. 주머니에서 뽑을 때. 하

나하나 뽑았던 친구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냥 두 개 뽑은 다

음에 이렇게 차례로 왼쪽에 나온 것부터 첫 번째, 두 번째로 생

각하자 이렇게 한 친구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빨리 뽑으

려고? 다 이래요? [EC]

587 ST4 아니요.

588 T 어때요? 이런 얘길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뽑는다는,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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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나왔던 1번 상황과 2번 상황이 되게 비슷하지 않냐고 물

어봤잖아요? 수지랑 우빈이의 뽑는 순서가 달라졌다 해도 지금 

굉장히 신기하게 두 개가 똑같이 나왔죠? [C] 실제로 확률이, 진

짜 신기한데, 놀랐는데, 수지랑 우빈이가, 우리가 150번을 해봐

서도 이렇게 비슷한 값이 나온다는 건…확률적으로 같다고 생각

할 수 있겠죠. 수지가 우빈이가 만약에 순서를 바꾸고 생각한다

고 했어도. 맨 처음에 수지가 뽑고 그 다음에 우빈이가 뽑는다고 

했어도. 아니면, 두 상황이 굉장히 대칭적인 느낌이 들지 않아

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사실은 이 활동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많은 친구들이 시간의 흐름상 뒤에 일어난 것이 

조건이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뭐 했을 때 

뭐뭐할 확률을 구하여라.’라고 하는 게 조건부확률인데 ‘뭐뭐 

했을 때’라고 하는 게 왠지 앞에 나와야 그런 조건이 먼저 이루

어져야 뒤의 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뒤의 사건이 만약에 조건사건이 된다

고 생각하면 왠지 이거는 나중에 일어나야 되니까 영향을 안 줄 

것 같아서 계산에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착각을 하기도 해

요. 우리가 계속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나중

에 일어난 사건이라도 조건사건이 되어서 우리에게 제한된 정보

를 주는 거예요. 나중에 일어나도. 그래서 앞에 일어난 사건을 

추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공룡이 살았던 시기

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룡이 죽고 나서 화석이 돼 가

지고 나중에 막 화석 찾아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몇 백 

년, 몇 천 년, 몇 만 년 지나고, 수십만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걸  찾아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공룡들을 우리가 추측하잖아

요? 그쵸? 사실 공룡이 살았고 사실 공룡이 살았고 어떤 모양으

로 있었다는 건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후세에 어떤 팔목 뼈를 발

견했어. 그 전에는 발견하지 않았는데. 발견하지 않았을 때는 공

룡이 이렇게 생겼을 거다. 팔목 없는 공룡으로 생각했다가 팔목 

뼈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팔목 뼈가 있을 거야라고 추론을 하죠. 

실제로 확률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도 나중에 일어난 일

이더라도 우리가 어떤 정보나 어떤 조건을 제공해서 이전의 사건

에 대해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를 줄 수 있어요. 확률이

라고 하는 건 실제로 영향을 준다, 안 준다와 확률에 영향을 준

다, 안 준다를 조금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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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교사는 위의 담론에서와 같이 수업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신의 의도

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며, 공룡 뼈 예시를 통해 확률 수정의 대칭성을 설명하고 

시간 축에 따른 추론과 확률적 추론 사이의 차이점을 인식하기를 기대하였다

(번호 586, 588). 예비 교사가 제공한 공룡 뼈 예시는 예비 교사의 풍부한 SCK

를 보여준다. 이는 나중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 먼저 일어난 사건이 일어날 확

률을 수정해나간다는 확률 수정의 관점을 보여주는 매우 좋은 예시이지만, 예

비 교사는 실험 과제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아쉬움에 이러한 예시를 제시하

고 설명하여 본인의 의도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길게 이루

어진 설명 때문에 오개념 교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학적 예시였음에도 불구

하고, 학생들은 교사의 설명에 잘 대답하지 않고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위의 담론에서는 교사의 전통적인 설명식 수업 방식이므로 수학 대화 학습 공

동체의 발달 수준은 0 수준으로 볼 수 있다.

2.1.5. 종합

  지금까지 예비 교사가 변형한 과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담론을 상호작용 

패턴, 수학 대화 학습 공동체의 발달 수준, 교사의 담론 조치, 효과적인 수학

적 담론을 위한 질문활동 등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탐구해봅시다’과제를 적용하는 과정의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살펴보면, 

(1)에서는 예비 교사의 의도대로 원활하게 토론이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의견들

이 나왔고 시간 축 오류를 보이는 학생들이 ST3, ST8 이렇게 두 명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의 의견을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는 전체 토론에서 예비 교사는 (2)

를 활용하여 자신의 의도대로 갈등 상황을 제공하여 추측해보도록 함으로써 

ST10까지도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예비 교사는 직관적으로 학생

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극단적인 예시를 제공하였으나, 오개념을 보이는 학생

들은 문제 상황에 대한 추가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는 

충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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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이었다. 그리고 (3)에서 조건사건이 다른 확률을 직접 구해보고 이러한 결

과를 반성하도록 한 의도와 달리, 오개념을 보였던 3명의 학생들은 문제 상황

에 대한 추가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여 제대로 확률을 구하지 못하였고, 예비 

교사는 결국 이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설명으로 이어졌다. 또한 (4)에서는 실험

을 통해 경험적 증거를 찾기를 기대하였으나, 교사의 의도와 다른 실험 결과가 

나오자 본래 의도했던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일방적인 설명으로 마무리

하였다. 결국 수업 후 면담에서도 시간 축 오류를 보였던 학생들은 여전히 왜 

잘못된 것인지 확신하지 못했으며, 나머지 학생들도 대부분 시간 축 오류가 왜 

잘못되었는지에 관한 근거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예비 교사는 과제 변형 과정에서 깊게 고민하고 풍부한 MKT를 고려하여 학문 

수학과 수학교육학 이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과제 적용 과정의 시작 단

계에서는 예비 교사의 의도대로 학생들이 추측과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

나, 수업이 진행되면서 교정을 시도하였던 과제 변형에서의 의도가 제대로 발

현되지 않았고 사후 면담 결과 학생들의 오개념이 잘 교정되지 않았다. 그러한 

가장 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과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교사의 담론 조치와 

교실 내 상호작용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예비 교사의 수업에서 교실 내 상호작용이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

다. 수학 대화 학습 공동체의 발달수준이 ‘탐구해봅시다!’과제(1)을 해결하

는 조별 토론 과정에서는 2 수준으로 시작하여, 점차 1 수준, 0 수준으로 낮아

지는 경향을 보였다. 처음에는 교사가 학생들의 다양한 답을 존중하고 격려하

였으며 학생들의 서로의 풀이 과정과 근거를 자유롭게 공유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예비 교사는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질문만을 제공하면서 IRE 패턴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학생의 수학적 아이디어를 활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수학적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표본공간을 설명하였고, 학생들에게 자신의 사고 과정을 

표현해볼 기회가 점차 줄어들었다. 또한 오개념을 보였던 ST10이 시행의 모든 

결과를 봐야하는 것 아니냐는 핵심적인 질문을 다른 학생들과 같이 공유하거나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본래 계획된 자신의 

수업 방향으로 진행하는 장면도 나타났다. 이처럼 점차 수업에서 교사의 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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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아지면서 학생들은 담론의 참여자의 역할보다는 일방적인 청자의 역할로 

바뀌면서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참여가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둘째, 예비 교사는 자신의 의도대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주로 EB나 

EX와 같은 후속 담론 조치를 취하여, 주로 자신이 의도한 내용에 관하여 일방

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의 수업으로 이어졌다. 사실 예비 교사의 과제는 개방성

이 높은 질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 교사가 예상한 반응

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 예비 교사가 개방성이 낮은 질문을 제공하거나 정답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탐구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하여 공유성과 생산성이 매

우 낮은 질문활동이 이루어졌다. 특히 ‘탐구해봅시다!’과제 (4)에서는 교사

가 의도하였던 실험 결과가 나오지 않자, 본래 의도하였던 반성의 기회를 제공

하지 않은 채, 본인의 의도를 그대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셋째, 수업 중에 예비 교사는 학생들의 수준에 비해 너무 높은 인지적 노력 

수준을 요구하는 예시나 질문이 제공하였다. 예를 들어 예비 교사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시간 축 오류에 대한 갈등 상황을 제공한 뒤, 이정연(2005)의 

연구를 참고하여 극단적인 예시를 제공함으로써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 조건사

건이더라도 먼저 일어난 사건의 확률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하기를 기대

하였다. 사실 두 가지 극단적으로 다른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직관적으로 확률

을 구할 수만 있다면 확실히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 먼저 일어난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강력한 수학적 증거를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정연(2005)이 

제시한 다음 예시와 비교해보면 오개념을 보이는 학생들에게는 확률을 구하기 

쉽지 않은 과제였다. 다음 과제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 없이 간단한 절차

만으로도 확률이 1임을 곧바로 구할 수 있는 PNC 과제로 볼 수 있다. 

또한 문제의 구조를 조금 변형함으로써 위의 확률 실험에 의심을 갖고 있

던 학생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다. 차례대로 네 개의 공을 뽑는다고 할 

때, 학생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공의 정보를 모두 알고 있다면, 

첫 번째 공의 색깔의 불확실성은 사라질 것이다. 만약 두 번째 검정색 

공, 세 번째 검정색 공, 네 번째 흰색 공이 나온 결과를 알았다고 한다

면, 첫 번째 공이 흰색일 확률은 1이 된다(이정연, 2005: 1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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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반해 예비 교사가 제시한 예시는 곧바로 확률을 구할 수 있는 예시가 

아니며 4번이나 시행하는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래 과

제에서 주어졌던 2번 상황에 비해 더 복잡한 확률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확

률을 직접 구하지 않고 비교한다고 해도 개념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PWC 과제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인지적 노력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실제로 대

부분의 학생들은 이 예시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못했고, 오개념을 보였던 

ST3과 ST8도 여전히 시간 축 오류가 옳다고 생각하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수준 높은 CCK와 SCK를 바탕으로 교수학적 변환이 덜 된 상태에서 상위 

관점에서의 학문 수학 내용을 직접적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영향을 

준다는 것과 확률에 영향을 준다는 것의 차이를 묻는 질문을 제공하거나 추출 

순서에 따른 대칭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등 학생들에게는 인지적으로 부담

이 되어 학생들은 이에 관하여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사실 예비 교사는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의 수준을 잘 파악하는 데 한계

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학생들의 수준 파악이 힘들기 때문에 과제의 난이도를 

어느 정도로 맞추어야할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

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학생 수준이나 과제의 난이도에 대한 예비 교사의 부족

한 KCS를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학생들에게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과제의 핵심적인 부분에 주목하

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예비 교사는 상당히 방대한 과제를 설계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를 잘 전달하고자 과제마다 자세한 설명을 하는 모습이었

으나, 핵심적인 부분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여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가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이정연(2005)의 연구를 반영하여 변형한 탐구해봅시

다!’과제 (3)은 첫 번째 시행의 결과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문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학생들이 2번 상황에서 잘못 해결하였더라도 제대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러나 실제 적용 과정에서 이러한 문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은 2번 상황과 동일한 과제가 되어서 교정의 기회가 제대

로 제공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나 예비 교사는 수학적 증거에 집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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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학생들이 그와 같은 문제 상황의 자세한 설명에 대하여 충분하게 주목

하게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예비 교사는 과제를 적용하면서 KCS보

다는 CCK를 더 많이 고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2. 현직 교사의 과제 적용 과정 분석

  현직 교사는 주어진 교과서 과제를 ‘생각해봅시다!’, ‘과제 1’, ‘과제 

2’, ‘과제 3’ 이렇게 4개로 변형하였다. 이 중에서 조건부확률 오개념 교정 

기회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생각해봅시다!’, ‘과제 1’, ‘과제 2’의 적

용 과정의 주요 담론들을 분석하여 현직 교사의 의도대로 학생들에게 오개념 

교정 기회가 제공되는지 살펴보고, 만약 현직 교사의 의도대로 수업이 진행되

지 않았을 때 교사가 이에 어떻게 대처하며 이러한 대처로 인해 현직 교사의 

본래 의도대로 과제가 적용되는지 등에 관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현직 교사

는 다섯 명씩 두 개의 조로 나누었으며, 현직 교사는 T, 1조는 ST1부터 ST5, 2

조는 ST6부터 ST10으로 코딩하여 분석한다.

2.2.1. 교사의 의도와 다르게 진행된 수업 장면

  현직 교사는 토론식 수업을 염두에 두고 과제를 변형하였다. 따라서 아래 담

론의 변형한 과제의 ‘생각해봅시다!’(1)을 통해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학생들은 이전에 배운 조건부확률을 복습하기를 의도하였다. 즉 현직 교사는 

오개념 교정 수업을 시작하면 학생의 수준을 먼저 파악하여 그 수준에 맞추어 

수업을 적절히 조절해나가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다음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생각해봅시다!’과제를 설명하고 토론을 유도하는 수업 장면이다.

번호 화자 전사

3 T 바로 시작합시다. 오늘 이제 나갈 내용이 조건부확률 파트인데

요. 바로 유인물 주면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문제를 가지고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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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수업 장면에서 현직 교사는 학생들이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이에 대한 근

거를 들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책임을 두었으며(번호 

3), 친구들과의 토론을 유도하였다(번호 11).

  (1)의 경우 학생들이 이미 많이 접해본 일반적인 형태의 조건부확률 문제이

므로, 현직 교사는 PNC 과제로 파악하고 학생들이 무난하게 답을 구할 것이라

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현직 교사의 예상과는 달리 P   대신에 P ∩

를 구한 학생들이 다수 발생하였다. 아래는 2조 학생들의 토론 과정이며, ST8

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이 P ∩ 로 해석하는 것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번호 화자 전사

34 ST7
난 왜 혼자 


이 안 나오냐?

35 ST8



 아냐?

36 ST9
다 다르냐, 혹시? 1번? 


.

37 ST10
1번 


.

38 ST7



 나왔냐?

39 ST8
난 


 나오는데.

어요. 한 장씩 받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5분. 5분 동안 1번, 2번 문제에 대해서 생각

을 해보고.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볼 거예요. 쭉 풀어봅시다.[P] 

두 문제 밖에 없어요. 혹시 질문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주시고.

4 학생들 네.

5 ST10 여기 조건부확률 답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6 T 예, 답만 구하면 되고 이유까지 여러분이 설명해주시면 돼요.[P]

7 T 혹시 문제에 대해서 이해 안 가는 것 있으면 질문하세요.[P]

8 학생들 네.　

9 T 다 했어?

10 ST10 뭔가 찝찝해요.

11 T 뭔가 찝찝해? 친구들이랑 비교하면서 해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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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담론에서 ST7은 처음에는 올바르게 조건부확률로 해석하였으나(번호 

41), 경우의 수를 활용하여 곱사건의 확률로 계산하였다(번호 61, 64). ST9와 

ST10도 자신들은 두 확률을 곱함으로써 구했다고 말하면서 곱사건의 확률로 해

40 ST9 어떤 식으로 했는데?

41 ST7 홀수짝수, 홀수홀수, 홀수홀수 끝.

42 ST8 난 개념적으로 풀었는데.

43 ST9 두 개를 곱했어, 그냥.

44 ST8 첫 번째 카드에 홀수가 적혀 있었을 때라고 그랬으니까, 아닌가.

45 ST9 맨 처음 다섯 장중에서.

46 ST9 두 번째 문제도 되게 이상하다.

47 ST7 P(A|B)는.

48 ST8 "있었을  때"니까 한 장을 빼버리고 그냥 생각해 보는 거.

49 ST9 응, 한 장 빼버리고 그 중에서 홀수를 하나 뽑았었으니까. 2개. 

3개가 남고. 첫 번째에서 홀수 뽑았으니까.

50 ST10 이건 그냥 A 두 개니까 바로 곱하기 해버리고.

51 ST10 근데 이거 조건부가 아니지 않아?

52 ST8 근데 이게 전체에서 뽑은 게 아니라, "때"니까.

53 ST9 그러니까 네 장인 거지. 네 장중에 두 장.

54 ST8
그래서 난 


 썼는데.

55 ST9 똑같잖아? 응? 응? 두 개를 곱하는 게 아냐? 처음에 홀수를 뽑을 

확률이 있으니까.

56 ST10 첫 번째(1번)는 그냥 교집합 해가지고 바로 해버리는 거 아냐?

57 ST8 아, 그래?

58 ST9 처음에 홀수를 뽑을 확률도 곱해야지.

59 ST8 난 "때"라는 게…이랬을 경우에 이랬을 확률이라고 본 건데…

60 ST7 아, 그러네.

61 ST7 홀수가 걸리는 경우랑 두 번째도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 2가지인

데, 전체 경우의 수가 20이니까 


이네.

62 ST9 ST8은 어때?

63 ST8 몰라. 난 틀리게 갈래.

64 ST7 그러니까 확률로 하지 말고 경우의 수로 가자. 처음에 홀수가 적

혀 있었을 때, 3개 중에 하나 나오겠지. 3(분자). 두 번째 홀수 

나와 있대. 두 번째도 홀수 나와야 되는데, (홀수) 하나 이미 뽑

았으니까 2개지? 전체 가능성의 가짓수는 20가지니까 아래 20으

로 나눠주면 그게 확률이 되겠지? 


. 첫 번째는 조건부확률이 

아닌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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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다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였다(번호 43, 49, 50, 51). 그러나 ST8은 처

음부터 끝까지 조건부확률로 해석한 자신의 주장을 유지하면서(번호 42, 54, 

63), ‘때’라는 용어가 있으므로 이를 조건부확률로 해석해야 한다고 근거로 

제시하였다(번호 44, 48, 52, 59).

  이와 같이 조별 토론에서 집중 패턴이 일어나면서 학생들은 아래와 같이 다

양한 수학적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에 자신의 언어로 정당화하였고, 다른 의

견이 있는 학생들은 이에 관하여 질문하고 반박하는 방식이 이어지면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였고, 공동의 주제를 탐구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교사의 질문 

활동은 개방성, 공유성, 생산성이 높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 담론에서는 

교사의 아이디어에 의존하거나 교사의 지시에 의해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

지 않으므로, 수학 대화 학습 공동체의 발달 수준은 2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현직 교사는 본인의 예상과 달리 (1)번 과제에서 P  와 P ∩ 를 혼

동하는 학생들이 다수 발생하는 것을 확인한 뒤, 본래 목적이었던 시간 축 오

류는 아니지만 이들을 비교해서 생각해보는 과정이 시간 축 오류를 교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하여, 곧바로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이에 관하여 

의견을 발표해보고 서로 반박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전체 토론 과정을 유도

하였다. 1조 학생들 5명과 2조의 ST8은 P  로 해석하였고, 2조의 ST8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P ∩로 구하였다.

번호 화자 전사

117 T 자, 이제 다 같이 한 번 해봅시다.[P]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은 첫 번째 카드가 홀수였을 때, 두 번째 카드가 홀수가 적혀있

을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뭐 나왔나요, 답. [EC]

118 학생들



, 


.

119 T 답이 다양하게 나왔네. [CF] 하나씩 다 불러보자. 뭐 나왔다고

요? [EC]

120 ST7



이요.

121 T



 나온 친구 있고,[CF] 또?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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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ST8



.

123 T



 나온 친구 있고,[CF] 또? 또 다른 답 나온 친구 없어요? [EC]

124 T
자, 그러면 


 나온 친구 다시 한 번 손들어 보세요. 거의 1조 

대부분이 


이 나왔네요.

125 T
자, 자신 있게 나와서 한 번 설명해 볼 친구. 


이라는 답에 

대해서. [EC]

126 T



 설명해보세요.[EC] 친구가 설명할 때에는 앞에 보시고. 얘

기를 들어줘야죠.[M]

127 ST7 저는 확률로 생각하기 어려워가지고 그냥 경우의 수로 생각했는

데요. 첫 번째 카드에 홀수가 적혀 있을 때라고 했으니까 이미 

세 가지를 뽑은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세 가지고, 다음에 두 번째 

커낸 카드에서도 홀수를 뽑았다니까. 근데 비복원 추출이기 때문

에 곱하기 2 해 주고요. 전체 가짓수 그냥 5 곱하기 4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128 T
자, 이 의견에 3명 더 있었죠? 


 나온 친구. 동의하는 거예

요? [EC]

129 학생들 예.

130 T 자, 이 의견에 대해서 반박해볼 친구? [EC]

131 T



 나온 친구들은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 

132 ST7 들어갈까요?

133 T 네, 일단 들어가세요. 박수 한 번 쳐줍시다.[CF]

134 T



 나온 친구들은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 그럼 


 나온 것

에 대해서 설명해 볼 친구? 2조에서 한 명 나오자. 2조에서 누가  

나올래? 자신 있게 나오자. 그래, ST4가 나오자.[EC]

135 ST4 우선 첫 번째 카드에서 홀수가 첫 번째가 홀일 확률을 A로 잡고, 

두 번째가 홀일 확률을 B로 둔다면. 처음에 일단 A가 일어났을 

때 B의 확률이니까, 그러면 P  
P ∩ 

가 됩니다. 그런데 

P  는 첫 번째 카드에서 확률을 꺼낼, 아, 잠시 만요, 아,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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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EC 조치를 취하였고(번호 121, 

123), ST7과 ST4에게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번호 126, 

134). 이에 ST7은 1번 과제를 P ∩ 

∩
로 해석한 풀이를 제시하

였고, ST4는 P  로 해석한 풀이를 제시하였다. 현직 교사가 이에 관하여 

정답을 제공한다거나 힌트를 주는 등 특별한 후속 담론 조치를 취하지 않았

고, 학생들에게 다른 학생이 발표한 내용에 동의하는지 묻고 학생들이 고민

해서 판단하도록 유도하였다(번호 128, 130). 이에 각자 다시 생각해 본 다

음 자연스럽게 조별 토론으로 이어졌다. 아래는 1조의 조별 토론 내용이다.

렸어요. 아까 맞았는데, P  는 


이고, P ∩ 는 첫 번째 




의 두 번째 꺼낼 확률이라서 P  

P ∩ 
는 


이 됩니다.

136 T 자, 맞았나요? 박수 [EC]

137 T 자, 그럼 두 개 중에, 수학은 둘 중에 하나가 답일 텐데, 뭐가 

틀렸을까요? 뭐가 맞고. 자신 있게 좀 생각을 해봅시다. [P] 저 

두 풀이에 대해서. 

번호 화자 전사

150 ST1
난 첫 번째 거는 저거(


) 나오고, 두 번째 거는 저거(


) 나

와서 헷갈려. 그치?

151 ST4
나도 처음에 


나왔어.

152 ST1
그치? 


 나왔지?

153 ST3 첫 번째는 그게 하나 빠지지 않았어?

154 ST1
다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그냥 


 나왔거든.

155 ST5 식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156 ST1 응, 그냥.

157 ST3 그러니까.

158 ST1 직관적으로.

159 ST4 그냥 조건부확률이면 얘(두 번째 풀이)처럼 푸는 게 맞아.

160 ST1 응, 조건부확률 파트에서 하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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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담론에서 학생들은 두 개의 풀이를 비교하였고, 두 풀이에 대하여 차이

를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ST5는 전제조건에 주목하면서 다른 친구들에게 

축소된 표본공간에 주목해보도록 제안하였다(번호 161). 그리고 교사의 특별한 

지시 없이 ST1이 ST10을 불러서 두 가지 풀이의 차이점이 분모에 있음을 말하

면서 전체 토론이 시작되었다.

161 ST5 근데 여기 전제조건이 홀수가 적혀있을 때니까.

번호 화자 전사

266 ST1 너네는 P  를… ST10아! 너네는 P  를 안 깔아주고, 우리

는 P  를 (분모에) 깔아줬잖아. 근데 그 차이가 뭔지…

267 ST3 첫 번째 꺼낸 카드에 홀수가 적혀 있었을 '때'.

268 ST8 여기  '때'가 문제야.

269 ST7 이미 뽑아져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270 ST9 뽑아서 안 나온 거니까 뺀 거지.

271 ST4 그게 조건부지. 그러니까 조건부지. 그러니까 이미 홀수가 빠져

있다는 상황이, 조건이 주어져 있는 거니까.

272 ST3 이‘때'가 문제에요, 선생님.

273 T 이‘때'를 잘 해석해보세요.

274 ST7
관념적으로 


이 나오나?

275 ST4 우리가  맞아.

276 ST8
근데 나도 


이 맞는 것 같은데.

277 ST10 아, 헷갈려.

278 ST7
아래 것도(2번도) 


 나오지 않았냐?

279 ST4
응, 아래도 


이야.

280 ST7
그러면 왜 아래도 


이야? 위에도 


이고.

281 ST4 우리는 위, 아래(1, 2번) 똑같다고 생각했어.

282 ST7 그러면 위, 아래 경우의 수가.

283 ST3 “이 때”라고 했잖아. 조건이 있잖아.

284 ST7 조건부확률 할 때 '때'가 있는 게 사실이긴 한데.

285 ST4 조건부확률이면…

286 ST3 그래 사실이잖아.

287 ST1 깔아줘야 할 것 같은데… 조건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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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전체 토론에서 ST1, ST3은 두 풀이 과정에서 분모에 차이가 있음

을 인식하기 시작했고(번호 266, 267), ST8은 ‘때’라는 용어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고 강조하였다(번호 268). 그리고 ST4, ST7, ST9는 이러한 ‘때’에 대

한 용어에 대하여 서로 자신이 이해한 바에 관하여 의미를 제시하였다. 학생들

의 의견이 잘 합의되지 않자 ST3는 현직 교사에게 어려움을 토로하였으나(번호 

272), 현직 교사는 구체적인 힌트를 주지 않고, ‘때’라는 용어에 주목하도록 

C 조치를 취하였다(번호 273). 그리고 ST7은 표본공간을 축소된 표본공간이 아

니라 원래 표본공간으로 파악하다보니 


이 나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

워하였다(번호 274). 그리고 학생들은 현직 교사의 처음 의도대로 (1)과 (2)를 

비교하기도 하였으나 두 개의 답이 똑같다는 1조의 의견에 대해서도 ST7은 받

아들이기 어려워하였다(번호 278, 279, 280, 281, 282). 이에 ST3은 ‘때’라

는 용어에 주목해보면 조건이 있으므로 조건부확률로 해석하면 결국 같은 결과

가 나옴을 주장하였다(번호 283). 하지만 ST7은 기존에 많은 조건부확률 유형

을 통해 ‘때’라는 표현에서 조건부확률 문제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으로만 이해했을 뿐 ‘때’의 의미가 조건사건의 가정된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

하지 못하여, 조건부확률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모습이었다(번호 284). 마

지막으로 ST1은 처음에 언급했던 것과 같이 조건부확률이므로 분모가 P(A)가 

있어야 한다고 다시 제안하였다(번호 287). 결국 ‘때’라는 용어는 표본공간

의 차이를 의미하고, 이에 따라 조건부확률의 계산에서 분모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다음 담론은 ST3, ST10이 두 가지 풀이의 차이를 표본공

간의 차이로 설명하였고, 현직 교사가 이를 정리하면서 (1)을 마무리하는 수업 

장면이다.

번호 화자 전사

327 ST3 저거(1조 풀이)는 전체적인 모든 사건에 대해서 본 거고, 이거(2

조 풀이)는 딱 첫 번째 홀수인 사건에서만 본 거니까.

328 ST1 어, 맞는 것 같아.

329 ST10 표본사건이,

330 ST3 다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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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3는 표본공간의 차이에 관하여 정리하였고(번호 327), ST10은 직접적으로 

수학적인 용어인 표본공간의 차이임은 언급하였으며(번호 329)14), 친구들도 이

에 합의하는 모습이었다(번호 328, 330, 332). 학생들은 앞서 과제에서 제시된 

‘때’라는 용어와 함께 두 풀이의 분모의 차이에 주목하면서 함께 표본공간의 

차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현직 교사는 학생들의 이러한 아이디어를 활용

하여 P  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설명하였다(번호 344, 346, 348, 

350).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현직 교사는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두 풀

14) ST10이 표본공간을 표본사건이라고 잘못 말하였는데(번호 3), 현직 교사는 잘못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실수를 범하였지만(번호 7, 11), 학생들은 모두 표

본공간이라고 이해하여 학생들이 논의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다. 

331 T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뭐가 다른 거다? 전체가? 표본사건이 다른 

거죠? [RF] ST3가 잘 정리했네.[CF]

332 학생들 오!

333 T 자 첫 번째 풀이는 표본사건이 지금 어디에요? [EC]

334 학생들 전체

335 T 두 번째 풀이는요? [EC]

336 학생들 A요.

337 T (1)번 문제는 표본사건이 뭐에요? [EC]

338 ST7 아 A네요.

339 학생들 전체죠.

340 ST7 A 아니에요?

341 T (1)번  문제. [EC]

342 ST10 A요.

343 학생들 A요.

344 T A가 일어났을 때, 지금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는 거죠? A가 

일어났어, 이미 상황은. 이해돼요? [EC]

345 학생들 네.

346 T A가 이미 상황이 일어났으니까, 홀수, 짝수 몇 개, 몇 개씩 남았

어요? [EC]

347 학생들 2개, 2개.

348 T 2개, 2개씩 남았으니까 두 번째에 홀수가 나올 확률은? [EC]

349 학생들



.

350 T



. 


.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EB] ST3가 잘 정리

해줬네. 두 차이점을. 됐어요, (1)번?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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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서 해석한 표본공간을 물어본 다음, 조건사건에 의해 변화된 표본공간으로 

해석하는 방식을 통해 P  를 구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번호 344, 346, 

348, 350). 이와 같은 교사의 설명을 살펴보면 교사는 두 시행의 결과를 모두 

살펴보는 2차원 표본공간에서 형식적으로 조건부확률을 다루고 있지는 못하고, 

마치 1차원 표본공간에서 조건문에 의해 표본공간이 변화된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 조차미(2010)에 따르면 이는 조건문 조건부확률에서 표면적으로만 조건

부확률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표본공간을 2차원의 관점에서 형식적으로 살펴봄

으로써 수학적으로 정당화해보는 데까지는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위의 담론에서 현직 교사는 학생들이 제시한 수학적 아이디어를 정교화하는 

후속 설명을 제공하였다. 현직 교사는 이러한 논의가 본래 수업을 계획하면서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이 지체될 것을 고려하여 정답을 학생

들이 결정하도록 하지는 않았다. 즉 현직 교사는 표본공간의 차이라는 ST3가 

제시한 아이디어를 활용하였지만, 어느 풀이가 정답인지는 현직 교사가 결정하

였으며 학생들이 쉽게 답할 수 있는 간단한 후속 질문을 통해 현직 교사가 의

도하는 답을 이끌어 나갔다. 따라서 위 담론에서의 수학 대화 학습 공동체의 

발달 수준은 1 수준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2.2.2. 시간 축 오류 유발을 위해 추측과 토론이 의도된 수업 장면

  변형한 과제의 (2)에서는 (1)과 조건사건과 목적사건이 바뀌어 있어서 두 조

건부확률을 자연스럽게 비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현직 교사는 변형한 과제의 

(2)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간 축 오류가 유발되기를 의도하였다. 그 다음 학

생들이 각자 생각을 정리한 후 친구들과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서

로 갈등 상황에 놓여서 갑론을박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를 의도하였다. 이를 통

해 시간 축 오류에 대하여 몰입하고 과제 이름처럼 깊게 생각해보기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현직 교사는 (1)이 해결되고 나서 다시 (2)에 관하여 생각해보도록 하였고, 

학생들은 이에 관하여 확률을 구해보고 다시 조별로 토론하기 시작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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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앞서 P  와 P ∩ 를 혼동하는 오류에 관하여 토론하는 과정 속

에서 표본공간의 차이에 주목한 학생들은 (2)에서도 마찬가지로 표본공간에 주

목하면서 토론을 시작하였다. 아래와 같이 1조에서는 시간 축 오류를 보이는 

학생들이 없었고, P  로 해석하는 데 다들 동의하였다.

번호 화자 전사

466 ST4 홀수가 일어났을 때… 근데 이것도 조건부확률로 보면, 홀수가 

일어났을 때 홀수를 밑에 까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467 ST3 그러니까. 이게 그냥 뒤집은 것 같은데.

468 ST4 아니 여기도 지금 두 번째 카드에 홀수가 이미 적혀 있었다니까.

469 ST1 아, 확률이 이래서 어려워.

470 ST1 이미 홀수가 적혀 있었으면, 이것도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

가? 이미 적혀있었다면?

471 ST5 그것도 들어가지. 그게 표본이 되겠지.

472 ST3 그러니까 두 번째 홀, 둘 다(짝홀, 홀홀 두 경우 모두 두 번째 

카드는) 홀홀 나온 거지. 그래서 여기 앞(첫 번째 카드)에 하나

는 홀로, 하나는 짝으로  놔가지고.

473 ST4 그게 아까 얘네(ST7)가 1번 방법으로 푼 거잖아.

474 ST1 그렇지.

475 ST3 얘네(ST7) 1번은 그냥 아예 전체사건(축소되지 않은 초기 표본공

간)에서 본 거고, 나는 그냥 두 번째 홀수인 것(축소된 표본공

간), 뭐라고 해야 되지…

476 ST5 이것도 얘네는 전체가 안 나오잖아. 이게 1이 아니니까.

477 ST3 이게 만약 첫 번째 홀수고 두 번째 홀수면, 두 번째 홀수 적혀 

있는 것 분의 첫 번째 카드가 홀수 적혀 있는 것, 여기가 위로 

올라가고, 전체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냐?

478 ST1 응, 맞아, 맞아.

479 ST4 맞는 것 같아.

480 ST1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왔어.

481 ST5



 나와.

482 ST3 근데 조건부확률에서 항상 분자에 있는 게 꼭 분모에 있어야 되

거든. 확률이.

483 ST5 조건부확률 문제는 항상 그랬어.

484 ST4 조건부확률 자체가 그거잖아.

485 ST3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486 ST1 이게 맞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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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의 (1)에서 표본공간의 차이에 대한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

생들은 (2)에서도 표본공간에 대하여 주목하기 시작하였다(번호 466, 468, 

470, 471, 472). 앞의 현직 교사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ST3은 2차원 표본공간으

로 해석하는 모습을 보였다(번호 472, 475). ST3의 의견에 관하여 이견도 있었

으나, ST3가 이에 관하여 반박하고 수학적 근거(번호 475, 477)와 함께 비수학

적인 근거(번호 482)도 들면서 1조의 학생들은 


로 합의가 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2조의 토론 과정에서는 합의되지 않고 의견이 분분한 모습

이었다.

487 ST4
근데 난 왜 


이 나오냐? 이렇게 푸는데.

488 ST3
답이 


이야.

489 ST1
나도 그렇게 해서 


 나왔어.

번호 화자 전사

356 ST9 단순하게 생각하면 좋으려나. 아니야. 이미 (1)번에서 단순하게 

생각했으니까.

357 ST8 이건 식으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358 ST9 이건 상관없는 거 아냐? 이건 첫 번째 꺼낸 카드에 홀수가 적힐 

확률 구하는 거 아냐? 두 번째 카드가 뭔 상관이야?

359 ST8 상관이 있지.

360 ST7 두 번째 뽑힌 게 홀수면은 숫자가 영향을 받잖아. 관련은 있겠

지.

361 ST9 아, 그런 의미인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어.

362 ST7
난 마이 웨이야. 


.

363 ST9 나랑 똑같은데? 나랑 똑같이 생각했는데?

364 ST7 아, 미리 홀수가 적혀 있는 건가.

365 ST8
아, 인정. 


. 


 인정.

366 ST7 아니, 근데.

367 ST8
맞아,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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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조에서는 위와 같이 ST6, ST8, ST9 이렇게 세 명의 학생들이 시간 축 오류

를 보였다. ST9가 먼저 시간 축 오류를 보였고, ST8은 처음에는 시간 축 오류

를 보이지 않다가 ST9의 말을 듣고 고민해본 후 ST8도 이에 동의하여 시간 축 

오류를 보이면서 조건사건을 무시한 채로 확률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

하였다. ST7은 (1)과 마찬가지로 (2)에서도 표본공간이 축소된다고 주장하지만

(번호 371), ST8은 먼저 일어난 사건이 나중에 일어난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없

368 ST9 이게 무슨 상관인지 난 모르겠어, 사실.

369 ST7 홀수가 적혀 있었다라는 그 순간부터.

370 ST8 근데, 시간의 흐름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

371 ST7 홀수가 적혀 있었다라는 순간부터 이미 아래 전제사건은 이미 B

(두 번째 카드)에 홀수가 적혀 있다야. 전체 사건이 아니라. 그

러니까 두 번째에 홀수가 적혀 있다고 했지? 그러면 이미 사건은 

전체사건은 두 번째가 홀수인 걸로 축소됐다니까? 그렇지 않나?

372 ST8
응. 그래도 


.

373 ST7
그래도 


이라고?

374 ST8 응.

375 ST7 난 뭘 한 건지 모르겠다. 두 번째 꺼낸 카드에 홀수가 이미 있었

어.

376 ST9 두 번째 꺼낸 거. 그러니까 네 장중에서 꺼냈는데 홀수가 적혀 

있다.

377 ST7 (두 번째 카드에)홀수가 적혀 있었어.

378 ST8
응. 그래도 


.

379 ST7 앞의 것이 홀수든 짝수든 상관이 없잖아.

380 ST8,9 응, 상관없잖아.

381 ST7 그럼 다섯 개를 다 뽑는다고 해보자.

382 ST8 근데 그거를 다섯 개를 다 뽑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383 ST7 그럼 말도 안 되게 1이 나와, 나는.

384 ST8
내가 보기엔 


이 맞는 것 같은데.

385 ST7



 같긴 한데, 적혀 있었다…이때… "이때"라는 것은 기본이 두 

번째가 홀수라는 게 기본인 거잖아. 맞잖아, 그치? 이건 확실하

지?

386 ST8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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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번호 372).

  위의 1조와 2조 담론에서는 교사의 특별한 개입 없이 학생들이 서로 자유롭

게 자신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반박하고 있으므로, 수학 대화 학습 공동체의 발

달 수준은 2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활발하게 조별 토론이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면서 현직 교사는 (1)에서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학생

들의 의견을 물어본 뒤, 시간 축 오류를 보이는 학생들의 의견과 그렇지 않은 

의견을 발표해보도록 하였다.

번호 화자 전사

500 T 자, (2)번 답 뭐 나왔나요?

501 학생들



.

502 학생들



.

503 T



 나온 사람 손들어 봅시다.

504 T



 나온 사람 손들어 봅시다.

505 T
더 없네. 또 둘 중의 하나네. 자 


파 한 명 또 나와서 설명해 

볼 사람? 한 명 또 나와서 설명해봅시다. 누가 설명해볼래요? 안 

해 본 사람이 나와서 설명해보자.

506 ST3 일단 두 번째 꺼낸 카드에 홀수가 적혀 있다. 이게 두 번째 홀수

가 나올 확률이, 아니 이런 경우의 수가 표본사건이 되는 거니

까. (일단 조건부확률 식을 쓰고 나서) 여기서요. 근데 ∩가 

의미하는 거는 첫 번째도 홀수가 나오고 두 번째도 홀수가 나오

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P  는 두 번째 홀수가 나올 사건

은 첫 번째 짝수, 두 번째 홀수, 그리고 첫 번째 홀수, 두 번째 

홀수 이렇게 나오는 모든 사건을 더하면 열두 가지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도 홀, 두 번째도 홀이 나올 그거는 6이 나

와서 


이 됩니다.

507 T
이것에 대한 반박은 좀 이따 들어보고, 우선 


파 중에서 한 명 

나와서 설명을 해봅시다. 자 셋 중에 한 명. 세 명이었잖아. ST9

가 나가서 설명 한 번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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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9의 설명을 듣고 시간 축 오류를 보이지 않았던 1조의 학생들까지도 혼란

에 빠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전체 토론을 통해 서로 반

박하지만, 시간 축에 따른 추론 방식을 거부하던 학생들은 결국 이에 대한 실

마리를 잡지 못한다. 오히려 시간 축 오류를 보이는 ST8의 주장에 설득되는 학

생들도 나타났다. 

508 ST9 이게 저는 문제에 집중을 좀 해봤는데, 첫 번째에 있는 문장이 

아예 상관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두 번째 꺼낸 카드에 

홀수가 적혀 있을 확률이 첫 번째 카드에 홀수가 적혀 있을 확률

에 영향을 안 끼치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저는 이 때 

뒤의 문장을 생각해서 첫 번째 꺼낸 카드에 홀수가 적혀 있을 확

률, 그러니까 맨 처음 다섯 장중에서 홀수 세 장. 그래서 저는 

확률 그냥 단순하게 다섯 장중에 세 장. 


이 바로 나왔습니다.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509 ST7 아하! 상관이 없다고.

510 T
다른 


파도 이거에 동의해요?

511 ST8 네.

512 T 자, 그럼 이제 서로의 의견을, 저 두 개의 풀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린지 다시 한 번 보면서.

번호 화자 전사

519 ST7 "이 때"니까 저건 안 되지 않아요?

520 T 한 명씩 설명을 해 보자. 한 명씩. ST4부터 한 명씩. [EC]

521 ST4 아니, 그러니까 5개 중에서 1개를 이미 뽑아버렸는데, 뒤의 조건

에서 4개에서 1개를 뽑는 건데 상관이 없다고 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522 ST9 첫 번째 애가 먼저 뽑는 거니까. 두 번째 애가 먼저 뽑을 수 없

으니까.

523 ST5 근데 첫 번째를 뽑고 다시 안 넣잖아.

524 ST8 이래서 내가 헷갈리고 있어. 계속.

525 ST1 상관없을 수도 있네.

526 ST2 두 번째 5를 꺼냈어, 첫 번째 5 꺼낼 수도 있잖아. 그런 식으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잖아.

527 ST9 아니, 다시 안 넣는다니까.

528 ST2 아,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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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ST7 선생님 이거 맞지 않아요?

530 T 어, 그래 ST7가 한 번 설명해보자. [EC]

531 ST7 카드가 앞에 5장이 있다고 봅시다. 

532 T 앞에 나가서 다 같이 보고 설명해봅시다. [EC]

533 ST8



 맞는 거 같아.

534 ST9 아, 이거 흔들린다.

535 ST7 이렇게 카드가 5장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서 제가 그냥 이거랑 

이거 순서대로, 이거 하나 고르고 하나 골랐어요. 이렇게 하나 

뽑고, 이걸 2번(두 번째 뽑은 카드)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2번을 

이렇게 카드를 보니까 예를 들어 3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나머지 카드는 몇 개죠? 얘(첫 번째 뽑은 카드)까지 포함해서.

536 ST2 4개.

537 ST7 4개죠? 4개 중에서 홀수 몇 개 남았죠? 2개 남았죠?

538 ST5 2개요.

539 ST7 2개 남았죠?

540 ST9 아니, 애초에 그러면 두 번째 카드의 확률을 포함해야지. 두 번

째 카드에도 홀수가 있었잖아. 두 번째 카드도 포함해야지.

541 ST4 아예 두 번째를 안 본다는 얘기잖아. 아예 딱 첫 번째만 본다는 

얘기잖아.

542 ST8 (ST7의 말이) 잘못 되었지.

543 ST1 첫 번째 꺼낸 카드 "에도"가 있잖아. 에도.

544 ST3 "에도"가  있잖아.

545 ST8 그래,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지. 그냥 홀수가 나올 확률이랑.

546 ST7 (교사를 바라보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

고 이건 나머지 4개 중에 2개 중에 홀수가 나올 확률이니까 



이 아니냐는 거죠.

547 T 나한테 답을 구하지 말고, 애들한테 (얘기해요). [M]

548 ST4 근데 "도"면은 안 될 것 같아.

549 ST9 두 번째 뽑은 게 3이라는 거잖아. 그런데 첫 번째, 그것도 애초

에 맨 처음에 뽑은 거니까, 그것도 5장중에 포함되어 있던 거잖

아. 맨 처음 그 5장중에서 한 장을 뽑은 거니까, 3도 포함되어 

있던 거잖아. 그래서 


인거지. 그건 못 봤으니까.

550 ST1 얘네는 아예 상관이 없다는 거야. 뒤에는 아예. A사건 아예 생각

하지 말라는 거 같은데.

551 ST7 얜(두 번째 홀수) 못 봤으니까? 근데 이미 홀수라고 확정지었잖

아. 홀수 하나는 없어지는 거잖아.

552 ST8 근데 첫 번째를 뽑기 전에 홀수라고 확정지은 게 아니라, 첫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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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7과 ST4는 조건부확률이므로 조건사건을 고려해야 함을 근거로 들었고(번

호 519, 521), ST9는 조건사건이 나중에 있어났으므로 목적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조건사건을 무시한 채 목적사건이 일어날 확률만을 구하면 된다고 

반박하였다(번호 522). 이러한 ST9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ST1도 갈등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번호 525). ST7은 교사에게 자신의 의견이 맞는지 질문

하지만(번호 529), 교사는 이에 관하여 알려주지 않고 ST7에게 자신의 생각을 

학생들과 공유하도록 하였다(번호 532). ST7은 두 번째 카드를 먼저 본다는 상

황을 제시하였음에도(번호 535), ST9는 첫 번째 카드의 확률을 구하는데 두 번

째 카드가 홀수인 경우를 제외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반박하였다(번호 

540). 이에 ST1과 ST3은 ‘에도’라는 용어에 주목하며 첫 번째 카드와 두 번

째 카드가 모두 홀수가 나와야 되므로 두 장 모두 고려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을 제기하였다(번호 543, 544). 그러나 ST8은 여전히 두 번째 카드와는 관

련이 없다고 주장하였다(번호 545). ST7은 두 번째 카드가 홀수라고 정해져 있

다면 첫 번째 카드가 홀수일 확률은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반박하였으나(번호 

551), ST8은 두 번째 카드를 먼저 확인하였더라도 첫 번째 카드가 홀수인 확률

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번호 552). 이처럼 ST8과 ST9는 시

간 축에 따른 추론 방식을 주장하였고, 시간 축 오류를 보이지 않았던 ST4와 

ST5도 이에 동의하는 모습이었다(번호 553, 554).

  위의 담론에서 현직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할 뿐, 자신의 아이디어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자신들

이 주도적으로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반박하는 상호작용을 보이는 

집중 패턴이 이어지면서, 위 담론의 개방성, 공유성, 생산성은 높았으며 학생

들의 갈등은 매우 고조되었다. 따라서 위의 수업 장면에서 수학 대화 학습 공

째를 뽑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을 봤는데 "어, 이게 홀수

네". 그렇다고 첫 번째 거가 두 번째 나온 홀수의 영향을 받는 

건 아닌 거지.

553 ST4 어, 그러네. 그렇지.

554 ST5 순서가 뒤집어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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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의 발달 수준은 2 수준으로 볼 수 있다.

2.2.3. 과제 1을 통한 오개념 교정이 의도된 수업 장면

  교사는 학생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새로운 활동지

를 나눠주면서 과제 1번을 해결해보도록 하였다. 현직 교사는 ‘과제 1’을 오

개념 교정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보았으며, ‘과제1’을 해결하는 과

정에서 시간 축 오류가 교정될 것이라고 의도하였다. 그러나 시간 축 오류를 

보였던 ST8의 말에 설득당한 학생들은 여전히 혼란에 빠져 있었고 과제 1번을 

통해 교사의 의도대로 바로 해결되지는 않았다. 특히 꾸준히 ST8을 반박해오던 

ST7은 (2)의 답이 1이 나오자, 오히려 시간 축 오류가 옳다고 판단하기 시작했

고, 학생들이 과제 1번을 풀어도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자, 현직 교사도 당황

한 모습을 보였다(번호 607). 이에 현직 교사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1)과 

(2)의 확률을 비교해보도록 하는 (3)번을 강조하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주목하도록 하였다(번호 607, 609, 610, 612).

번호 화자 전사

592 ST7
진짜 


인가?

593 T 잠깐만, 과제 1번의 (1)번답 뭐예요? [EC]

594 학생들



이요.

595 T
그냥 앞에 뒤에 상관없이 무조건 둘 중의 하나니까 


이죠?[EC]

596 학생들 네.

597 T 두 번째? [EC]

598 학생들 1이요.

599 T 1이 나온 이유는요?[EC]

600 ST7 상관없이. 상관이 없으니까.

601 ST2 둘 중 하나니까.

602 ST1 둘 중 하나는 무조건 나와야 되니까.

603 ST4 둘 중의 하나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이미 짝수가 나왔으면은.

604 ST3 근데 (이전 과제에서 주장하던) ST7처럼 생각해봐도 두 번째 짝

수가 되잖아. 무조건 홀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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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교사는 아래와 같이 가장 강하게 시간 축 오류를 보이던 ST8에게 과제 

1번의 풀이를 발표해보도록 하였다(번호 731). 현직 교사가 과제 변형 과정에

서 의도하였던 대로, ST8은 확률을 쉽게 계산하였고 이 결과를 반성하여 자신

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ST8은 발표를 통해 나중에 일어난 사

건도 먼저 일어난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번호 734). 그

러나 ST8은 단순히 확률 결과를 보고 자신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였을 

뿐, 표본공간을 통해 수학으로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지는 못하였다. 이후에도 

수업이 끝날 때까지 현직 교사는 표본공간을 활용하여 수학적으로 정당화하는 

기회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605 ST1 나도 (이전 과제에서 주장하던) ST7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아직

도.

606 ST10 표본공간이 커지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607 T 그러면 (2)번 문제를 조금 바꿔볼게요. 아, 그럼 (2)번은…지금, 

(3)번 문제 풀어보세요. 1번의 (3)번은 결국에 1번의 (1)번 문제

와 (2)번 문제는 어쨌든 첫 번째 카드가 홀수일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근데 답이 달랐죠? [C]

608 학생들 네.

609 T 왜 다를까? [EC]

610 T 어쨌든 (1)번도 첫 번째 카드가 홀수일 확률을 구하는 것이고, 

(2)번도 첫 번째 카드가 홀수일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요.

611 ST10 표본이 작아야 되는 것 같은데…

612 T 지금 조건 자체가 (2)번은 두 번째 카드가 "짝수일 때"라는 말이 

하나 더 붙었어. 왜 이 말 때문에 지금…[C]

613 ST10 아! 알 것 같아요.

614 ST8
아! 그럼 


이네.

번호 화자 전사

731 T 그럼 ST8이 과제 1번의 (3)번. (1), (2)번 결과를 비교해봐서 한 

번 왜 답이 다르게 나왔는지 설명해보세요. [EC]

732 ST8 (1)번에서,

733 T 자, ST8 설명 들어보자. [M]

734 ST8 어, (1)번에서 현재 그냥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1)번을 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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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표를 활용한 오개념 교정 장면

  현직 교사는 ‘과제2’에서 표라는 보조수단을 활용하여 계산 과정을 수월하

게 할 수 있도록 과제의 난이도를 낮추어 P  와 P   를 보다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이를 통해 P  와 P   의 계산 결과를 

반성해보면서 나중에 일어난 사건에 따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하기를 기대하였다. 이미 앞서 ‘과제1’을 해결하는 과

정에서 시간 축 오류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교실 내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

루어졌기 때문에 ‘과제2’는 학생들이 특별한 갈등 상황 없이 무난하게 해결

하였다. 다음 장면은 학생들이 ‘과제2’를 해결한 다음 이를 발표하고 현직 

교사와 학생들이 상호작용하면서 결과를 반성해보는 수업 장면이다. 이 과정에

서 현직 교사는 P  와 P   의 차이에 주목하도록 하였고(번호 822, 

826), 결국 표본 공간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왔다

(번호 833, 838).

았을 때는 


이 맞아요. 근데 두 번째 거에서 시간 관계없이 만

약 아까 말했던, 아까 제가 저쪽에 설명했던 대로 했다면 뒤에 

것이 뭐가 나오든 


이었어야 될 거예요. 여기에서는 뒤의 거에 

관계를 받아가지고 여기에서는 확률이 1이 되기 때문에 저기에서

도 


이 맞는 것 같습니다. 

번호 화자 전사

808 T 해 볼 사람? 설명? 2번의 (2)번. 그래, 그럼 ST2가 나와서 (2)번 

한 번 설명해보자. [EC]

809 ST2
두 번째에서 꺼낸 카드가 홀수인 게, 이게 


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카드가 홀수일 확률은 또 


이죠. 고로 


.

810 T 왜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두 번째 카드가 홀수일 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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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요? [EC]

811 ST2
이게 


, 


을 더하면 


입니다.

812 T 그렇게 말고 좀 (자세히 설명해주지). 다른 친구들은 다 이해됐

어요? 나만 몰랐던 거야? 다 이해됐어요?

813 학생들 네.

814 T 진짜로?

815 학생들 네.

816 T 네, 알겠습니다. 똑똑하네. [CF] 자, 그러면 2번의 (3)번은 얼마 

나왔어요? [EC]

817 학생들



이요.

818 T



 전부 다 나왔어? [EC]

819 학생들 네.

820 T 진짜로? [EC]

821 학생들 네.

822 T 애들이 이제 확실히 개념 잡았나보네. [CF] 그럼 4번에서 (2)번

하고 (3)번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러면은? 왜 (2)번하고 (3)번을 

같이 냈을까? 4번 문제에? [C]

823 ST4 표본이 다르니까.

824 ST1 홀수랑 짝수랑 다르잖아요.

825 ST4 조건이 달라요, 조건이.

826 T 분명히 첫 번째에 홀수일 확률을 구하는 건데, 왜 (2)번하고 (3)

번이 답이 다르게 나왔을까요? [C]

827 ST1 조건이 달라지잖아요. 조건이 달라요.

828 학생들 표본이 다르잖아요.

829 ST7 전제적인 사건이 다르니까요.

830 T 전제적인 사건이 다르다? [RP]

831 학생들 표본(공간)이라고 하는 게 낫지 않나?

832 ST9 표본사건?

833 T 표본사건이 뭔데, 여기서? [EC]

834 ST7 난 전제사건이라고 하는 게 편하더라고.

835 ST9 두 번째 꺼낸 카드가 홀수인 경우.

836 ST8 홀수가 적혀 있었던 경우. 두 번째 홀수가 있었던 경우.

837 ST10 네, 표본이 달라져요.

838 T 그러면 결론만 냅시다. 자, 홀수일 때 짝수일 때의 경우가 앞에 

홀수카드를 뽑을 확률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EC]

839 학생들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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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종합

  지금까지 현직 교사가 변형한 과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담론을 상호작용 

패턴, 수학 대화 학습 공동체의 발달 수준, 교사의 담론 조치, 효과적인 수학

적 담론을 위한 질문활동 등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현직 교사가 변형한 과제를 적용하는 과정의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살펴보

면, ‘생각해봅시다!’과제에서 현직 교사의 의도대로 원활하게 토론이 이루어

지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고 시간 축 오류를 보이는 학생들이 ST6, ST8, 

ST9 이렇게 세 명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의 의견을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는 전

체 토론에서 활발한 논쟁이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오개념을 보이는 학생들

이 오히려 자신의 주장을 더 자신 있게 펼치면서, ST4, ST5, ST10도 이에 동의

하기 시작하였고 ST1, ST3, ST7은 이러한 주장이 옳지 못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갈등상황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오개념을 교정할 수 있도록 현직 교사는 학생들에게 ‘과제1’을 해결해보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직 교사의 의도와는 달리 학생들이 (1)과 (2)를 해결해도 시

간 축 오류에 관하여 여전히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자, 현직 교사는 (1)과 (2)

의 차이에 대하여 주목해보도록 유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가장 강력하게 오

개념을 보이던 ST8이 ‘과제1’(3)을 발표하여 나중에 일어난 사건도 먼저 일

어난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나머지 학생들도‘과제2’와 ‘과제3’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모두 나

중에 일어난 사건이 먼저 일어난 사건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받아들이는 모습

을 보였다.

  현직 교사는 과제 적용 과정에서 SMK보다는 KCS와 KCT를 고려하였고, 과제 

변형에서의 의도가 대체로 잘 발현되었으며, 시간 축 오류를 보이던 학생들이 

자신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깨닫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의 가장 큰 원

인은 과제 변형 과정과 과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교사의 담론 조치와 상호

작용에서 찾을 수 있다. 현직 교사의 과제 적용 과정에서의 특징적인 양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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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현직 교사는 ‘생각해봅시다!’과제를 통해 의도적으로 시간 축 오류

를 보이는 학생들이 발생하도록 유도하였다. 본래 의도했던 대로 시간 축 오류

를 보이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사이의 활발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현

직 교사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제

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서로 자신의 추측을 

바탕으로 주장을 펼치고 근거를 제시하면서 시간 축 오류에 몰입하고 갈등 상

황에 놓일 수 있었다. 

  둘째, 현직 교사는 과제 변형 과정에서 설계한‘과제1’과 ‘과제2’를 통해 

표본공간을 단순화하거나 표라는 보조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풀이 과정의 반성

에 집중하도록 하여 오개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왔다. 물론 본래 현직 교사

의 의도대로 곧바로 ‘과제1’을 해결하고 인지적 갈등이 해소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학생들은 첫 번째 시행의 결과를 보지 않는다는 문제 상황에 대한 자세

한 설명을 통해 쉽게 확률을 구해볼 수 있었고,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 조건사

건으로 제공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보도록 강조한 현직 교사의 

담론 조치 덕분에 이러한 결과를 반성해보면서 나중에 일어난 사건도 먼저 일

어난 사건의 확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셋째, ‘과제1’과 ‘과제2’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 먼저 일어난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

들일 수 있었지만,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형식화된 형태의 수학적인 근거를 제

대로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현직 교사는 수업 후 면담에서 학생들에게

서 기대했던 반응이 나왔음에 만족하였다. 이는 현직 교사가 과제 변형 및 적

용 과정에서 고려한 SMK가 상위 관점에서의 학문 수학보다는 주로 학교 수학이

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현직 교사는 조건문 조건부확률에서 표본공간

을 표면적인 특징에 의해서만 해석하는 모습을 보였고, 두 번의 시행의 결과를 

반영한 2차원 표본공간        ⋯    로 고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업에서 이를 활용한 형식화된 형태의 수학적인 정당화 

과정을 다루지는 않았다. 이에 학생들은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 조건사건일지라

도 먼저 일어난 사건의 확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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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을 뿐, Borovcnik(1986)가 언급했던 것처럼 수학적인 근거를 통해 2차 직관

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넷째, 현직 교사의 수업에서 교실 내 상호작용이 대체로 활발하게 이루어졌

다. 특히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수학 대화 학습 공동체

의 발달수준이 수업 내내 거의 2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이었다. 현직 교사는 학

생들의 다양한 답을 존중하고 격려하였으며 학생들의 서로의 풀이 과정과 근거

를 자유롭게 공유하면서 활발한 논쟁이 일어났다. 현직 교사는 마지막으로 정

리할 때에도 학생의 수학적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설명하였고, 학생들에게 힌트

나 답을 제공하지 않아서 깔때기 패턴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완전히 현직 

교사가 학생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작용하지는 않았지만, 현직 교사는 담론

에 크게 참여하지 않으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평등하게 활발한 논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마련해주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서로 협력하면서 

표본공간에 주목하였고 그러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과제 1’을 해

결하는 과정에서 시간 축 오류를 보이던 학생들이 자신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다섯째, 현직 교사는 자신의 의도대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정

답을 설명하기 보다는 학생들의 반응을 기다리거나 C 조치를 통해 학생들이 과

제의 일부분을 주목하게 하였다. 예를 들어 ‘생각해봅시다!’과제의 (1)에서 

예비 교사는 PNC 과제로 생각하여 학생들이 조건부확률 공식을 통해 쉽게 과제

를 해결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지만, 현직 교사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를 곱사건

의 확률로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발생하였다. 이에 현직 교사는 이를 전체 토론

에서 발표시키고 조건부확률과 곱사건의 확률의 차이를 고민하고 다시 조별로 

토론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협력하여 표본공간의 차이임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기다렸고, 이러한 표본공간의 차이를 인식한 학생들은 (2)를 해결

하는 과정에서도 표본공간의 차이에 주목하여 생산성이 높은 질문활동이 일어

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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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에서는 사례 연구 방법을 통해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의 조건부확

률 오개념 교정을 위한 과제 변형 및 적용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이

들의 특징적인 양상을 살펴보았다. 과제 변형 과정에서는 교사가 오개념 교

정을 위해 자신의 MKT를 고려하여 어떻게 변형하였는지 살펴보고, 과제를 

적용해보는 과정에서는 과제 변형 과정에서 고려한 교사의 의도가 잘 발현

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과제 변형 및 적용 과정에서 MKT가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상세한 담론 분석을 통해 과제 변형 

과정에서의 의도가 적용 과정에서 잘 발현되는 데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살

펴봄으로써, 교사 교육을 위한 과제 변형 및 적용 활동에 대한 시사점을 제

공하고자 하였다.

  Ⅱ장에서는 조건부확률 오개념, 과제 변형 및 적용, 교수를 위한 수학적 

지식에 관한 문헌을 분석하였다. 먼저 조건부확률의 개념, 조건부확률의 오

개념, 조건부확률 오개념을 교정하는 교수법 등을 살펴봄으로써, 교사의 과

제 변형 및 적용 과정에서 제공하고자 의도한 오개념 교정 기회를 파악하는 

틀을 마련하였다. 그 다음 과제 변형 및 적용에 관한 문헌을 분석함으로써, 

최근까지 과제 변형 및 적용에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

다. 마지막으로 MKT에 관한 연구를 분석함으로써 MKT의 정의를 살펴보고, 

과제 변형 및 적용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이루어진 논의를 살펴보았다.

  Ⅲ장에서는 연구 방법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택한 자연주의적 연

구 방법과 사례 연구 방법의 의미와 특징을 살펴보고, 연구 참여자인 예비 

교사, 현직 교사, 학생들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연구가 진행된 과정

을 설명하고, 과제 변형 및 적용 과정을 분석할 틀을 살펴보았다.

  Ⅳ장에서는 연구 문제에 따라 과제 변형 및 적용 과정을 분석하였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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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교사와 현직 교사가 변형한 과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교사가 고려한 

MKT와 과제의 인지적 노력 수준 등을 고려하여 교사가 변형 과정에서 의도

한 오개념 교정 기회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예비 교사

와 현직 교사가 오개념 교정 기회를 제공하고자 과제를 어떻게 변형했는지, 

실제 수업에서 어떠한 학생의 반응을 기대하였는지 등에 초점을 두고 살펴

보았다. 그 다음으로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가 변형한 과제를 실제로 적용

하는 과정을 분석할 때, 교사가 과제 변형 과정에서 의도했던 오개념 교정 

기회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의도대로 잘 진행되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 원인

이 무엇인지에 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담론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

어나는지, 그리고 교사는 어떠한 담론 조치를 취하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수업 담론을 분석하였다.

  예비 교사는 조건부확률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를 읽고 상위 관점의 학문 

수학이나 수학교육론에 관한 MKT를 갖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과제 변

형 시 CCK나 SCK를 과제 변형에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를 통해 예비 교

사가 변형한 과제는 다양한 시각화 전략, 대칭성 등을 활용하는 풍부한 수

학적 의미를 담고 있었으며, 추측, 토론, 반성, 구성, 실험의 기회가 골고

루 반영된 과제를 설계하였다. 그러나 과제 난이도에 대한 KCS를 충분히 고

려하지 않아 상당히 높은 인지적 노력 수준을 요구하는 과제였고, 교실 내 

상호작용이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으며, 자신의 의도대로 수업이 진행

되지 않는 경우 자신이 의도한 내용을 설명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결국 과제 적용 과정에서 자신이 의도했던 오개념 교정 기회가 제

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다.

  현직 교사는 조건부확률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접하지 않아서 자신의 교

수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수학 수준의 SMK만 갖추고 있었으나, 학생 수준이

나 적절한 과제 난이도에 대한 KCS와 토론식 수업 방식에 대한 KCT를 풍부

하게 갖추고 있었다. 이를 통해 현직 교사가 변형한 과제는 SMK를 고려하기 

보다는 주로 KCS와 KCT를 반영하여 기존 과제의 난이도를 낮추고 토론식 수

업을 염두에 두고 학생들이 협력하여 교정해나갈 수 있도록 추측, 토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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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과제를 설계하였다. 이에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학생

들 사이에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났고, 시간 축 오류를 보였던 학생들도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는 모습이 나

타났다. 그러나 수업에서 시간 축 오류가 잘못되었다는 수학적 정당화의 과

정이 부족하여 수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음 절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기존 연구와 관련지어 보고 

도출된 결론과 시사점을 논하고자 한다. 그 다음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

여 제시하고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 방향을 제안한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자연주의적 연구 방법 중 사례 연구 방법을 통해 예비 교

사와 현직 교사의 조건부확률 오개념 교정을 위한 과제 변형 및 적용 과정

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이들의 특징 및 양상을 살펴보았다. 과제 변형 과

정에서는 교사가 MKT를 고려하여 오개념 교정 기회 측면에서 어떻게 변형하

였는지 살펴보고, 과제를 적용해보는 과정에서는 담론을 분석하여 과제 변

형 과정에서 고려한 교사의 의도가 잘 발현되는지 살펴보았다. 앞서 이루어

진 연구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과제 변형 및 적용 과정에서 연구에 참여한 두 교사는 자신의 MKT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Lee 외(2013)는 다수의 예비 교사들을 대상으로 과제 

변형 과정에서 고려하는 MKT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MKT를 가

진 두 가지 사례를 대상으로 하며, 과제 변형뿐만 아니라 변형된 과제를 적용

하는 과정까지도 분석하며 교사가 자신의 MKT를 어떻게 활용하면서 자신의 전

문성을 발달시켜나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과제 변형 과정에서 

예비 교사는 현직 교사에 비해 비교적 많은 수학이나 수학교육학 이론을 반영

하여 SMK를 더 풍성하게 고려하였고, 현직 교사는 예비 교사에 비해 학생들의 

수준이나 난이도를 특히 많이 고려하면서 KCS를 더 풍성하게 반영하는 모습이

었다. 예를 들어 예비 교사는 변형된 과제에서 추출 순서에 따른 대칭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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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는 등 학생들이 2차원 표본공간으로 이해하여 수학적 근거를 통해 교정하

기를 기대하였으나, 현직 교사는 표본공간을 단순화시키거나 표라는 보조수단

을 통해 학생들이 쉽게 확률을 구할 수 있게 하고 반성하는 과정에 집중하도록 

변형하였다. 

  교사의 MKT가 교사의 과제 변형 과정에 영향을 주었던 것처럼, 과제를 적용

하는 과정에도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는 

자신의 MKT를 바탕으로 과제를 변형하면서 서로 다른 오개념 교정 기회를 제공

하고자 의도하였다. 이에 따라 과제를 적용한 수업에서도 예비 교사와 현직 교

사는 서로 다른 오개념 교정 기회를 제공하고자 수업을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과제 변형 과정에서 SMK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경우, 과제를 적

용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수학적 근거를 통한 2차 직관이 형성되는 오개념 교

정이 일어나기는 힘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직 교사의 수업에서 시간 

축 오류를 보이던 학생(ST8)이 ‘과제1’을 해결하고 나서 나중에 일어난 사건

이 먼저 일어난 사건의 확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 오개념이 교정

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현직 교사는 과제 적용 과정에서 이에 대한 수학적 

근거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정당화하는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

았다. 실제로 ST8은 사후 면담에서도 시간 축 오류가 잘못된 것임은 인정하면

서도 그 이유를 수학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하였다.

  마찬가지로 KCS 또한 과제 변형 및 적용 과정에 큰 영향을 주었다. 예비 교

사와 현직 교사는 오개념 교정을 위해 변형한 과제에서 첫 번째 시행 결과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여 확률을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도

록 하였다. 그러나 현직 교사는 과제 변형 과정에서 SMK보다는 KCS를 더 고려

하여 표본공간을 단순화함으로써, 실제 적용 과정에서 계산 난이도를 낮추어 

학생들이 확률을 반성하는 과정에 더 주목하도록 도와주었다. 이를 통해 대부

분의 학생들이 현직 교사의 의도대로 확률을 수월하게 구하였고, 이러한 계산 

결과를 반성하여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 먼저 일어난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을 이해할 수 있었다. 반면에 예비 교사는 KCS보다는 SMK를 더 고려하여 첫 번

째 시행 결과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문구보다는 수학적 정당화를 하는 데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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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맞추어 과제를 안내하였다. 이에 학생들이 이 과제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확률을 계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둘째, 오개념 교정을 위한 수업에서 교사의 오개념 교정 기회가 의도했던 대

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활발한 교실 내 상호작용이 필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과제 변형 과정에서 아무리 많은 MKT를 고려하고 유익한 오개념 교정 기회

를 제공하고자 의도한다 하더라도, 과제 적용 과정에서 교실 내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한 오개념 교정 기회가 제대로 제

공되기 힘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추측한 다음 자신의 생각

을 자유롭게 드러내고 갈등 상황에서 서로 협력해가며 초기 추측을 수정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수업에서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오개념 교정 수

업을 위해서는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오개념 교정 수업에서 오개념을 일부러 유발하도록 갈등 상황을 제시

하는 경우, 조건부확률 계산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오개념

을 보이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의 수업 모두 조건부확률

을 올바르게 계산하였음에도 시간 축 오류를 보이는 학생들의 주장에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건부확률 

계산을 올바르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오개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을 

의미한다. 실제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오개념을 유발시킬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활발한 수학적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그러한 토론 과정 속

에서 추측, 반성 등의 오개념 교정 기회를 통해 풍성한 수학적 활동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잘못된 추론 방식을 깨닫고 조건부확률

에 대하여 더 높은 수준의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넷째, 교사의 순간적인 대처에 따라 학생들의 오개념 교정에 크게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개념 교정 수업에서 학생들이 인지적 갈등 상황

에 놓여 있을 때의 교사의 담론 조치가 학생들의 오개념 교정에 크게 작용하였

다. 학생들이 인지적 갈등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학생의 질문에 대하여 교사가 

답을 그대로 제시하거나 지나치게 자세한 힌트를 제공하는 등의 교사의 담론 

조치로 인해 학생들에게서 제대로 된 오개념 교정이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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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였다.

  본 연구는 서로 다른 MKT를 가진 두 교사가 조건부확률 오개념 교정을 위한 

과제 변형 및 적용 과정을 거치면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이상

의 논의들로부터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제 변형 및 적용 과정은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교사는 과제를 변형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MKT를 

활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CCK와 SCK가 풍부하지만 KCS, KCT가 상

대적으로 부족한 예비 교사와 KCS, KCT가 풍부하지만 CCK와 KCS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직 교사는 자신의 MK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과제를 변형하고 이를 

적용해보았다. 또한 과제 변형 및 적용 활동이 끝난 후에는 자신의 활동을 돌

이켜보면서 자신에게 부족한 점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Thanheiser 외, 2015). 실제로 사후 면담에서 예비 교사는 학생들의 수준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과제를 설계하면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하

였고, 현직 교사는 수업에서 수학적으로 정당화하는 활동이 부족했음에 아쉬움

이 남는다고 말하였다. 즉 과제 변형 및 적용 활동 후에 자신의 활동을 돌이켜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신에게 부족한 MKT를 반성해볼 수 있다. 이처럼 과제 

변형 및 적용 과정은 교사의 MKT를 발달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과

제 변형 및 적용 과정은 교사 교육 과정에서 활용될 필요가 있다.

  둘째, 효과적인 조건부확률 오개념 교정 수업을 위해서는 교사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활발하게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여야 한다. 특히 갈등 상황이 제공되어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할 때의 교사의 

담론 조치는 그러한 상호작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리 

풍부한 MKT를 활용하여 과제를 훌륭하게 설계하더라도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 

없이 과제가 제대로 효과를 내기는 힘들다. 본 연구에서도 예비 교사는 많은 

고민을 통해 의미 있는 과제도 설계하고 수업 중에 오개념 교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시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나, 학생들의 참여가 줄어들고 교실 내 상호

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의도했던 교정 기회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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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확률 영역에서 계산에만 집중된 수업에서 벗어나 오개념 교정을 위한 

수업이 고려되어야 한다. Borovcnik(1986)가 계산에만 치중하는 경우 오개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던 것처럼, 조건부확률의 계산에 주목하는 수업에서 

벗어나서 오개념을 유발시키고 더 높은 수준의 개념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도 실제 연구에 참여한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는 학생들

에게 오개념을 유발시킬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하였고, 학생들은 다양한 오개념 

교정 기회를 통해 풍성한 수학적 활동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

해 자신의 잘못된 추론 방식을 깨닫고 조건부확률에 대하여 더 높은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본 연구는 두 가지 MKT 유형의 교사와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

고, 조건부확률 오개념들 중 한 가지만을 다루었으며, 한 번의 과제 변형 과정

과 이 과제를 적용하는 한 번의 수업만을 관찰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제한점들을 보완하기 위

하여 다른 MKT 유형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한 다른 영역에 대해서도 후

속 연구가 진행된다면 교사 교육을 위한 과제 변형 및 적용 활동에 대한 더 풍

부한 분석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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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mathematical tasks are very important for teaching and 

learning mathematics, mathematics teachers’ ability to select and 

to design appropriate tasks is an important element of their 

expertise. In particular, task modification activities are 

emphasized in teacher education as they can help to comprehend the 

roles of curricula and tasks in both teaching and learning. However, 

because activities that modify tasks solely through thought 

experiments are limited in their possibility of actually being 

implemented, existing research likewise stresses activities for 

implementing modified tasks and argues for the necessity of a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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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task modification and its implementation.

  The present study analyzed in detail the processes through which 

pre-service teachers and current teachers possessing disparate 

mathematical knowledge for teaching(MKT) modified and implemented 

textbook tasks in the classroom under the goal of correcting 

misconceptions regarding conditional probability. In order to 

accomplish this, in the task modification process, the present study 

examined which MKT teachers took into consideration and how they 

modified it in order to correct misconceptions. In the task 

implementation process, elements such as interactions in the 

classroom and teachers’ discourse moves were analyzed in depth in 

order to find out how teachers’ intentions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e task modification process manifested themselves.

  Teachers’ MKT had a considerable effect on the task modification 

process. This even affected the correction of students’ 

misconceptions in the task implementation process. In the process of 

modifying tasks under the goal of correcting misconceptions 

regarding conditional probability, teachers intended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correcting diverse misconceptions by actively 

making use of their MKT. In the actual implementation process, the 

originally intended effect of an opportunity to correct 

misconceptions was confirmed to differ completely in accordance with 

interactions in the classroom through students’ participation and 

teachers’ momentary discourse moves. Task modification and 

implementation activities were thus confirmed to provide teachers 

with chances to use their MKT actively, to reflect on their 

shortcomings, and, through such a process, to strengthen their 

expertise. Based on such research results, the presen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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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d implications and suggested the direction for follow-up 

research.

Keywords : task modification, task implementation, MKT, conditional 

probability, correction of misconception, teach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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