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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수업을 위한 교사의 교수학적 변환은 수업 계획에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수업 계획에 기초하여 수업을 실행하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

진 자신의 교수학적 변환에 대해 반성하며 교사는 학습할 수 있다. 이러

한 과정은 많은 경우 개별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교사의 교수학적 

변환과 그에 대한 반성이 반드시 교사 개인이 맡아야 할 과업은 아니다. 

최근에는 연구자와 교사의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교수학적 변환을 함으

로써, 교사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교수학적 문제에 대처하고 이로부터 

교사의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연구자와 교사로 이루어진 연구자-교사의 연구공동

체 활동에 의한 교수학적 변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로부터의 교사의 

학습의 양상이 어떠한지 분석하는 것이다. 본고는 이를 위해 연구자-교

사의 연구공동체에서 통계적 추정에 대한 교수학적 변환을 행한 사례를 

분석하여, 교수학적 변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파악하고 교사의 반성

과 학습의 양상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자는 세 명의 연구자와 네 명의 

교사로 이루어진 연구자-교사 공동체를 구성하여 약 7개월 간 통계적 추

정에 대한 정규수업을 위한 교수학적 변환을 행하고 그에 대해 반성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본고는 질적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연구자-교

사 공동체의 활동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공동체의 교수학적 변환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은 지식의 선언을 위해 교과서를 해석할 때, 표본추출과 관련된 

수학적 지식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으며, 표집분포에 대한 학습을 이끄

는 질문이 미비하다고 해석하였다. 특히, 교사들은 어떤 수학적 지식이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느냐뿐만 아니라, 그러한 수학적 지식이 어떤 질문

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둘째, 교사들은 교

과서에서 제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해석한 지식을 포함하여 표본 

추출에 관한 지식, 표집분포에 관한 지식, 구간 추정에 관한 지식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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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칠 지식으로 선언하였다. 그리고 교사가 교수학적 변환을 위해 가르칠 

지식을 선언하는 과정에서, 수학적 개념에 대한 고려와 교과서와 교육과

정에 대한 고려가 모두 이루어졌다. 특히, ‘수학적 지식이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며 교사들은 특정 수학적 지식을 가르

치기 위해 필요한 또 다른 수학적 지식이 무엇인지를 추론하며 지식의 

위계를 고려하고, 지도의 순서를 정하였다. 셋째, 연구공동체에서의 활동

을 통해 교사는 과제를 설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수정하였다. 그 과정

에서 연구자는 통계 교과서에서 제약적으로 다루어지는 수학적 지식인 

표본대표성과 표집변이성에 관한 과제가 담긴 수학 교육 문헌을 참고자

료로 교사들에게 제시했고, 이는 교사가 과제 수정을 통해 과제를 설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과제를 설계하는 과정

에서 과제의 수학적 지식의 측면과 학습 기회의 측면이 어떤 것인지를 

논의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보다 뚜렷한 목표를 가진 과제를 

설계하는 데 기여하였다.

연구공동체 활동을 통한 교사의 반성과 학습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교사가 수업 계획에서 겪은 어려움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었으며, 그 과정을 반성하는 것은 교사의 전문성 개

발에 기여할 수 있었다. 특히, 연구진이 제시한 초점화된 질문(교수실험

을 하기 위해 과제를 설계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과 설계 과

정에서 겪은 어려움은 각각 무엇인가?)을 통해 교사의 반성을 촉진할 수 

있었다. 둘째, 연구자와 교사의 협력적인 과제 설계, 실행 및 반성 활동

의 과정 중, 수학 과제의 수학적 측면과 학습 기회의 측면에 대해서 서

술하는 활동은 교사의 과제 선택, 수정과 관련된 전문성을 개발하는 데 

기여하였다. 공동의 반성을 통해서 교사는 이전에는 주목하지 못했던 과

제의 수학적 측면과 학습 기회의 측면에 주목할 수 있었다. 셋째, 과제

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고려하며 교사는 교수 실행의 결과와 학생

의 학습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고 반성할 수 있었다. 특히, 수업을 실행

한 교사는 반성을 거치며, 과제 실행에서 학생의 이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과제 설계 시 마련해야 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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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학문수학은 본래 가르치기 위한 목적에서 생겨나지 않았다. 따라서 

수학교육을 위해 학문수학은 가르치기 적합한 형태로 변형되어야 한다.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형태로 변형된 학문수학은 교실에서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교사에 의해 다시 한 번 변형을 거친다. 이와 같은 교육을 위

한 수학적 지식의 변형 과정을 Chevallard(1991)는 ‘교수학적 변환

(didactic transposition)’으로 개념화하였다.

교사의 교수학적 변환은 수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기 시작

한다(Clark & Peterson, 1986). 수학 교사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해석하

고(McDuffie & Mather, 2011),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김민혁, 2013), 그에 

맞게 과제를 선택(Sullivan, Clarke, Clarke, & Roche, 2013) 또는 변형

(Tzur, 2008)하고, 수업 실행에서의 난점을 예상하며(Edgington, 2014) 수

업을 계획한다. 교사는 계획에 따라 수업을 실행하고, 설계와 실행에서 

이루어진 자신의 교수학적 변환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반성하며 학습할 

수 있다(Rasmussen, 2016).

교사의 교수학적 변환을 분석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교사 개인의 수

업 계획과 실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하였다(e.g. 배수경, 2015; 

Lundberg & Kilhamn, 2018; Barbé, Bosch, Espinoza, & Gascón, 2005). 
그에 반해 다수의 교사가 협력하는 공동체 활동에 의한 수업 계획과 실

행을 교수학적 변환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최근, 수학 

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사의 공동체 활동에 의한 수업 계획과 

실행이 계속해서 제안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e.g. 선우진 & 방정숙, 

2014; Davidson, Herbert, & Bragg, 2018), 다수의 교사가 포함된 공동체

의 교수학적 변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로부터 교사의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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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추정에 대한 교수학적 변환의 사례를 다룬다. 

선행연구들은 많은 대학생(Fidler, 2006; Reaburn, 2014; Bower, 2003)과 

교사(김원경, 문소영, 변지영., 2006; 최민정, 이종학, 김원경, 2016)가 통

계적 추정에 대해 개념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개념을 가진다는 것

을 보고하였다. 심지어 Hoekstra, Morey, Rouder, & Wagenmakers, 

(2014), Behar와 Yáñez(2009)의 연구는 통계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과 연

구자들까지도 형식적인 통계적 추정을 잘못 이해한다는 것을 보였다. 류

재진, 김동화, 그리고 이양(2014)은 국내 고등학생의 모평균 추정에 대한 

이해가 낮음을 보고하였다. 

통계적 추정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만큼 교사가 이를 지도하는 것 역

시 까다로운 일이다. 김원경 외(2006)의 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은 확률과 

통계 과목의 단원 중에서 통계적 추정을 두 번째로 가르치기 어려워하

며, 동시에 학생들이 가장 학습하기 어려워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교사

가 통계적 추정을 가르치기 어렵게 하는 요인에는 교사의 지식 부족(최

민정 외., 2016) 등 교사의 개인적인 요인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구성 

상의 문제(이영하 & 신수영, 2011) 등 교사 개인의 노력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는 교수학

적 변환을 위해서는 연구자와 교사의 연구공동체 활동이 효과적일 수 있

다(Goodchild, 2008; Jaworski & Huang, 2014; Jaworski, 1999, 2001, 2009, 

2012; Wagner 1997). 따라서 연구자와 교사가 협력하는 연구공동체 활동

에 의한 교사의 통계적 추정 수업에 대한 교수학적 변환이 어떻게 이루

어지는지, 그로부터의 교사의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석함으로써 

수학교육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 목표와 연구 문제

교사의 공동체는 구성원과 활동 내용에 따라 성격이 다소 상이할 수 



- 3 -

있다(권나영, 2015). 본 연구에서는 연구공동체의 성격을 Wagner(1997)의 

‘공동-학습 협약(Wagner, 1997)’ 개념에 기초하여 설명한다. 본 연구는 

교사와 연구자가 함께 수업을 계획, 실행 및 반성하는 공동체, 즉, 연구

자-교사의 연구공동체에 의한 교수학적 변환을 분석하였다. 

본고의 목표는 연구자와 교사가 협력하는 연구공동체가 통계적 추정

에 대한 수업을 설계할 때 교수학적 변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로부

터 교사의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자-교사 연구공동체가 통계적 추정을 위한 수업을 설계, 실행 

및 반성할 때, 교수학적 변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 연구자-교사 연구공동체가 통계적 추정을 위한 수업을 설계, 실행 

및 반성할 때, 교사의 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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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연구자-교사의 연구공동체

1. 연구공동체와 교사의 학습

전통적 교사교육의 관점에서 교사의 학습은 지식이 있는 교사교육자

가 지식이 부족한 교사에게 지식을 전달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전달식 교사교육의 한계가 지적되고, 교사의 지식 개념이 정교화 되면서

(Cochran-Smith & Lytle, 1999; Schön, 1987) 교사의 학습에 관한 관점은 

점차 다양해졌다.

Clarke와 Hollingsworth (2002)는 교사의 변화에 대한 관점을 여섯 가

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훈련으로서의 변화 관점에서는 변화는 교사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교사는 ‘변화된’ 것으로 인식된다. 둘째, 적응으로서 변

화 관점에서 교사는 무언가에 반응하여 ‘변화한’ 것으로 인식된다. 셋째, 

개인적 발전으로서의 변화 관점에서 교사는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넷째, 국소적 개선의 관점에서 교사의 변화는 무언가의 변화

를 가져온다. 다섯째, 체계적 재구조화의 관점에서 교사는 체계의 방침

(policy)을 변화시킨다. 여섯째, 성장과 학습으로서의 변화의 관점에서 교

사는 그들의 전문적인 활동을 통해 변화하는 존재로 인식된다. 특히, 성

장과 학습으로서의 변화의 관점에 따르면 교사의 변화는 일회적인 전문

성 개발 프로그램으로 일어나기는 힘들며, 교사로서의 전문적인 활동 속

에서 지속적인 반성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Schön, 1987). Clarke와 

Hollingworth는 이러한 관점에서 교사의 학습과 변화가 이루어지는 영역

을 외적 영역, 개인적 영역, 실천적 영역, 결과적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외적 영역은 교사의 학습을 촉진하는 체계와 정책이 속하는 영역을 뜻한

다. 개인적 영역은 교사의 지식, 신념, 태도 등의 개인적 특징이 속하는 

영역을 말한다. 실천적 영역은 교사의 교수 실천이 속하는 영역이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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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으로 결과적 영역은 학생의 학습 등 교사에게 결과로 해석되는 것들

이 속하는 영역이다. 이를 토대로 Clarke와 Hollingworth는 교사의 학습 

경로가 다양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Goldsmith, Doerr, 그리고 Lewis (2014)는 Clarke와 Hollingworth의 모

델을 중심으로 교사의 학습과 전문성 개발에 관련된 문헌을 검토했다. 

그들은 여러 전문성 개발 모델이 교사에게 복합적인 학습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e.g. 수학 과제 분석, 수업 비디오 분석, 

학생의 결과물 분석), 이것이 교사의 학습에는 효과적일 지라도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교

사의 학습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며, 교사의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아직 수수께끼 속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교사의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수업 

계획과 실행에서 교수학적 변환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교사

의 교수학적 변환은 “마치 블랙박스처럼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정보가 감추어져 있다”(이경화, 이은정, 박미미, 송창근, 2017, p. 

470). 교사의 교수학적 변환을 파악하기 위해 이경화 외(2017)는 세 명의 

교사들이 작성한 반성적 저널을 분석함으로써,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교수학적 변환의 영향 요인이 상이함을 보였다. 교수학적 변환의 수학 

개념 관련 요인, 교육과정 관련 요인, 교과서 관련 요인, 학생 관련 요

인, 외적 요인 중 교사들이 주목하는 요인들은 서로 차이가 있었다. 예

를 들어, C 교사의 교수학적 변환에 관한 인식의 영향 요인에는 학생 관

련 요인이 다른 두 명의 교사보다 적었다. 이는 학생 관련 영향 요인을 

비교적 고려하지 않는 교사가 학생 관련 요인을 더 주의깊게 인식함으로

써 “학생에 관한 민감성” (Potari & Jaworski, 2002)을 키울 수 있음을 암

시한다. 이경화 외는 교사들이 느끼는 교수학적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학 교육 전문가와 교사가 협력하는 공동체 활동을 제안하였

다(e.g. 강현영, 탁병주, & 고은성, 2016; 권오남, 박재희, 오국환, & 배영

곤, 2014; 나귀수, 2010; 오영열, 2006; Edwards & Jones, 2003). 이는 

Davidson 외 (2018) 역시 제안한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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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worski(1998)는 영국의 MTE(Mathematics Teacher Enquiry) 프로젝트에서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자신이 관심을 가진 주제에 대해 연구하며 전문성을 개

발한 사례를 보고하였다. 연구자는 교사들이 어떻게 연구 주제를 선택하고, 

연구를 수행하는지 관찰하였고 동시에 교사의 연구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교사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만 대응하는 등 다소 소극적으로 교

사의 연구를 지원하였다. 다수의 교사는 연구를 통해 교수실행을 발전시킬 

수 있었지만 일부 교사는 연구 주제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교사들의 탐구가 수학 내용 보다는 주로 교육적인 문제에 치중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연구자와 수학교사의 협력적 공동체 활동을 통한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e.g. 강현영 외., 2016; 권오남 

외., 2014; 나귀수, 2010; 오영열, 2006), 강현영 외(2016)와 나귀수(2010)의 

연구는 교사와 연구자의 공동체 활동을 통해 교사가 자신의 교수실행에 

대해 반성하며 교사의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음을 밝혔다. 방정숙(2003, 

2004)의 프로젝트에서는 연구자가 3명의 수학교사와 학생중심 수학교실문화

의 구현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탐구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연구자와 교사

는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수학교실문화 개선과 관련한 쟁점에 대해 논의하는 

등의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방정숙, 2004). 방정숙(2003)은 연구공

동체를 형성 및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어려움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그 

중 하나는 논의가 진행되며 교사들이 교사교육자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

다는 것이다. 방정숙(2003)은 이에 대해 탐구공동체를 운영할 때 교사의 지식

과 교사교육자의 지식이라는 “두 종류의 지식을 어떻게 균형맞출 것인가?”(p. 

152)라고 질문하였다.

2. 연구자와 교사의 협력

앞서 검토한 Jaworski와 방정숙의 연구는 연구자와 교사가 협력하는 방식

에 따라 저마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협력 그 자체가 반드시 교사의 

성공적인 연구와 학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여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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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들(Breen, 2003; Ponte & Santos, 2005; Simon & Tzur, 1999)은 연구자와 

교사가 포함된 공동체에서 이들의 힘이 불균등하여, 수평적인 협력이 이루어

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한다. 협력적 탐구는 탐구공동체의 필요조

건인 만큼, 연구자와 교사가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이 공동

체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는 연구공동체를 형성 및 운영하는 데 있

어 중대한 문제이다.

연구자와 교사의 협력과 관련하여 Wagner(1997)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

다. Wagner는 교육 연구에서 연구자와 교사 사이의 협력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연구자가 연구의 모든 부분을 설계하고, 수업에 직접 

적용하며, 결과를 해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유형이다. 교사는 이 과정이 

무리없이 진행되도록 소극적으로 협력한다. 두 번째는 연구자의 사전계획대

로 연구를 실행하지만 교사가 연구의 핵심문제에 대한 의견을 내는 등 연구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협력하는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는 연구의 설계, 실행 및 해석 등 전과정에서 연구자와 교사가 공동의 책임

을 가지고 협력하며 ‘공동-학습 협약’을 이룬 유형이다. 공동-학습 협약이 이

루어질 때 교사는 그저 연구의 관계자가 아닌, ‘핵심 당사자(key 

stakeholders)’로 인정받을 수 있다(Kieran, Krainer, & Shaughnessy, 2012, p. 

366).

공동-학습 협약에 따른 연구는 내부 연구자(교사)와 외부 연구자(대학 연

구자 혹은 교사교육자)가 서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수행된다(Jaworski, 

2003, 2004). 내부 연구자는 자신의 교수실행에 대해 연구하며 교수를 개발하

기 위해 노력한다. 외부 연구자는 교사의 연구가 시작되고 유지되며 교수의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직접 교실의 교수학습에 대해 연구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Jaworski, 2003). 이처럼 외부 연구자는 내부 연구자의 탐

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 내부 연구자 역시 학생에 

관한 지식, 학교 내부의 문화 등 외부 연구자에게 생소할 수 있는 연구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며 외부연구자의 탐구를 도울 수 있다(Kieran et al., 

2012; Wagner, 1997). 연구자와 교사의 수평적인 관계는 교사와 대학 연구자

가 각각 내부 연구자와 외부 연구자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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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며 서로를 보완하는 공동-학습 협약 관계 아래에서 가능할 것이다. 이

에 따라 본고의 연구공동체는 연구자와 교사의 공동-학습 협약에 따른 협력

과 이를 통한 구성원의 수평적인 관계를 지향하였다. 이처럼 연구자와 교사

가 연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얻은 연구 결과는 교수학습에 대한 보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3. 연구공동체와 교사의 반성

연구공동체 활동에서 교사의 전문성 개발과 학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교사의 반성이다(이금선⋅강옥기, 2008; Ticha & Hospesova 

2006; Carrillo & Climent, 2011; Jansen & Spitzer, 2009). 교사는 반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신의 교수 실행 속에서 배움을 얻고 개선 방향을 찾

음으로써 교수 실행을 점차 변화시킬 수 있다(Jansen & Spitzer, 2009). 

예를 들어, 교사는 반성을 통해 교수 실행의 결과와 학생의 학습 사이의 

관계에 주목할 수 있다(Franke, Carpenter, Fennema, Ansell, & Behrend, 

1998). 이와 같은 이유로 수학교육 연구자들은 교사의 반성을 교사의 전

문성을 개발하는 수단이자, 전문성 그 자체로서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Spanneberg, 2009; Carrillo & Climent, 2011).

교사의 반성 연구들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반성에 대한 해석을 조금

씩 달리하며, 서로 다른 연구방법을 통해 교사의 반성을 분석한다. 반성

의 개인적이고 인지적인 측면에 주목한 연구들은 교사의 자기반성

(self-reflection)을 분석의 초점으로 둔다(예를 들어, Artzt & 

Armour-Thomas, 1999). 이러한 연구들은 교사의 자기반성을 분석하기 

위해 인터뷰(예를 들어, Artzt & Armour-Thomas, 1999)를 하거나 교사가 

작성한 글을 분석(예를 들어, 이경화 외., 2017)하는 등의 연구방법을 사

용한다. 특히, 교사가 글을 쓰는 행위는 자신의 생각을 다각도에서 살펴

보고 명확하게 표현하게 하는 등 정교한 반성을 가능하게 한다(Ponte & 

Santos, 2005, p.123).

많은 연구자들은 더 나아가, 교사 개인이 아닌, 교사의 공동체에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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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적으로 이루어지는 반성의 중요성을 주장한다(예를 들어, Ticha & 

Hospesova, 2006; Spanneberg, 2009). 여러 교사의 관점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등 수업 실행과 관련된 요소들에 주목하

는 양상이 교사들마다 상이하다는 것이다(Remillard, 1999). 이은정(2015, 

p.59)은 교사 개인이 친숙하지 않거나 무시하고 지나가 버린 현상에 계

속해서 주의를 기울이며 반성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이에 대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Ticha와 Hospesova(2006)는 교사의 자기반성

과 그에 뒤이은 동료 교사 및 연구자와의 체계적인 공동반성

(joint-reflection)이 반성의 질을 높일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들의 연

구에서, 체코의 수학교사 4명은 주어진 수학적 주제의 배경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각자 자신의 수업을 설계 및 수행한 뒤, 인상적인 수업 장면

에 대해 각자 자기반성을 하고, 다시 수업 장면들 각각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며 공동반성을 하였다. 연구자들은 교사들이 자기반성과 공동반성

을 거치며 반성의 주제를 정교화하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선행연

구를 고려할 때, 교사의 더욱 풍부한 반성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교사에

게 자기반성의 기회와 함께 그 결과를 공유할 논의의 장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한편, Pultorak(1993)에 따르면 교사는 구조화된 반성의 기회가 제공되

지 않을 때 반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즉, 그저 “당신의 교수실행에 

대해 반성해보세요.”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교사의 반성을 이끌기 어

렵다는 것이다(Goodell, 2006). 이를 고려할 때 교사로 하여금 무엇을 반

성하게 할 것이며 이를 돕기 위해 어떤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Goodell(2006)은 교사가 수업 실행에

서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 의문이 생기고 그 의문이 지도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진입점이 될 때, 이러한 수업 장면을 결정적 사건(critical 

incidents)이라고 개념화하였으며, 결정적 사건을 글로 서술하고 이에 대

해 공동체에서 논의하는 것을 반성을 촉진하는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이

금선과 강옥기(2008)는 수학을 포함한 여러 교과교육학 내의 문헌 검토

를 통해 교사의 반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적절한 질문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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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특히, 교사가 ‘왜’와 ‘어떻게’라는 질

문을 가지고 수업을 반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Stockero(2008)는 그의 사례연구에서 반성의 내용과 관련된 수학교육 연

구물을 제시함으로서 반성의 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Artzt와 Armour-Thomas (1999)는 교사가 자신의 교수실행을 반성하기 

위한 차원 중 하나로 수학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Herbst (2008)에 따르면 

과제는 수학적 지식이 반영된 것인 동시에 학습을 촉진하는 도구의 역할

을 한다. Tzur (2008)는 과제가 의도한 수학 학습 목표를 교사가 어떻게 

이해하는 지, 교수 학습을 위한 도구로서 과제의 유용성을 어떻게 이해

하는지, 교사의 인식론적 관점(예를 들어, 지식이 무엇이며 지식은 어떻

게 학습되는지)은 어떠한지에 따라서 과제의 실행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수학적 과제는 수학학습의 기회를 제공

하고 제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Tornroos 2005; Stein, Grover, 

& Henningsen, 1996). 따라서 교사가 수업에 어떤 과제를 선택 및 설계

하여 어떻게 과제를 실행하는 지는 수학 수업에서 대단히 중요하며, 이

는 교사의 전문성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Sullivan, 2008). 또한, 

Arbaugh와 Brown (2005), Sullivan (2008) 등의 연구자들은 교사가 수학과

제를 설계하고, 실행하고, 반성하며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다고 설명하

였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와 교사의 협력적 과제 설계와 뒤따르는 반

성은 수학교수학습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Geiger, 

Forgasz, Goos, & Bennison, 2008). 이들 연구자의 의견을 종합하면, 과제

는 수업 실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교사의 학습과 전문성 

개발을 이끌고 수학교육을 개선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교사의 연구공동체의 핵심적

인 활동 중 하나를 수업에서 실행할 수학과제를 수업 계획 단계에서 설

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교사는 자신의 설계한 과제를 반성하는 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상의 논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사에게 저널쓰기를 통한 

자기반성의 기회와 이에 대한 공동 논의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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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의 여러 전략을 반영하여 초점화된 질문을 던지고, 관련 자료를 

교사에게 제공함으로서 교사의 수학과제에 대한 반성을 촉진할 것이다.

 

제 2 절 인류학적 교수이론(ATD)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교사의 연구공동체 활동을 설명하기 위한 이

론적 관점으로 인류학적 교수이론(이하, ATD)을 택하였다. 이하에서는 

ATD의 배경과 주요 개념을 설명한다. 

1. ATD와 교수학적 변환론

ATD는 교수학적 변환론의 개념을 정교화하고 분석의 범위를 확장하

여 교수학을 인류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연구 프로그램이다(이경화, 

2016, p. 180; Chevallard, 1992, p. 143). 인류학을 ‘인간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Eriksen, 2004, p.9)으로 거칠게 정의할 때, 교수학을 인류학의 영역

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은 교수학습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그것이 일어나

는 제도(institution)의 영향을 받는 일반적인 인간 활동의 일종으로 보겠

다는 뜻이다(Bosch & Gascón, 2006; Chevallard, 1992). 다시 말하면, 

ATD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구체적인 제도 안에서 상황화

된 활동”(Bosch et al., 2006: pp. 2-3)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다.

ATD에서 교수학적 변환은 핵심적인 개념이다. Chevallard(1988)에 따

르면 학교수학은 학교 내부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학교 외부에서 

‘사용되는 수학’이 학교 속으로 들어오며 ‘가르치기 위한 수학’으로 변환

된 것이다. Chevallard는 이와 같이 “사용을 위한 도구로서의 지식에서 

가르치고 배우기 위한 지식으로의 변환”(p. 6)을 ‘교수학적 변환’이라 명

명하였다. 교수학적 변환론은 지식체(body of knowledge)가 교수학적 변

환을 거치며 어떻게 변화하는지, 제도는 변환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등을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Chevallard, 1988; Bosch & Gascó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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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교수학적 변환의 과정은 [그림 2-1]과 같이 외적 교수학적 변환과 내

적 교수학적 변환으로 구분할 수 있다(Chevallard, 1991, Winsløw, 

2011). [그림 2-1]의 첫 번째 교수학적 변환은 학자들의 공동체 내의 지

식인 학문적 지식에서 교수학 누스페어(noosphere, 자세한 의미는 이경

화, 2016 참고) 내의 지식인 가르칠 지식으로의 변환을 발한다. [그림 

2-1]의 두 번째 교수학적 변환은 가르칠 지식에서 교실 내의 지식인 가

르친 지식으로의 변환을 말한다. 두 교수학적 변환은 각각 학교의 밖과 

안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각각 외적 교수학적 변환과 내적 교수학적 변

환으로 명명된다.

본고에서는 특히 학교 내부의 지식이 수업 내부의 지식으로 변환하는 

내적 교수학적 변환의 과정에 주목한다. 내적 교수학적 변환은 한 명의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본고에서 초점을 맞춘 내

적 교수학적 변환의 주체는 연구자와 교사의 연구공동체이다. 그렇기 때

문에 본고는 교수학적 변환의 과정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그림 2-2]

과 같이 파악한다. [그림 2-2]은 학교 내부의 지식이 바로 수업 내부의 

지식으로 변형되지 않고([그림 2-2]의 점선), 학교 내부의 지식이 연구공

동체 활동에 의해 설계 과제 등으로 구현된 연구공동체 내부의 지식으로 

변형된 후 수업 내부의 지식으로 변형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교수학적 변환의 과정은 지식의 선언 과정과 환경의 재조성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경화, 1996). 이경화 (1996)에 따르면 지식의 선언은 

[그림 2-1] 외적 교수학적 변환과 내적 교수학적 변환(이경화 외., 2017, p.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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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칠 내용을 선택하고 구성하는 과정”이다(p. 207). 지식의 선언 과정

에서 외적 교수학적 변환의 결과인 교과서와 교육과정 등이 중요한 역할

을 하며, 외적 교수학적 변환 이전의 학문적 수학으로서의 지식도 지식

의 선언에 영향을 줄 수 있다(Charalambous, 2008). 환경의 재조성은 “교

수학적 변환의 전 과정을 설명하는 동시에 세부적인 과정인 교과서 구

성, 수업 상황 설정 등을 설명하는 말”이다(이경화, 1996, p. 208). 교사가 

지도 목표를 토대로 수학 과제를 설계하는 과정은 환경의 재조성 과정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연구공동체의 교수학적 변환에 의해 지식이 어떻게 변환하는지를 상

세히 분석하기 위해서, 본고는 프락시올로지(Bosch & Gascon, 2014)라는 

개념을 함께 도입한다. 이하에서는 프락시올로지 개념을 설명한다.

2. 프락시올로지

ATD에서 교수학적 체계(didactic system)는 학생(), 교사(), 그리고 

지식()이라는 세 개의 원소를 가진 체계이며, 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Bosch & Gascón, 2014). 이때 교사는 학생에게 지식을 가르치려

는 교수학적 의도(didactic intention, Chevallard, 1988)를 가진다. 교수학

적 체계에 대한 분석은 는 누구인지, 는 누구인지, 와 가 관계하

는 지식 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분석으로 이루어진다(Bosch & Gascón, 
2014). 가 학습하는 과정에 대한 모델 중 하나는, SRC(Study and 

Research Course)인데, 이는 가 떠올린, 혹은 에 의해 주어진 어떤 

[그림 2-2] 연구자-교사 연구공동체에 의한 교수학적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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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와 그에 대한 답 를 찾는 과정의 경로로 표현된다(Winsløw, 

Matheron, & Mercier, 2013 참고). 만약 어떤 답 에 답하기 위해 활용

된 지식 가 있다면, 그 지식 의 존재 이유(raison d’etre, Barbé et 
al., 2005)를 질문 와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또한, ATD에서는 지식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을 갖고 있다. ATD에서

는 일반적인 인간 활동을 표현할 수 있는 모델을 이용하여 수학적⦁교수

학적 활동 및 지식을 나타낸다(Bosch et al., 2006). 그 모델이 바로 프락

시올로지이다.

프락시올로지는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 Ludwig von Mises가 주창한 

인간행동학(von Mises, 1949)으로서의 의미로 주로 알려져 있다. 

Chevallard(2005)는 교수학이 인간행동학을 일부 포함하는 것은 맞지만 

ATD에서 프락시올로지는 학문으로서의 의미(인간행동학)보다는 주로 

“인간의 행위를 분석하는 기본 단위”(p. 23)로서의 의미, 즉, 모델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하에서는 프락시올로지의 모델로서

의 의미를 더 자세히 살펴본다.

프락시올로지(praxeology)는 실천을 뜻하는 praxis와 이성(理性)을 뜻하

는 logos가 합쳐진 말이다. 이로부터 짐작할 수 있듯, 프락시올로지는 실

천적 부분(praxis block 또는 practical block)과 이론적 부분(logos block 

또는 theoretical block)으로 구성된다. 인간의 행위를 프락시올로지로 분

석한다는 것은 인간의 행위는 그 실천적 측면(know-how)과 이론적 측면

(knowledge)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의 행위를 분석할 때 두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의한다(Bosch & Gascón, 2006, 
p. 59).

프락시올로지의 실천적 부분은 ‘과제의 유형(Type of tasks)’ 과 

‘기술(technique)’ 로 나뉜다. ATD는 인간의 의도적인 행위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으며(Winsløw, 2011), 이에 근거하여 인간의 행위를 여러 과

제   …를 차례로 해결해가는 과정으로 본다(Chevallard, Bosch, & 

Kim, 2015). 과제 에는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 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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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된다. 이때 과제 를 해결하는 기술 가 유일한 것은 아니며

(González-Martín et al., 2013), 기술 가 반드시 하나의 과제 만을 해결

하는 것도 아니다(Chevallard et al., 2015). 그렇기 때문에 과제와 기술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ATD는 주어진 과제 가 속하는 과제의 유형 

를 개념화한다. 다만, 학자에 따라 유형의 의미를 다소 다르게 해석하

기도 한다. 예를 들어, González-Martín 외(2013)와 Lundberg(2011)는 비

슷한 내용과 형식을 가진 과제들의 모임이 과제의 유형을 이루며 그러한 

유형의 과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이에 대응된다고 보았다. 반면 Wijayanti

와 Winsløw(2017)는 같은 기술로써 해결되는 과제들의 모임으로부터 과

제의 유형이 도출된다고 해석한다. 해석상의 차이는 있지만, 두 관점 모

두에서 프락시올로지의 실천적 부분을 구성하는 과제의 유형 와 그에 

짝지어진 기술 의 쌍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두 요소로 구성된 실천적 

부분 는    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프락시올로지의 이론적 부분은 공학(technology) 와 이론(theory) 

이라는 두 요소로 이루어진다. 이론적 부분이란 “합리적인 ‘담론

(discourse, logos)’을 이루도록 구성된 개념과 논거의 집합’”을 뜻한

다(Chevallard, 2007, p. 133). “인간의 실천은 이를 묘사, 설명, 정당화하

는 담론적 환경 없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p. 237)는 ATD의 가정을 

따를 때, 프락시올로지의 이론적 부분은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필수적이다(Barbé et al., 2005). 이론적 부분의 한 성분인 공학

(technology) 는 실천적 부분    의 기술 가 어떻게 유형 의 

과제들을 해결하는지를 설명하고 기술 를 정당화한다. 즉, 공학

(technology)은 기술(technè)에 대한 이성(-logy, logos)이다. 그런데 이때 

ATD에서 보편적인 합리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Chevallard et al., 2015). ATD에서는 모든 행위에 대해 그것이 벌어지는 

제도 내에서의 합리성만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학 는 그 자체

로 자명할 수 없으며 자신에 대한 정당화를 필요로 한다. 공학 를 정당

화하는 이론적 부분의 다른 한 성분을 이론 라 한다. 이상에서 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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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와 이론 가 구성하는 이론적 부분 는    와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프락시올로지 는 

⊕     와 같이 네 성분으로 표현되며 [그림 2-3]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그림 2-3] 프락시올로지

본 연구는 프락시올로지 모델의 가정에 따라 수학적 활동이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그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구성된 실천적인 

측면과 이론적인 측면을 가진 것으로 파악한다.

제 3 절 통계적 추정에 관한 선행연구

통계학을 기술통계학과 추측통계학으로 구분할 때, 추측통계학은 모

집단에서 선택된 표본의 특성으로부터 모집단의 특성을 추측하는 실천적

인 방법과 그에 대한 이론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박정식 & 윤영선, 2000). 

이와 관련하여 고등학교 수학에서 흔히 표본에 대한 정보와 모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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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어졌을 때, 모평균 을 추정하는 과제를 쉽게 볼 수 있다(e.g. 이

강섭 외., 2013, p. 131).

모평균을 추정하는 방식에는 점추정과 구간추정이 있을 수 있다(김우

철 외., 2006). 이중 고등학교에서는 주로 구간추정 방법이 다루어진다. 

구간추정이란 모평균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 즉, 신뢰구간을 

활용해 모평균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학문통계학에서 신뢰구간을 조직하

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Morey, Hoekstra, Rouder, Lee, & 

Wagenmakers, 2016 참고), 이 중 고등학교에서 지도되는 방법은, 모집단

에서 추출된 표본의 평균 을 중심으로 일정한 오차의 한계(margin of 

errors) 를 반경으로 한 구간 을 이용해 모평균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구간 추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이론적 정당화가 필요하다. 연구

자들은 통계적 추정을 뒷받침하는 가장 심층적인 개념 중 하나로 변이성

(variability)을 꼽는다(고은성, 2012; 이영하 & 신수영, 2011; Makar, 

Bakker, & Ben-Zvi, 2011; Reading & Shaughnessy, 2004; Liu & 

Thompson, 2007; Batanero & Borovcnik, 2016; Wild & Pfannkuch, 1999). 

Wild와 Pfannkuch (1999)는 변이성의 근원은 다양하지만 변이성의 모든 

원인을 설명하기는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설명되지 않는 변

이는 임의 변이(random variance)로 파악하여 그 패턴과 불확실성의 정

도를 분석할 수 있다(Batanero & Borovcnik, 2016, pp.3-4). 

특히, 표본평균이 가진 변이의 패턴과 불확실성의 정도를 분석함으로

써 구간 추정을 정당화할 수 있다. 표본평균의 변이 패턴은 표집분포를 

통해 표현된다(Lipson, 2002). 그리고 표본평균의 변이가 가진 불확실성의 

정도는 확률 모델에 의해 표현된다. 이처럼 분포와 확률은 표본평균의 

변이성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심층적인 개념이다.

표집분포 개념을 이해하고 빈도적 확률 모델에 근거하여 불확실성을 

이해하는 것은 통계적 추정 단원에서 중요한 학습 목표이다(이영하 & 

이은호, 2010). 프락시올로지의 관점에서, 수학과제()는 학습 목표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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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이론()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기술()의 정당성 혹은 일반성

을 설명하고 추론하는 기회를 제공한다(이경화, 송창근, & 이덕영, 2018). 

어떤 설명 또는 추론의 기회가 주어지느냐에 따라 수업에서 형성되는 공

학적 성분()이 달라지고, 이로부터 학습의 기회가 제공되거나 제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영하와 신수영(2011)은 우리나라 수학교과서에서 표

본추출과 표본 변이성에 관한 추론의 기회가 제한적으로 다루어진다고 

지적하였다. 연구공동체 이러한 제한점을 어떻게 고려하며 교수학적 변

환을 행하는지, 그리고 그에 의해 어떤 설명 또는 추론을 요구하는 과제

가 설계되었는지 파악함으로써 설계 과제의 프락시올로지의 공학적 성분

을 파악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표집분포와 확률과 관련된 어떤 추론의 기회가 제공되어

야 하는가? Thompson, Liu 그리고 Saldanha (2007)는 확률과 통계적 추

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확률을 통계적으로”(p. 228)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Liu와 Thompson (2007)은 확률을 통계적으로 이해하

기 위해서는 표본이 반복적으로 추출되고, 각 추출의 조건이 일정하고, 

추출 결과가 분포를 이룬다는 것 세 가지를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하였

다. Saldanha와 Thompson(2002)의 실험에서 반복적인 추출의 과정에 대

한 이해가 없는 학생은 주어진 표본을 모집단에서 추출될 수 있는 여러 

표본 중에 하나가 아니라, 고정된 실체로 이해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표집에 대한 이러한 이미지는 분포로 확장될 수 있는 변이성에 대한 감

각을 수반하지 않는다” (p.264). 이는 분포와 확률 개념의 이해를 위해서

는 표집에 대한 추론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Lipson (2002)은 표본의 통계치(eg. 표본평균)를 확률변수로 보고 표집

분포를 확률 이론에 근거하여 확률밀도함수로 도입하는 접근에는 분포와 

실제적인 표집 과정에 대한 사고가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지적하였다. 이

처럼 표집분포에 대한 이론적이고 연역적인 접근은 대학교 통계 교재에

서 자주 등장하며(e.g. Johnson & Bhattacharyya, 1992), 우리나라의 고등

학교 교과서도 빈번히 택하는 접근이다(이강섭 외., 2013). 표집분포를 경

험적인 분포로 도입하는 접근은 실제적인 표집의 과정을 결부시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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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강점이 있지만 한계 또한 존재한다. 경험적인 분포로 표집분포

를 도입하더라도, 형식적인 통계적 추정을 위해서는 이론적인 분포가 필

요하다. 그러나 경험적 분포로 표집분포를 도입했을 때 이를 이론적 분

포와 연관짓는 것은 학생들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다(Jones, Lipson, & 

Phillips, 1994). Chance, delMas, 그리고 Garfield (2004)도 모집단에서 반

복적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경험적 분

포를 구성하는 것만으로는 표집분포에 대한 이해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표집분포와 빈도적 확률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또 다른 추론은 표본

에 대한 추론이다(Watson, 2010). 표본평균의 변이성은 표집에 의해 생기

기 때문에, 추출하는 표본의 크기에 따라 표본평균의 변이성은 달라진다

(Wild, 2006). 표본조사에서 더 큰 크기의 표본을 추출할수록 표본평균의 

변이성은 작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표본조사에서 추출한 표본의 크기는 

표집분포 그래프의 형태와 퍼짐 등에 영향을 준다(Chance et al., 2004). 

표집분포 그래프의 특징(형태, 퍼짐 등)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표

집분포 그래프가 확률분포로서 확률 모델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중심

극한정리(Dekking, Kraaikamp, Lopuhaä, & Meester, 2005, p.197)에 의해 

충분히 표본의 크기가 큰 표집분포는 정규분포로 모델링할 수 있는데. 

이로부터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표본평균이 특정 범위에 있을 확

률을 정규분포 곡선 아래의 넓이를 구하여 해석할 수 있다(Chance et 

al., 2004). 신뢰구간을 이용한 통계적 추정에서 확률은 근본적으로 빈도

주의(VanderPlas, 2014)에 기반하지만 확률과 오차의 한계를 계산하여 신

뢰구간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정규분포 곡선이 표본평균에 대한 확률 모

델이 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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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사례 연구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 두 가지다. (1) 연구자와 교사의 연구공

동체 활동에 의해 통계적 추정에 대한 수업을 설계, 실행 및 반성하며 

교수학적 변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 연구자와 교사의 연구공동체 

활동에 의해 통계적 추정에 대한 수업을 설계, 실행 및 반성하며 교사의 

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질적 사례 연구 방법(Merriam & 

Tisdell, 2015; Creswell, 2011)을 사용하였다. Merriam과 Tisdell (2015)은 

사례 연구를 “하나의 실례, 현상 또는 사회적 단위에 대한 집중적이고 

전체적인 묘사이며 분석”(p. 40)이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Creswell (2011)

은 사례 연구에 대해 “사례 연구는 질적 연구접근의 하나로서, 연구자는 

시간 경과에 따라 하나의 경계를 가진 체계(사례) 또는 경계를 가진 여

러 체계들(사례들)을 탐색하고, 다양한 정보원천(관찰, 면접, 시청각 자

료, 문서와 보고서 등)들을 포함하여 상세하고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하

며, 사례 기술과 사례에 기반한 주제들을 보고한다”(p. 111)라고 설명하

였다. 김석우, 최태진, & 박상욱 (2015)에 따르면 사례연구는 현상과 맥

락을 구분하지 않고, 맥락 속의 현상을 이해하는 데 적절한 연구방법이

다. 우정호 외(2006)는 사례연구가 “상황과 그 안에 포함된 의미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얻기 위해 설계”되며, “결론보다는 과정에, 확증보다는 

발견에 관심이 많다”고 설명하였다(p.112).

이상의 연구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사례연구는 특정한 사례에 대해  

심층적으로 묘사, 분석하여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이며, 이를 위해 

연구 내용에 대한 상세한 기술(thick description)을 요한다. 교사의 교수

학적 변환의 과정과 그로부터의 학습은 내밀한 과정 속에서 일어나기 때

문에(이경화 외., 2017; Goldsmith et al., 2014), 본 연구자는 사례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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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집중적이며 세밀한 분석에 의해 그 내막을 밝힐 수 있다고 판단하

였다.

제 2 절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목적적 표본선정(Patton, 2017, p. 392)에 의해 연구주제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례를 선택하였다. 분석된 사례는 중등

수학의 교수학적 변환에 대한 연구를 공동의 목표로 하고, 교사와 연구

자 사이의 공동-학습 협약(Co-learning agreements, Wagner, 1997)을 지

향하며 약 7개월간 연구공동체가 정규 수업을 위해 통계적 추정에 대한 

수업을 설계, 실행 및 반성한 사례이다. 연구자와 교사는 공동체의 결성

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와 교사의 정체성에 대한 명시적인 논의를 거쳤으

며, 이를 통해 연구자와 교사는 모두 각자의 전문성이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연구가 진행되어 가며 연구공동체의 일부 구성원이 추가되고, 또 일

부는 모임을 탈퇴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사례는 3명의 연

구자와 4명의 고등학교 교사가 구성원의 변화 없이 통계적 추정에 대한 

수업을 설계, 실행, 그리고 반성한 사례이다. 네 명의 교사의 재직 학교 

및 담당 학년과 교직 경력은 <표 3-1>와 같다. 

재직 학교 및 담당 학년 교직 경력

A 교사 S시 S고등학교 1학년 초임

B 교사 S시 S고등학교 2학년 10년

C 교사 S시 G고등학교 2학년 2년 6개월

D 교사 S시 C고등학교 2학년 2년 6개월

<표 3-1> 연구 참여 교사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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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공동체 활동1)

본 절의 목표는 연구공동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며 운영되었

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다. 이는 교사의 교수학적 변환이 일어난 

조건이 무엇이며 공동체 활동으로부터 교사의 학습이 일어난 조건인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Goldsmith et al., 2014; 방정숙, 2003). 본고에

서는 연구공동체 활동을 그 특성에 따라 다음 네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

한다: 첫째, 반성적 저널 작성을 통한 평소 교수 실행에 대한 반성, 둘

째, 통계적 추정 수업의 공동 설계, 셋째, 통계적 추정 수업의 실행, 넷

째 통계적 추정 수업의 공동 반성.

1. 반성적 저널 작성을 통한 평소 교수 실행의 반성

초기의 연구공동체는 두 명의 연구자와 여섯 명의 중⦁고등학교 교사

로 구성되었다. 초기 연구공동체의 주요 활동은 연구진이 제시한 질문을 

바탕으로 교사들이 자신의 평소 수업에 대해 반성하는 반성적 저널을 작

성하고, 작성한 반성적 저널을 온라인으로 공유하고, 공유된 반성적 저

널을 읽고 오프라인 모임에서 논의하는 것이었다.

연구자와 교사가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며 성장하기 위해서는 연구자

뿐만 아니라 교사 역시 탐구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자

들은 선행연구(Cooney, 1994)를 바탕으로 교육과정과 수학 수업의 설계

와 실행에 대한 교사의 반성을 촉진하는 질문을 도출하였다. 연구진이 

제시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① 내가 수학(구체적인 내용에 한정 지어도 좋습니다)을 가르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② 내가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실행함에 있어 지도상황을 

1) 본 연구공동체 활동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과제 번호: NRF-2016S1A5A2A0102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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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하거나 복잡하게 하는 요인들이 있다면 무엇인가?

③ 현재의 수학교육과정에서는 내가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가? 제시한다면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가?

④ 현재의 수학교과서에서는 내가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제

시하고 있는가? 제시한다면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가?

⑤ 근래 진행한 수업 중 추구하는 바를 가장 잘 실현한 수업의 한 장

면, 가장 잘 실현하지 못했던 수업의 한 장면은 어떤 것인가? 각각

의 장면이 나오게 된 배경(이유)은 무엇인가?

교사들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각자 3~6편의 반성적 저널

을 작성하며 자신의 교수실행을 반성하였다. 저널 작성에 분량 제한을 

두지는 않았으며, 교사들이 작성한 저널의 분량은 5페이지에서 10페이지 

가량 되었다. 작성된 반성적 저널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

유되었다. 이처럼 교사가 자신의 교수실행에 대한 글을 작성하고 공유하

는 것은 교사와 교사, 교사와 연구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하며, 

교사와 연구자 모두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Krainer, 2006).

연구자와 교사들은 공유된 반성적 저널을 읽은 후 오프라인 모임을 

통하여 저널의 내용에 대하여 비평하였다. 오프라인 모임은 총 5회(2016

년 9월 3일, 2016년 10월 21일, 2016년 12월 17일, 2017년 2월 2일, 2017

년 2월 25일), 각각 1시간~3시간 가량 이루어졌다. 오프라인 모임에서 교

사들은 수학적•교수학적 논점을 제안하고 이를 학생과 학교의 문화, 교

사로서의 지식과 경험 등에 기초하여 논의하였으며, 연구자들은 교사들

이 제시한 논점과 관련된 학문적 개념을 소개하는 등의 노력으로 논의의 

초점을 명료히 할 수 있게 하였다.

2. 수업 계획

2017년 3월 이후로 연구공동체는 중학교 교사들과 연구자의 공동체, 

그리고 고등학교 교사와 연구자의 공동체로 나누어 운영되었다.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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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사와 연구자로 구성된 연구공동체는 세 명의 연구자(R1, R2, 

R3)와 네 명의 고등학교 교사(A, B, C, D)를 구성원으로 하였다. 본고에

서는 고등학교 교사와 연구자로 구성된 연구공동체의 활동 사례에 초점

을 맞춘다.

연구공동체는 반성적 저널을 작성하며 도출되고 논의된 이슈를 해결

하기 위한 교수학적 변환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D 교사는 반성적 

저널을 작성하며,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확률과 통계 개념을 제시하는 방

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확률 통계 개념 및 문제에 대한 심층 분석

과  더 나은 지도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공동체는 확률

과 통계 관련 단원의 내용 영역 중 하나인, 통계적 추정에 대한 교수학

적 변환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와 교사는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논의하고, 온라인

으로 자료를 공유하며 수업을 설계하였다. 오프라인 모임은 총 8회(2017

년 3월 4일, 2017년 3월 16일, 2017년 3월 31일, 2017년 4월 17일, 2017

년 5월 7일, 2017년 5월 22일, 2017년 6월 1일, 2017년 6월 6일) 이루어

졌다. 논의 시간은 모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각각 1시간 ~ 3시간 가

량이 소요되었다. 총 논의 시간은 15시간 가량이다. 오프라인 모임에서

의 주요 활동 내용은, 공동의 논의를 통해 교수학적 변환의 내용과 범위

를 한정하고, 수업을 실행하기 위한 과제를 설계하고 수정하는 것이었

다. 논의를 위한 참고자료, 설계 및 수정한 과제의 내용은 온라인을 통

해 공유되었다([그림3-1] 참고).

3. 수업 실행

연구공동체에서 설계한 수업에 대한 실행은 구성원 중 한 명인 B 교

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수업은 S시의 과학중점학교인 S고등학교에서 실

행되었다. 수업이 이루어진 반은 자연계 2학년의 한 과학중점반으로 35

명의 학생이 속해 있었다. 2017년 6월 14일, 2017년 6월 15일, 2017년 6

월 19일에 총 다섯 차시의 수업이 이루어졌다. 특히, 2차시 수업과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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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수업, 그리고 4차시 수업과 5차시 수업은 같은 날짜에 이루어졌다. 

각 차시별 수업에서 의도한 학습목표의 개요는 <표 3-2>와 같다. 두 명

의 연구진 (R1, R2)과 한 명의 교사(A 교사)는 해당 수업을 직접 관찰하

였다. 또한, 오디오 레코더와 비디오 레코더를 이용하여 학생과 교사의 

발화, 몸짓 등이 녹음 및 녹화되었다.

[그림 3-1] 수업 계획 내용에 대한 온라인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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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업 반성

수업 실행 뒤, 연구공동체는 수업 계획과 실행 과정을 반성하는 오프

라인 모임을 가졌다. 오프라인 모임은 총 3회(2017년 9월 4일, 2017년 9

월 23일, 2017년 10월 22일), 각각 1시간 ~ 3시간 가량 이루어졌다. 총 

논의 시간은 7시간 가량이었다.

수업 반성은 연구진이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수업 반

성의 첫 번째 활동은 연구진이 제시한 다섯 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교사

가 반성적 저널을 작성하고, 작성한 내용에 대해 오프라인 모임에서 논

의하는 것이었다. 반성적 저널 작성에 분량 제한을 두지는 않았으며, 교

사들이 작성한 저널의 분량은 1페이지에서 4페이지 가량 되었다. 연구진

이 제시한 질문은 다음과 같으며, 질문들은 특히 교사가 수학과제의 설

계와 실행에 주목한 반성을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되었다(Artzt, 

Armour-Thomas, 1999).

① 교수실험을 하기 위해 과제를 설계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

차시 학습목표

1

Ÿ 표본 조사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Ÿ 표본의 대표성과 관련하여 임의추출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Ÿ 표본추출에서 나타나는 변이성을 이해한다.

2
Ÿ 모집단의 분포와 관계없이 표집 분포가 정규분포에 

근사함을 이해한다.

3
Ÿ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


이 성립함을 

이해한다.

4 Ÿ 모평균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5
Ÿ 신뢰구간의 길이, 표본의 크기, 신뢰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표 3-2> 차시별 학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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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항과 설계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은 각각 무엇인가?  
② 교수실험에 적용한 과제는 수학적 지식의 측면과 교육적 기회의 

측면에서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③ 과제의 특징과 학생의 반응 사이의 관계가 밀접한 수업장면(과

제의 특징으로 인해 학생이 그렇게 반응했다)과 밀접하지 않은 

수업장면(과제의 특징과 무관하게 다른 모종의 요인에 의해 학

생이 반응했다)은 각각 무엇인가?

④ 설계한 과제로 교수실험을 실행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과 실행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은 각각 무엇인가?

⑤ 실험 후 확인한, 과제에서 보완되어야 하는 점과 그 보완 방법

은 각각 무엇인가?

수업 반성의 두 번째 활동은 교사들이 설계한 구체적인 과제와 해당 

과제가 실행되는 장면의 전사록을 토대로 연구진이 제시한 질문에 따라 

스스로 설계한 과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프라인 모임에서 논의

하는 것이었다. 해당 활동 역시 수학과제의 설계와 실행에 대한 반성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교자의 과제 분석을 이끌기 위해 

연구진이 제시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1~2] 빈칸에 들어갈 말을 선택해주세요.

① 이 과제의 난도는 (□ 아주 쉽다/ □ 그런대로 적절하다/ □ 너

무 어렵다).

② 수업 실행에서 학생들은 이 과제를 (□ 아주 쉽다/ □ 그런대로 

적절하다/ □ 너무 어렵다)고 느꼈다(느꼈을 것이다).

③ 위 두 대답에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4~7] 각 질문에 대한 답을 1~5 사이의 숫자로 나타내고 그렇게 답

한 이유를 적어주세요.

④ 과제가 학생 참여(의사소통, 조작, 탐구, 표현 등)를 이끄는

(potentials) 정도는?

⑤ 과제가 학생의 학습(개념, 절차, 수학적 개념 간의 연결성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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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등)을 이끄는(potentials) 정도는?

⑥ 과제가 학생 참여(의사소통, 조작, 탐구, 표현 등)를 제약하는

(constraints) 정도는?:  

⑦ 과제가 학생의 학습(개념, 절차, 수학적 개념 간의 연결성의 이

해 등)을 제약하는(constraints) 정도는?

제 4 절 자료 수집과 분석

1. 자료의 수집

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은 

사례 연구에서 핵심적이다. Creswell(2011)에 따르면 자료 수집은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좋은 정보를 수집하려는 목적을 가진 일련의 상호 

관련된 활동들”이다(p. 172). 우정호 외(2006)에 따르면, 사례 연구를 위

한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Ÿ 면담방법

Ÿ 관찰방법

Ÿ 문서자료, 오디오, 비디오 자료와 같은 기록물 수집 방법

Ÿ 설문지 방법

본 연구자는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질적 자료를 분석하

고 수집하였다(Patton, 2017, pp. 4-21). 본 연구는 교사의 교수학적 변환 

과정과 그로부터의 학습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자 

스스로 연구 도구로서 교사의 교수학적 변환과 그로부터의 학습이 이루

어지는 과정을 관찰하였으며, 본 목적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기록물을 

수집하였다. 또한, 교사가 작성한 반성적 저널을 자료로서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면담보다는 오프라인 모임에서의 논의 내용을 주된 분석 

자료로 수집하였는데, 그 이유는 관찰과 그룹 논의를 통하여 얻은 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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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연구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자연적 

환경에서 얻은 자료라는 점에서 연구자에 의해 구조화된 환경을 요하는 

연구방법(e.g. 그룹 면담)으로는 얻기 힘든 연구 참여자의 반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Barrantes & Blanco, 2006). 구체적으로 다음의 자료들

이 수집되었다.

Ÿ 수업을 설계하는 오프라인 모임의 녹음자료(본 장의 3절 2항 

참고)

Ÿ 교사들이 설계한 과제가 포함된 문서 자료(본 장의 3절 2항 참

고)

Ÿ 수업을 반성하는 오프라인 모임의 녹음자료(본 장의 3절 4항 

참고)

Ÿ 교사가 교수학적 변환을 반성하며 작성한 반성적 저널(본 장의 

3절 4항 참고)

2. 자료의 분석

본 연구에서는 질적 자료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Yin, 2014). 본 연구

는 해석적 사례 연구로서 “기존의 이론적인 명제를 확인하거나 수정 또

는 개선하려는 것보다는 일정한 명제에 입각하여 특정한 사례 자체의 분

석을 통해 사례를 이론적인 면에서 기술 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우정호 외, 2006, p. 115). 본고는 교수학적 변환론과 ATD를 주요 이론

적 관점을 가정한다(2장 이론적 배경 참고).

자료 분석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료 분석을 위해 본 연구자는 먼

저 공동체의 논의를 녹음한 파일을 모두 전사하였다. 그리고 전사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논의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였다. 연구 문제에 따

른 자료 분석의 초점은 다음과 같다.

교사의 교수학적 변환을 분석하기 위해 지식의 선언과 환경의 재조성

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이경화, 1996).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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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선언한 지식을 구체적인 학습의 기회로 변환하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 교사가 설계한 과제를 주된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즉, 본고에서

는 교사가 설계한 수학과제가 가르칠 지식을 반영하는 동시에 학습의 기

회를 제공하는 수단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가정한다(Herbst, 2008). 또한, 

교사의 논의 내용을 근거로 과제 설계에 작용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를 위해 교사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분석

의 초점으로 하였다.

탐구공동체에서 교사의 학습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어떻게 

교사의 학습을 이끄는 상황을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제기

되었는지, 그리고 교사가 무엇을 학습했는지를 기술해야 한다(Wilson & 

Berne, 1999). 이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교수학적 과정을 자

세히 서술하는 동시에 공동체 활동이 어떻게 학습을 이끌 수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교사의 학습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는 특히, 교사가 그

들이 설계한 과제의 어떤 측면에 주목하고, 반성의 과정에서 교사의 주

목이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함으로서 교사의 학습을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의 자료 분석 초점은 <표 3-3>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관련 연구 문제 연구공동체 활동 내용 분석의 초점

연구 문제 1 수업 계획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해석과 
가르칠 
지식의 
선언

교사가 통계적 추정의 교수학적 
변환을 위해 가르칠 지식으로 선언한 
지식과, 지식의 선언을 위한 교사의 

고려 사항

과제 설계

교사가 통계적 추정의 교수학적 
변환을 위해 설계 및 수정한 과제와,
설계 및 수정을 위한 교사의 고려 

사항

연구 문제 2 수업 반성

교사가 통계적 추정의 교수학적 
변환을 반성하며 주목한 과제의 

특징, 공동체 활동으로부터의 교사의 
변화

<표 3-3> 자료 분석의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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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 및 논의

제 1 절  수업 계획 과정의 분석 및 논의 

1. 1 단계: 교육과정의 해석과 가르칠 지식의 선언

1.1. 교과서와 교육과정 해석

가르칠 지식을 선정하기 위해 교사들은 각자의 관점에 의해 외적 교

수학적 변환의 결과인 교과서와 교육과정을 해석하였다. 교과서와 교육

과정을 해석할 때, 주로 교과서와 교육과정을 실행할 때 겪은 혹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관한 내용이 논의되었다. 교사들이 느낀 어려움은 크

게 지식의 부재와 질문의 부재라는 주제로 구분할 수 있었다.

1.1.1. 지식의 부재

D 교사는 자신의 교수 경험을 설명하며, 표본평균의 확률밀도함수가 

정규분포에 근사하는 이유를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느낀 어려움

을 설명하였다. 

D 교사; 저는 사실 이 파트 수업할 때 제일 싫었던 게 그거거든요. 

정규분포에 근사한다라는 거 말하는 게 제일 싫어가지고.

D 교사: 저는 이 단원이 제일 찝찝했던 게 그거에요. 해봤더니 되

더라.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클 때, 표집분포가 정규분포에 근사한다는 중

심극한정리는 고등학교 수학의 내용으로 형식적으로 정당화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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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수학적 대상의 성질을 지도할 때는 그 성질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학생 혹은 교사가 정당화하는 것에 반해, 표집분포가 지닌 성질은 “해봤

더니 되더라”라는 만족스럽지 못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A 교사는 교과서에서 임의추출이 다루어지긴 하지만, 그것이 표본대

표성 개념과 잘 연관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A 교사: 저는 추출에서 임의성보다는 결과로서 대표성을 띌 수 있

다는 게 좀 더 중요한 거 같거든요. 결국 임의추출 하는 거 자체가 

대표성을 띄는 표본을 추출하기 위한 건데, 그 뒷 내용(대표성)은 

뭔가 좀 약화되고, 임의성만 강조되는 느낌이어서, 지금 교과서에

서는. 

D 교사: 임의추출이란 것도 사실상 뭐냐면 표본이 동가능성으로 뽑

힌다는 걸 얘기하려는 수준에서 임의추출이 나오는 거고, 그 이상

의 뭐는 없는 거 같아요.

이처럼 D 교사와 A 교사는 교과서에서 정규분포와 임의추출에 관한 

내용이 불충분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이는 교사의 교수학

적 변환이 단순히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수학적 내용을 그대로 학생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자신의 수학적 지식에 근거하여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을 해석하고, 학습 목표에 따라 내용의 중요성

을 평가하며, 더 나아가 교과서에서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념

을 충분히 다루는지 해석하며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1.1.2. 질문의 부재

A 교사와 C 교사는 교과서에서 표본평균의 분포를 다루는 방식을 다

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A 교사: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표본조사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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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된다인데, 그 뒤에는 갑자기 아무런 설명 없이, 표본평균의 분포

를 보고 그걸 표본평균의 분포에서 이러면 모평균이 추정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추정해라 이런 느낌인데. 그거를 좀 약간..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표본조사는 해야되고 그렇다면 표본을 가지고 어

떻게 모평균을 추정할 수 있을까의 고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렇게 해라의 느낌이어서.

C 교사: 그니까 이게 항상 제가 말하는 바는, 뭔가 뚜렷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목표가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단

계를 밟아 나갔을 때 깔끔하게 정리되는 그런 느낌이 오기 때문에 

납득이 안된다는 거죠. (...) 애들에게 명확하게 뭐랄까 제시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고.

D 교사: 교과서도 그냥 모평균, 표본평균 구해보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포를 살펴보자.

C 교사: 뭐 하는지 모르고 따라가다가

A 교사: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모티브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서

A 교사는 표본평균의 분포를 살펴보는 활동이 “왜 하는지에 대한 모

티브가 전혀 없는 상황”이며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해 표본평균의 분포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이” 교과서는 “추정해라”, “이

렇게 해라”라고 명령한다고 말하였다. C 교사도 “뚜렷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하지만, 교과서에서는 

그러한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그는 

“깔끔하게 정리되는 그런 느낌”만으로는 학생을 “납득”시킬 수 없다고 

말하였다.

A 교사와 C 교사가 말하는 “모티브”와 “목표”(가 있는 것)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며, 이 두 표현은 이후에도 “필요성”, “연결”, “납득”, “도입” 

등의 단어와 함께 자주 사용되었다. 이들이 말하는 “모티브”와 “목표”는 

학생의 수학적인 활동을 유발하며, 그것 없이는 학생들이 수학적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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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필요성을 납득하지 못한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면에

서 교사들이 “모티브”와 “목표”라는 비형식적인 언어로 표현한 개념은 

수학교육학에서의 형식적인 개념 중 하나인 질문(Chevallard, 2007) 개념

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TD에서 질문은 모종의 답 그로부터의 

또 다른 질문을 연쇄적으로 만들어내는 힘을 지니며, 특히, 질문에 대한 

수학적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수학적 활동이 수반될 수 있는 것으로 

개념화된다(Winsløw et al., 2013). 비슷하게, “모티브”와 “목표”는 학생

들이 질문을 스스로 만들거나 교사의 질문을 받아들이고, 그 질문에 대

한 답을 고려하는 가운데 수학적 활동을 필요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처

럼 A 교사와 C 교사는 수학적 활동을 이끄는 질문을 어떻게 조직하는지

를 교수학적 변환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가르칠 지식의 선언

교과서와 교육과정에 대한 해석과 함께 교사들이 주로 논의한 가르칠 

수학적 지식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Ÿ 표본 추출과 관련된 지식: 표본대표성, 표본변이성 등

Ÿ 표집분포에 관련된 지식: 표본의 크기와 표집분포 모양의 관계 등

Ÿ 구간추정에 관련된 지식: 신뢰구간과 신뢰도 등

이렇게 구분한 세 가지 지식은 독립적이지 않으며 이들 사이에는 교

집합이 있다. 예를 들어, 신뢰구간과 신뢰도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집분포에 관한 상당한 지식이 필요하다.

교사들이 가르칠 지식을 선언하기 위해 수학적 개념에 대한 고려와 

교과서 및 교육과정에 대한 고려를 하는 장면이 관찰되었다.

1.2.1. 수학적 개념에 대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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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사는 표집분포에 대한 지도에 앞서 표본 추출의 변이성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A 교사: 이게 표본을 잘 뽑아야 되는데, 이 방법으로 잘 뽑아도 이

게 항상 좋은 게 뽑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애들이 어느 정도 

납득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좀 더 그럴싸하

게 추정할 수 있는가로 이어지고. 거기서 분포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A 교사: 그 분포를 봐야된다라는 거에 대한 그 정당성 같은 걸 하

려면 결국엔 이 표본을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뽑아도 이상한 표본

이 뽑힐 수 있다라는 공감이 이루어져야 이게, (...) 극단적인 표본

이 뽑혔을 수도 있다라는 거에 공감하지 못하면, 표본 하나 뽑고, 

얘 평균으로 추정하면 안되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같아

요. (...) 그래야지 분포를 보고 거기서부터 확률적으로 추정을 한다

라는 거에 대한 모티브가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표본 한 번 매

우 잘 뽑은 다음에 얘 평균으로 치죠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A 교사는 표집분포를 탐구하는 수학적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좀 더 그럴싸하게 추정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필요하

며, 그러기 위해서는 표본이 “항상 좋은 게 뽑히지 않을 수 있으며”, “이

상한 표본이 뽑힐 수 도 있다”라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또

한, 이러한 이해가 없다면 구간 추정에 대한 “모티브”가 생기지 않는다

고 덧붙였다. 즉, 그는 표집 변이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학생들이 

표집분포와 구간 추정에 대해 탐구가 가능하다고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

처럼 교과서에서 표집분포에 대한 학습을 촉진하는 질문이 부재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교수학적 변환을 위해서 A 교사는 구체적으로 어

떤 질문이 필요한가와 함께, 그러한 질문을 학생들이 생성하거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수학적 지식(표집변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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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말해, A 교사는 어떻게 학생에게 “모티브”를 줄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지도해야할 수학적 개념이 무엇이며, 사전에 먼저 지도해야 할 

지식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였다. 

이러한 사고는 D 교사에게서도 엿볼 수 있었다.

D 교사: 아까 말한 건, 제 생각에 모집단의 관계 전에 표본.. 아까 

표본 평균의 분포라는 말이, 갑자기 튀어나온 거 같아서. 표본 평

균의 분포가 도입될만한 상황 배경을 만들어줘야 될 거 같은데, 구

간이라고 하면 그 상황 배경을 안 만들어준 거 같아서. 제가 생각

하기에는 여러 개의 표본을 봐야 한다는 것도 얘기를 해야할 거 같

아요. 그래야 그것들의 분포랑 연결되지 않을까요.

A 교사: 사실 변이성이라는 게 그거를 의미한 거긴 한데, 왜냐면 

뽑을 때마다 평균이 바뀔 수 있으니까.

D 교사는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한 탐구 이전에 “여러 개의 표본을 

봐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A 교사는 그러

한 사고가 변이성 개념과 연관됨을 설명하였다.

이처럼 A 교사와 D 교사는 특정한 수학적 활동을 도입하기 이전에 

어떤 사고와 개념이 선행되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이

러한 고려를 하도록 이끈 핵심적인 질문은 ‘학생의 수학적 활동을 이끄

는 질문이 무엇인가’였다. 이로부터 A 교사와 C 교사는 통계적 추정에서 

핵심적인 개념인 표집분포에 대한 지도를 위해 표집변이성에 대한 사고

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추론하였다.

특정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지식을 고려하는 과정은 표

집분포에 대한 지도뿐만 아니라, 구간 추정의 지도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도 나타났다.

C 교사: 그런데 점추정이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변이성 때문인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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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교사: 저도 사실 그게 아닌 거 같은데. 오히려 대표성 쪽이랑 관

련.. 사실 제가 변이성하고 대표성을 지금 헷갈리긴 해요

A 교사: 대표성은 뽑힌 표본이 모집단에 대한 성질을 충분히 반영

하고 있다라는 거고, 변이성은 뽑을 때마다 다른 애가 뽑힐 수 있

다는 거?

D 교사: 저는 사실 여기서 점 추정의 한계는 대표성이랑 연관해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A 교사: 대표성을 띌 수 없는 이유가 변이성 때문인 거지. 없을 수

도 있다라는. 사실 아주 좋은 방법으로 뽑았을 때 항상 대표성을 

띈다고 하면, 점추정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근데 이게 변이

성이 있기 때문에 대표성을 띌 수 없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점

추정으로 한 점을 콕 찝기는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이상의 대화에서 A 교사는 구간 추정의 지도 이전에 학생들은 점 추

정의 정당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변이성이 있기 때문

에 (한 표본의 통계치가) 대표성을 띌 수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점 추정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D 교사는 

점 추정의 한계를 인식하기 위해 알아야 할 수학적 개념으로 표본 대표

성을 고려하였다. 하지만, A 교사와 달리 D 교사는 표본 변이성과 표본 

대표성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으며, 이는 그가 “변이성하고 대표성

을 헷갈리기” 때문이었다.

1.2.2. 교과서와 교육과정에 대한 고려

교사들이 지도 목표를 설정하고 차시를 구성하는 과정은 연구진이 교

사들에게 제시한 수학교육자료(Garfield & Ben-Zvi, 2008)를 참고하며 이

루어졌다. B 교사는 Garfield와 Ben-Zvi (2008)에 제시된 과제가 우리나

라 교과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표집분포를 탐구하는 기회를 제시한다고 

해석하였으며, 해당 과제를 활용하는 것이 교육과정의 방향에 맞는 것인

지 고민이 된다고 고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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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교사: (...) 사실 교육과정에서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그걸 표본을 뽑으면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한 마디로 넘어가

는 거? 그리고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표본의 크기

가 일정하면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한 줄로 넘어가는 거를 여

기서는 이제 그거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애들이, 여러 개

의 그래프를 주고 표본을 몇 개 짜리를 뽑으면 표본평균이 어떤 분

포를 이루겠는가, 그거를 가지고 애들이 뭔가 수준을 분류하고 판

단하고 그런 과제더라구요. (...) 일단 수업을 할 때 애들이 어쨌든 

교육과정에 따라서 수업을 배우는데, 교육과정에 없는 건 아니지만 

심플하게 넘어가는 거를 수업을 하려면 몇 차시를 해야되는 거잖아

요? 그런데 그게 과연 이걸 해야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그런 생

각이 들더라구요. (...) 제가 본 부분의 이 과제를 변형해서 쓰든 어

떻게 하든 해서, 이거를 일단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B 교사는 모집단의 분포와 상관없이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표집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성질에 대해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탐구의 

기회를 주지 않고 “한 마디로 넘어가지만”, Garfield와 Ben-Zvi (2008) 과

제에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활용한다는 차이를 발견하였

다. 또한, 그는 Garfield와 Ben-Zvi (2008)의 과제를 실행할 때 교과서 상

의 과제보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의식하였다.

1.3. 논의

첫째, 교과서를 분석한 교사들은 교과서에서 중심극한 정리와 표본추

출과 관련된 수학적 지식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으며, 표집분포에 대한 

학습을 이끄는 질문이 미비하다고 해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D 교사와 

C 교사의 해석 상의 차이를 ATD에 근거하여 설명해 볼 수 있다. ATD에

서 일반적인 학습의 과정은 한 질문이 생기고, 그에 대한 대답을 탐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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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석된다(Chevallard, 2007).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과정에서 수학적 활동과 지식, 즉 프락시올로지가 형성되며 

수학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학적 활동과 지식(프락시올

로지)의 존재이유(raison d’etre, Barbé et al., 2005)는 곧 그 수학적 활동

과 지식을 만들어낸 질문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목표가 뚜렷하게 제

시되지 않고”, 학생들이 “뭐 하는지 모르고 따라간다”는 C 교사의 표현

은 프락시올로지를 구성하도록 하는 질문이 빈약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해봤더니 되더라”는 설명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찝찝하다”는 D 교사

의 표현은 질문(e.g. 표집분포 그래프의 모양은 어떠한가?)에 대한 대답

을 하기에 교과서에서 다루는 프락시올로지가 부족하거나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D 교사와 C 교사가 주목한 내용에 대한 미묘한 차이

는 교사에 따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어떤 부분에 주목하게 되는 지 차

이가 있다는 Remillard (1999)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둘째, 교사는 통계적 추정을 위한 가르칠 지식으로 표본 추출에 관한 

지식, 표집분포에 관한 지식, 구간 추정에 관한 지식을 선언하였다. 특

히, 표본 추출에 관한 지식과 표집분포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는 교과서

에서 이를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해석하였지만, 가르칠 지식으로 선

언하였다. 이영하와 신수영(2011)은 교과서 확률과 통계 영역에서 나타난 

표본 개념을 분석하며, 표본의 추출과 표본 변이성을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이영하와 신수영이 지적한 교과서의 

제약을 교사도 인식하며, 공동체 활동을 통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수

학적 변환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교사가 교수학적 변환을 위해 가르칠 지식을 선언하는 과정에

서, 수학적 개념에 대한 고려와, 교과서와 교육과정에 대한 고려가 모두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A 교사는 표본 평균의 분포(표집분포)를 가르치

기 이전에 표본 추출의 변이성 개념이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

다. B 교사는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의 분포가 정규분포

를 따른다는 성질과 그 정당화를 가르칠 지식으로 선언하는 것을 고려하

였으나, 그러한 지식의 선언은 교과서의 형식과 맞지 않으며, 그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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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수업에 상당한 시간이 할당되는 것을 염려하였다. 이경화 외(2017)는 

교사가 교수학적 변환의 영향 요인을 어떻게 인식하는 지를 수학 개념 

관련 요인, 교과서 관련 요인, 교육과정 관련 요인, 학생 관련 요인, 외

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관련지어 해석해볼 때, 교수학적 변환의 

과정 중 지식을 선언하는 단계에서 교사는 학생 관련 요인과 외적 요인

보다는 수학 개념 관련 요인, 교과서 관련 요인, 교육과정 관련 요인을 

더 심층적으로 고려하며 교수학적 변환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2 단계: 과제 설계

2.1. 표본 추출에 대한 과제 설계

2.1.1. 초기 설계 과제

연구공동체는 교과서를 해석하며, 교과서에서 임의추출에 대한 내용

을 비롯한 통계적 표본 추출에 관한 내용이 협소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본 장의 1절 1항 참고). 그리고 표본 추출을 중요한 가르칠 

지식으로서 선언하고 이에 대한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과제 설계를 계

획하였다.

그러나 교사들은 표본 추출에 대한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과제를 설

계해야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연구자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문헌에 수록된 과제를 교사들에게 제시하였다.

Ÿ 탁병주, 구나영, 강현영, 이경화(2017)

Ÿ 고은성 & 이경화(2011)

Ÿ 이경화 & 지은정(2005)

Ÿ Ben-Zvi & Garfield (2004)

Ÿ Saldanha & Thompson (2002)

Ÿ delMa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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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 추출에 관한 과제의 설계는 A 교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A 교사

는 연구자가 참고를 위해 제시한 다섯 가지 문헌에 수록된 과제 중 

Ben-Zvi & Garfield (2004)의 과제와 delMas (2001)에 제시된 과제를 선

택하여 변형하였다. A 교사가 delMas (2001)의 과제를 수정한 결과는 다

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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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본

과

제

상황: Joe, Talia, Cally, Desmond와 Nick은 대도시에 위치한 정부청사의 민원실에 근무하

는 직원들이다. 이들의 관리자는 그들이 민원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점검

한다. 매일 사무실로 찾아오는 수많은 민원인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각 직원들은 평균적으로

6분 이내에 하나의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 관리자가 각 직원이 처리하는 모든 민원을 보고

있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다고 해도 시간 낭비가 심하다. 관리자는 각 점원이 민원을

처리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추측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관라자

에게는 2가지 선택지가 있다.

방법1: 관리자가 무작위로 작은 샘플(2~4개의 민원)을 선택하고, 직원의 민원 처리 시간의

평균을 계산한다.

방법2: 관리자가 무작위로 큰 샘플(16~25개의 민원)을 선택하고, 직원의 민원 처리 시간의

평균을 계산한다.

만약 직원이 민원을 처리하는 데에 평균 6분이상 걸린다면 덜 바쁜 부서로 발령나거나 해고

될 수도 있다. 관리자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거나, 사실은 일을 잘 하는 직원을 놓치고 싶지

않다. 너의 과제는 관리자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예측: 관리자는 어느 방법을 선택해야겠는가?

방법1 방법2 상관없음

(본 과제는 연구자가 아닌 A 교사에 의해 번역된 것이다.)

초

기

변

형

과

제

A, B, C는 맥도리아 K역 지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손님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게

하려면 각 아르바이트생은 평균 6분 이내에 햄버거 1개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맥도리아 K

역 지점장 T는 3개월 마다 아르바이트생들의 평균 햄버거 제조 시간을 측정하여, 햄버거 제

조 시간의 평균이 6분이 넘는 아르바이트생은 해고하려고 한다. 잠시 지켜본 결과 각 아르

바이트생들의 햄버거 제조 시간은 다음과 같았다.

T는 잠시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하기 보다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싶

었다. 또, 지점장으로서 다른 업무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아르바이트생들

을 관찰하고 싶었다. 방법을 고민하던 T는 수학을 잘하기로 소문난 S고 과학중점반에 방법

을 물어보기로 했다.

Q1. 아르바이트생들의 평균 햄버거 제조 시간을 효율적이면서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방

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르바이트생 1: A

▷ 햄버거 제조 시간이 비

교적 빠르고 일정함

아르바이트생 2: B

▷ 햄버거 제조 시간이 비

교적 일정하나, 느림

아르바이트생 3: C

▷ 햄버거 제조 시간이 일

정하지 않음.

[표 4-1] A 교사가 변형한 표본에 관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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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사는 표본 추출에 대한 과제를 delMas(2001)에서 제시된 과제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A 교사는 모집단의 분포를 조건으로 제

시하고, 이를 해석하는 사고를 요구하도록 과제를 수정하였다. 또한 그

는 표본 추출의 방법을 다양하게 논의해볼 수 있도록 단답형의 발문을 

열린 발문으로 수정하였다.

2.1.2. 최종 설계 과제

A 교사가 설계한 과제는 연구공동체의 논의를 통해 다음 표와 같이 

최종적으로 수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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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기

과

제

A, B, C는 맥도리아 K역 지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손님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게

하려면 각 아르바이트생은 평균 6분 이내에 햄버거 1개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맥도리아 K

역 지점장 T는 3개월 마다 아르바이트생들의 평균 햄버거 제조 시간을 측정하여, 햄버거 제

조 시간의 평균이 6분이 넘는 아르바이트생은 해고하려고 한다. 잠시 지켜본 결과 각 아르

바이트생들의 햄버거 제조 시간은 다음과 같았다.

T는 잠시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하기 보다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싶

었다. 또, 지점장으로서 다른 업무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아르바이트생들

을 관찰하고 싶었다. 방법을 고민하던 T는 수학을 잘하기로 소문난 S고 과학중점반에 방법

을 물어보기로 했다.

Q1. 아르바이트생들의 평균 햄버거 제조 시간을 효율적이면서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방

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르바이트생 1: A

▷ 햄버거 제조 시간이 비

교적 빠르고 일정함

아르바이트생 2: B

▷ 햄버거 제조 시간이 비

교적 일정하나, 느림

아르바이트생 3: C

▷ 햄버거 제조 시간이 일

정하지 않음.

최

종

과

제

A, B, C는 맥도리아 K역 지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맥도리아 K역 지점장 T는 4월

부터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무 태도를 확인하고 열심히 일한 아르바이트생을 격려하고 싶었

다. 이를 위해 4월부터 3개월마다 아르바이트생들의 평균 햄버거 제조 시간을 확인하고, 평

균 5분 이내에 햄버거를 제조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상금을 수여하기로 하였다. 이때까지

세 아르바이트생들의 햄버거 제조 시간은 다음과 같았다.

T는 다른 업무도 있기 때문에 각 아르바이트생들의 햄버거 제조 시간을 2 차례씩만 측정하

였고, B만 4~6월 상금을 받게 되었다.

Q.1-1 B만 상을 받는 것이 적절한가? Q.1-2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아르바이트생 1: A 아르바이트생 2: B 아르바이트생 3: C

평균  표준편

차 

평균  표준편

차 

평균  표준편

차 

<표 4-2> 표본 추출에 대한 최종 설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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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변형 과제에 포함된 발문은 모평균을 추정하는 방법이 무엇일지

를 직접적으로 묻고 있는 반면, 최종 과제는 통계적 모델(그래프)을 근거

로 B가 4~6월에 상금을 받았다는 상황에 대해 판단 및 해석하고 그 이

유를 서술하는 발문을 포함한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상황을 판단 및 해

석하고 이유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며 표본추출에 대한 논의 역시 다루

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2.2. 표집분포에 대한 과제 설계

2.2.1. 초기 설계 과제

표집분포에 관한 과제는 A 교사에 의해 설계되었다. A 교사는 연구진

이 제시한 delMas (2001)에 수록된 과제를 수정하여 초기 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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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본

과

제

첫 질문은 표본 평균이 나타내는 분포의

모양에 관한 것이다.

Joe

정규분포

Talia

부적편포

Cally

불규칙적

모양

표본의 크기,  일 때(첫 번째 그래

프), 모집단의 분포와 비교하여 500개의

표본의 평균이 나타내는 분포의 모양은

어떠한가?

매우 다름

다름

약간 다름

거의 같음

매우 다름

다름

약간 다름

거의 같음

매우 다름

다름

약간 다름

거의 같음

표본의 크기,  일 때(두 번째 그래

프), 모집단의 분포와 비교하여 500개의

표본의 평균이 나타내는 분포의 모양은

어떠한가?

매우 다름

다름

약간 다름

거의 같음

매우 다름

다름

약간 다름

거의 같음

매우 다름

다름

약간 다름

거의 같음

표본의 크기,  일 때(세 번째 그래

프), 모집단의 분포와 비교하여 500개의

표본의 평균이 나타내는 분포의 모양은

어떠한가?

매우 다름

다름

약간 다름

거의 같음

매우 다름

다름

약간 다름

거의 같음

매우 다름

다름

약간 다름

거의 같음

초

기

변

형

과

제

Q1. 표본 평균이 나타내는 분포의 모양

A

정규분포(nor

mal)

B

부적편포(ske

w -)

C

trimodal

표본의 크기,   일 때(첫 번째 그래

프), 모집단의 분포와 비교하여 500개의

표본의 평균이 나타내는 분포의 모양은

어떠한가?

매우 다름
다름

약간 다름
거의 같음

매우 다름
다름

약간 다름
거의 같음

매우 다름
다름

약간 다름
거의 같음

표본의 크기,  일 때(두 번째 그래

프), 모집단의 분포와 비교하여 500개의

표본의 평균이 나타내는 분포의 모양은

어떠한가?

매우 다름
다름

약간 다름
거의 같음

매우 다름
다름

약간 다름
거의 같음

매우 다름
다름

약간 다름
거의 같음

표본의 크기,  일 때(세 번째 그래

프), 모집단의 분포와 비교하여 500개의

표본의 평균이 나타내는 분포의 모양은

어떠한가?

매우 다름
다름

약간 다름
거의 같음

매우 다름
다름

약간 다름
거의 같음

매우 다름
다름

약간 다름
거의 같음

표본 평균의 분포는 어떤 모양인가?

<표 4-3> A 교사가 변형한 표집분포에 대한 과제

과제는 거의 수정되지 않았다. 연구공동체에서는 과제의 구체적인 조

건에 대한 논의보다, 과제를 실행하는 데 활용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떤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A 교사와 C 교사는 과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과제에 담긴 수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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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측면과 학생에게 줄 수 있는 학습 기회에 주목하며 시뮬레이션 

사용이 어떤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A 교사: (...) 프로그램을 써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나오고 해서 그 결과를 보고, 넘어가는 거면 그게.. 애

들이 직접 뭔가 고민을 그걸 통해서 할 수 있을까? 그냥, 아 그렇

네? 라는 그냥 교사가 말로 해주느냐 아니면 그걸 프로그램으로 보

여주느냐 그 정도 차이가 그렇게 큰 변화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애

들이 뭔가 스스로 고민을 하는 그런 게 좀 없지 않나라는..

C 교사: 그런데 프로그램을 보여준다라고 약간 말하면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 가장 극명한 차이점은 교사가 말해주면 애들

은 어떤 사실을 부여받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프로그

램을 쓴다는 거는, 자기가 어떤.. 직접 작업을 해보고 싶은데 그게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거잖아요? 손으로 하면? 도구를 줌으로써 어쨌

든 아이들이 직접 해서 보는 게 되니까. 그냥 부여를 받느냐, 이 

사실을. 어쨌거냐 되는 걸 몇 번 봤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건데, 

저는 그 차이가 조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A 교사는 표집분포를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표집분포의 성질에 

대해 추론하는 기회를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반면, C 교사는 프

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학적 지식을 학습하는 데 도

움이 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학습 기회의 측면에서 “조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프로그램 사용의 학습 기회의 

측면은 C 교사와 D 교사의 대화에서도 이어졌다.

C 교사: 저는 직접 하는 게 좋다는 게, 어쨌거나 남이 한 거 보는 

거랑 직접 하는 게 다르고, 그리고 애들 다 하나씩 개인적으로 시

켜 놓으면 뭐랄까 자유가 있잖아요. 그니까 추가적인 탐구도 가능

할 수도 있는 거구요. 

D 교사: 그리고 하나 하면 좋은 건, 자기가 여러 번 눌러보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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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지만, 자기가 했었을 때 옆 친구랑 비교해보는 것도 할 거 같아

서. 

C 교사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추가적인 탐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D 교사는 프로그램 사용의 결과를 “친구랑 비교”해볼 수 있

다고 말하여다.

표집분포에 대한 과제 설계에서 중요하게 논의된 요소 중 하나는 어

떤 교수자원을 활용하는지였다. 연구공동체는 연구진이 소개한 Sampling 

SIM (delMas, 2001) 프로그램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

면서, 해당 프로그램이 영어로 되어 있어 학생이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

다는 점을 제약점으로 인식하였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이 통그라미, 엑

셀 등 다른 프로그램이 Sampling SIM에서 제공하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

하는 지 논의하였다.

C 교사: 근데 엑셀에서 이렇게(Sampling SIM에서처럼) 바로 그래프

가 눈에 보이게 이렇게 하려면..

D 교사: 엑셀의 그래프 문제는 차트 범위를 설정을 하는데, 그 범

위 설정이 걸린다는 게 문제.

C 교사: 이거는 즉각적으로 눈으로 보이니까 이해하기 좋을 거 같

긴 하다.

D 교사: 모집단 분포 그래프 그리는 건 사실 모집단 주어지면 가능

하고. 그 다음에 표본 뽑는 것도 가능한데, 문제는 뽑힌 표본들의 

평균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데에서 좀 에러가 생길 거 같아요.

C 교사는 Sampling SIM 프로그램이 경험적 분포를 제시한다는 점이 

학습 기회를 제고한다고 해석하였다. D 교사는 엑셀 프로그램이 

Sampling SIM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어떤 기술적인 제약이 있는지에 주

목하여 말하였다. 

2.2.2. 최종 설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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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공동체의 논의를 바탕으로 초기의 과제는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

다.

초

기

과

제

Q1. 표본 평균이 나타내는 분포의 모양

A

정규분포(nor

mal)

B

부적편포(ske

w -)

C

trimodal

표본의 크기,   일 때(첫 번째 그래

프), 모집단의 분포와 비교하여 500개의

표본의 평균이 나타내는 분포의 모양은

어떠한가?

매우 다름
다름

약간 다름
거의 같음

매우 다름
다름

약간 다름
거의 같음

매우 다름
다름

약간 다름
거의 같음

표본의 크기,  일 때(두 번째 그래

프), 모집단의 분포와 비교하여 500개의

표본의 평균이 나타내는 분포의 모양은

어떠한가?

매우 다름
다름

약간 다름
거의 같음

매우 다름
다름

약간 다름
거의 같음

매우 다름
다름

약간 다름
거의 같음

표본의 크기,  일 때(세 번째 그래

프), 모집단의 분포와 비교하여 500개의

표본의 평균이 나타내는 분포의 모양은

어떠한가?

매우 다름
다름

약간 다름
거의 같음

매우 다름
다름

약간 다름
거의 같음

매우 다름
다름

약간 다름
거의 같음

표본 평균의 분포는 어떤 모양인가?

최

종

과

제

1. T가 A, B, C의 햄버거 제조 시간을 더 많이 측정하였다는 것은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

였다는 것이다. T가 더 많이 측정할수록 표본평균의 분포의 모양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2

차시 기록지에 작성한 것을 보고 말하시오.

2. 2차시 기록지에 표본평균의 평균, 표본평균의 표준편차를 작성하면서 알게 된 것을 말하

시오.

3. 1번과 2번에서 서술한 것을 토대로 모집단의 분포와 표본평균의 분포의 관계에 대해 서

술하시오.

[표 4-4] 표집분포에 대한 최종 설계 과제

표본 추출에 관한 과제와 마찬가지로, 연구공동체는 기존의 단답형으

로 제시된 과제를 열린 형태의 발문으로 바꾸는 교수학적 변환을 하였

다.  

2.3. 구간 추정에 대한 과제 설계

2.3.1. 초기 설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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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공동체에서 구간 추정에 대한 과제를 설계할 때는, 수학 교육 연

구물을 참조하여 과제를 수정한 접근을 택하지 않았다. 교사들은 과제의 

맥락을 유지하며, 교과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간 추정에 대한 과제를 

새롭게 설계하였다(e.g. 이강섭 외., 2013, p. 129).

초

기

설

계

과

제

맥도리아 K점맛과서비스의우수함이사람들에게소문이나면서손님이점점늘어나게되었다. 이에
따라 T는 7월부터 새로운 아르바이트생 D를 고용하였다. T는 D의 평균 햄버거 제조시간을 알고 싶
다. 하지만 D는 맥도리아에서 처음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T는 D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 T가알고있는것은 D가 일한첫주동안측정한 16번의햄버거 제조시간뿐이다.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D의 평균 햄버거 제조시간을 알 수 있을까?

Q1. T가 측정한 D의 햄버거제조시간이아래와 같다고하자. T가 측정한 D의 햄버거제조시간의평
균을 구해보자.

4, 4, 5, 6, 5, 4, 7, 7, 3, 4, 5, 4, 6, 5, 6, 5

<표 4-5> B 교사가 설계한 구간 추정에 관한 과제

본 과제는 D 교사에 의해 설계되었다. 특이한 점은, D 교사는 해당 

과제가 “점 추정의 한계를 인식하게 하기 위한 과제”였다고 설명하면서, 

과제의 발문과 과제를 실행할 때 교사의 구두 발문을 분리하여 계획하였

다는 점이다. D 교사는 Q1의 과제 이후 “T가 측정한 햄버거의 제조시간

의 평균을 D의 햄버거 제조시간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를 구두 발문

으로 계획하였다. 결과적으로 점 추정의 한계를 인식하게 하는 역할은 

과제의 발문 보다는 과제의 발문에 학생이 답한 이후 교사의 구두 발문

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였다.

2.3.2. 최종 설계 과제

구간 추정에 관한 최종 과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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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기

과

제

맥도리아 K점맛과서비스의우수함이사람들에게소문이나면서손님이점점늘어나게되었다. 이에
따라 T는 7월부터 새로운 아르바이트생 D를 고용하였다. T는 D의 평균 햄버거 제조시간을 알고 싶
다. 하지만 D는 맥도리아에서 처음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T는 D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 T가알고있는것은 D가 일한첫주동안측정한 16번의햄버거 제조시간뿐이다.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D의 평균 햄버거 제조시간을 알 수 있을까?

Q1. T가 측정한 D의 햄버거제조시간이아래와 같다고하자. T가 측정한 D의 햄버거제조시간의평
균을 구해보자.

4, 4, 5, 6, 5, 4, 7, 7, 3, 4, 5, 4, 6, 5, 6, 5

최

종

과

제

Q1.� T가� 측정한� E의� 햄버거� 제조시간이� 아래와� 같다고� 하자.� 1주차와� 2주차� T가� 측정한� E의� 햄버

거� 제조시간의� 평균을� 각각� 구해보고� 어느� 것을� E의� 평균� 햄버거� 제조시간으로� 보는� 것이� 적

합할지�답해보자.

1주차

(7월�1일�~�7월�7일)
4,� 4,� 5,� 6,� 5,� 4,� 7,� 7,� 3,� 4,� 5,� 4,� 6,� 5,� 6,� 5

2주차

(7월�8일�~�7월�14일)
6,� 6,� 4,� 4,� 4,� 6,� 4,� 5,� 5,� 5,� 6,� 6,� 5,� 3,� 3,� 4

<표 4-6> 구간 추정에 대한 최종 설계 과제

초기 과제가 최종 과제로 수정되는 데에는 연구원과 A 교사의 언급

이 영향을 끼쳤다.

연구원: 근데 그 1 번에서 그 물어본다는 거 있잖아요. 학생 의견. 

평균 햄버거 제조 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그거 할 때 기대하는 게 

뭐에요?

D 교사: 그냥, 점 추정이 부정확하다?

연구원: 나는 근데, “어, 맞아요”라고 나올 거 같은데?

A 교사: 저도.

...

A 교사: 아니면, 측정을 두 번을 했는데, 두 번의 평균이 다른 게 

나오는 거에요. 그래서 어느 게 더 맞겠냐 그러면 좀 괜찮지 않을

까요? 표본을 두 번을 뽑았다,

연구원은 D 교사가 설계한 초기 과제에 대해 학생들이 다양한 의견

을 내기 어려운 질문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D 교사가 머뭇거리고 말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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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올리며 “그냥, 점 추정이 부정확하다?”라고 답한 것은 그가 과제가 

실행되었을 때의 학생 반응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상하지는 않았음을 추

측하게 한다. 또한, 연구원과 A 교사는 D 교사의 예상과 다른 학생 반응

을 제시하며, 과제를 수정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이에 대해 A 교사는 구

체적으로 “측정을 두 번 했는데 두 번의 평균이 다르다”는 조건을 과제

에 추가하여 점 추정의 정당성에 대한 학생의 사고를 이끌 수 있을 것이

라 제안하였다. 

2.4. 논의

첫째, 교사들은 표본 추출에 관한 과제를 설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

다. 교사들이 겪은 어려움의 원인 중 하나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표

본 추출에 관한 과제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으로 보인다. 이는 연구

원이 제시한 표본 추출에 대한 과제가 수록되어 있는 참고자료가 교사로 

하여금 표본 추출에 관한 과제를 과제의 선택과 변형을 통해 설계하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는 데에서 추론해볼 수 있다. Geiger 외(2014, 

p. 240)는 연구자와 교사의 협력적 과제 설계가 수학 교수학습을 개선시

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 결과로 나타난 

과제 설계 방법, 즉, 연구자가 설계에 참조할 과제를 제시하고 교사가 

이를 교실 환경에 맞게 수정하는 방식의 과제 설계는 연구자와 교사의 

협력적 과제 설계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표집분포에 관한 과제를 설계하며, 교사들은 과제에 담긴 수학

적 지식과 과제가 제공하는 학습의 기회에 대해 논의할 수 있었다. 특

히, 연구공동체에서는 해당 과제와 관련하여 과제가 주는 학습 기회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교사들은 기존의 접근과 다른 교수학적 접

근을 단호히 거부하거나, 아니면 무조건 받아들이기 보다는 새로운 접근

이 구체적으로 어떤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지 비판적으로 해석하며 판단

하였다. 또한, 공동체 활동은 토의를 통해 이러한 비판적인 해석을 촉진

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교사들이 과제가 제시하는 학습 기회를 비



- 53 -

판적으로 해석하는 활동은 Sullivan (2008)과 Arbaugh와 Brown (2005) 등

이 주장한 것처럼 교사가 과제를 다루며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경

험적인 예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구간 추정에 관한 과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학생 반응에 대한 

예상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D 교사는 초기 과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구두 발문을 계획하였지만, 그로부터의 학생의 반응을 구체적으

로 예상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연구공동체에서 D 교사의 구두 발문에 

대해 예상되는 학생의 반응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며, 과제는 A 교사가 제

안한 방향으로 수정될 수 있었다. Potari와 Jaworski (2002)의 언급처럼 

“학생에 대한 민감성”은 교수 실행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

다. 본 연구 결과는 공동체 활동에 의한 과제 설계를 통해, 교수학적 변

환에 끼치는 학생 관련 요인(이경화 외., 2017)을 주목하게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연구공동체에서 수정하여 설계한 최종 과제는 모두 열린 형태

의 발문을 포함하였다. 특히, 표본추출에 관한 과제와 표집분포에 관한 

과제는 연구공동체에서 참고한 과제에서 닫힌 질문으로 되어 있던 발문

을 수정한 결과였다. 이처럼 교사들은 통계적 추정에 관한 과제에서 열

린 질문(Shimizu, Kaur et al., 2010)이 보다 큰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

다고 인식하며 교수학적 변환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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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수업 반성 과정의 분석 및 논의

1. 3단계: 반성과 교사의 학습

교사들은 연구진이 제시한 질문을 토대로 과제 설계와 실행에 대해 

반성하는 반성적 저널을 작성하고, 그들이 스스로 설계한 과제에 대해 

분석하였다(3장 3절 4항 참고). 본 절에서는 교사의 과제에 대한 반성의 

양상이 어떠하며, 이로부터의 교사의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는 지를 분석

한 결과를 반성적 저널의 각 질문에 따라 제시한다.

1.1. 과제 설계의 중점 고려 사항과 어려움

네 명의 교사는 모두 통계적 추정의 개념적 이해를 과제 설계에서 가

장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답하였다.

 

B 교사:  워낙 절차적인 계산만을 기억하도록 인식된 단원이라 학

생들이 개념을 잘 모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개념이 정리된 학

습지를 제작하여 나누어주었다.

A 교사: 고등학교 통계 영역은 수능에 문제가 매우 정형화되어 있

어서 학생들이 개념적인 이해를 하지 않고, 문제의 유형별 해결 패

턴만을 학습하게 되기 쉽다고 생각했다. 이번에 설계한 과제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통계적 추정에 사용되는 

식의 모티브를 이해하고, 또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를 스스로 느

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었다. 

D 교사: 표본평균의 분포와 신뢰도의 의미를 연관시키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고 그 결과물이 Q3입니다.

C 교사: 교사가 공식용어만을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통계적 추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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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는 것은 학생의 사고를 돕는 데에 큰 효과가 없다. (...) 내가 

취하는 전략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면, ‘개념의 컨셉, 주요 아이디어’ 

등을 일상어로 요약하여 제시한 뒤 수식으로 정리된 내용을 반복적

으로 숙달시키는 방식을 채택해왔다고 생각된다. 앞서 기록한 것처

럼 확률변수를 “우연히 정해지는 수”, 정규분포를 “평균 근처는 잘 

나오고, 멀어질 수록 잘 안 나오는 분포”라 부르는 것이 그 예시이

다.

B 교사와 A 교사는 통계적 추정에 대한 과제를 설계할 때, 절차적 이

해를 넘어 개념적 이해를 추구하였다고 답하였다. B 교사는 통계적 추정 

단원이 “워낙 절차적인 계산만을 기억하도록 인식된 단원”이라고 평했으

며, A 교사는 그 이유가 “수능에 (나오는) 문제가 매우 정형화되어 있어

서” 학생들이 “문제의 유형별 해결 패턴만을 학습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고 인식하였다. B 교사는 “개념이 정리된 학습지”를 제작하여 제공함으

로써 개념적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A 교사는 “통계적 추정

에 사용되는 식의 모티브를 이해”하며 개념적 이해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D 교사는 확률을 빈도적 확률 모델의 관점과(신뢰도), 확률

밀도함수 모델의 관점(표집분포 곡선 아래의 넓이) 모두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고, 이를 위한 과제를 설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C 교사는 “일상어”로 개념을 제시하고 수식 등의 형식 

적인 내용을 “반복적으로 숙달”시킴으로서 개념적 이해를 도울 수 있다

고 생각하였다. 이처럼 교사들은 통계적 추정에 대한 학생의 개념적 이

해가 어려우며 이를 돕기 위한 교수학적 변환 방안을 고려하였다.

B 교사와 C 교사는 개념적 이해를 위한 과제를 설계할 때, 학생의 반

응을 예상하는 과정이 어려웠다고 답하였다.

B 교사: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부과되는 질문 중 학생들이 일상적인 

측면에서 답을 하는 장면들이 곳곳에 있다. 그러나 교사들은 수학, 

통계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수업을 준비하고 실행하기에 돌발적인 

응답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된다. 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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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완벽하게 준비한다고 해도 충분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 

C 교사: 수업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다. 특히, 기존의 수업과 

다소 다른 방식으로 수업을 전개하기 때문에 누적된 데이터가 적

다. 그래서 학생의 반응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C 교사와 D 교사는 또 다른 학생 관련 요인인, 학생의 인지적 어려움

에 주목하였다.

C 교사; 과제설계 초창기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과제를 설계

하는 과정에서 의식하게 된 부분이다. 수행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학생의 반응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과제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 과제를 50분에?’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

한 것이다. 4~5차시 수업을 설계하고 회의를 진행할 때, 이 의문은 

계속해서 머릿속에 남아있었다. 

D 교사: 하지만 Q3를 설계한 후에도 Q3로부터 표본평균의 분포와 

신뢰도를 연관시키는 작업이 난이도가 높다고 판단되어서 여러 가

지 애니메이션 자료를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난이도가 높다라는 문

제점이 있었습니다.

A 교사는 교사의 통계적 지식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

을 과제 설계에서 어려웠던 점으로 꼽았다.

A 교사: 설계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우선, 설계에 참여한 교사들 

역시 개념적 이해가 부족하거나 교사들 마다 이해한 바가 다른 경

우가 있었다. 

이상의 교사들의 반성 내용으로부터 교사들은 개념적 이해를 중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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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고려하며 교수학적 변환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영향 요인

을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교사의 통계적 지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는 A 교사의 언급은, 수학 개념 관련 요인이 교수학적 변환에 작용했음

을 보여준다. 과제 설계시 학생의 예상 반응과 학생이 느낄 수 있는 인

지적 어려움을 고려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B 교사, C 교사, A 교사의 답

변과 절차적 지식 위주의 학생의 학습 태도를 언급한 A 교사의 답변은 

학생 관련 요인도 교수학적 변환에 크게 작용했음을 뜻한다.

1.2. 과제 분석

연구자는 교사들에게 그들이 설계한 과제를 수학적 지식의 측면과 학

습 기회의 측면에서 분석하기를 요구하였다(Herbst, 2008)2).

수학적 지식의 측면에 대해 교사들은 과제가 어떤 수학적 개념과 수

학적 개념의 성질을 반영하며, 어떤 수학적 사고(추론 등)을 요구하는지 

설명하였다.

D 교사: (...) 이 문제로부터 표본평균의 분포와 신뢰도를 연관시킬 

수 있도록 수업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B 교사: 과제는 표본조사, 표본평균의 분포부터 신뢰구간을 구하는 

것까지의 연결성을 모두 포함하도록 구성되었다.

A 교사: 수학적 지식의 측면에서는 통계적 추정에 사용되는 식과 

2) 여기서 수학적 지식의 측면과 학습의 기회의 측면은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그

렇지만, 개념적인 구분 가능성이 교사가 이 두 측면을 독립적으로 주목할 수 있

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과제가 대수적 사고를 요구한다면, 과

제는 수학적 지식의 측면에서 대수적 사고를 반영하며, 학습의 기회의 측면에서

대수적 사고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교사가 과

제의 수학적 지식의 측면에 주목하지 못한 채 학습의 기회의 측면에 주목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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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C 교사: 신뢰도, 신뢰구간의 길이, 표본의 크기 사이의 관계를 표집

분포에 근거하여 이해할 수 있다. 기호로 이루어진 등식의 값을 변

형하여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표집분포에 근거하여 사고할 것

을 요구하여 복잡하고 절차적이지 않은 사고를 유도한다. 이를 통

해 수학적 개념의 관계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한다. (...) 표본의 

대표성과 변이성은 기존의 과제에서는 주요 학습목표로 제시되기보

다는 학습 과정 중에 학생들이 인식하는 형태로 주어져 있었던 반

면, 변형한 과제에서는 이를 학습목표로 수업을 진행한다.  

D 교사, B 교사, 그리고 C 교사는 모두 표집분포(표본평균의 분포)를 

과제에서 고려한 핵심적인 수학적 지식으로 꼽았다. 특히, 이들 세 명은 

과제에서 표집분포 개념을 다뤘을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한 수학적 사

고를 다뤘음에 주목할 수 있었다. D 교사는 과제가 “표본평균의 분포와 

신뢰도의 의미를 연관”시킨다고 답하였고, B 교사는 “표본조사, 표본평

균의 분포, 그리고 신뢰구간을 구하는 연결성”을 포함했다고 답하였으

며, C 교사는 “신뢰도, 신뢰구간의 길이, 표본의 크기 사이의 관계를 표

집분포에 근거하여 이해”할 수 있다고 답하였다. 이들이 말하는 “연관”, 

“연결성”, “근거하여 이해”한다는 의미를 정확히 해석할 수는 없지만, 맥

락상 표집분포와 관련된 사고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수학적 지식의 측면에 주목하여 과제의 특징을 설명하는 장면은 오프

라인 모임에서도 관찰되었다. 예를 들어, A 교사는 오프라인 논의를 하

는 과정에서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경험적 표집분포를 그리게 하는 과제

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A 교사: 사실 이 프로그램도 되게 특이했던 것 같아요 전 프로그램

을 써야 되는 거에 대해서 사실 큰 공감이 없는 상태에서 이 프로

그램을 봤는데 이게 단순하게 몇 개를 뽑아라 라고 하면은 그걸 딱 

보여주는게 아니라 뽑는 과정을 직접 보여준다는 거 자체가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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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쌓여가는 모습을 직접 보는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 이게 

그냥 완성본을 항상 주어지는거면 그냥 교사가 그렇다 라고 하는거

나 프로그램이 그렇다라고 하는거나 저는 사실 큰 차이를 사실 못

느끼겠거든요. 근데 한 개를 뽑을 수 있고 그게 한 개를 뽑은 게 

쌓여나가는 걸 볼 수 있다 라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

아요.

A 교사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과제를 설계하는 과정에

서 “그 결과를 보고, 넘어가는 거면 그게.. 애들이 직접 뭔가 고민을 그

걸 통해서 할 수 있을까?”, “애들이 뭔가 스스로 고민을 하는 그런 게 

좀 없지 않나”라고 답하며, 해당 과제가 표본 추출에 대한 지식을 반영

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과제가 실행된 장면을 상

기하고 이에 대해 반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과제가 표본 추출에 대한 지

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해석을 새롭게 할 수 있었다. 

수학적 지식의 측면의 경우, 많은 교사들이 과제의 특성을 비교적 명

확하게 서술한 반면, 학습 기회의 측면의 경우는 그러지 않았다. 예를 

들어 D 교사는 과제가 가진 학습 기회의 측면에 대해 “교육 기회의 측

면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관계(표본평균의 분포와 신뢰도의 관계)를 생각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는 

과제가 표본평균의 분포, 신뢰도, 그리고 이들 둘의 관계라는 수학적 지

식을 다룬다고 명확하게 고려한 반면,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어떤 사고를 

하게 하는 지에는 의식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학습 기회

의 측면보다 수학적 지식의 측면에 주목한 D 교사의 경향성은 과제가 

실행된 전사 자료에 대한 해석에서도 나타났다.

D 교사: 그냥 그 설명하는 방식이.. 약간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전사 자료에서 잘 못찾겠었어요. 전사 자료에서 이게 지금 

두 개 연관시키는 부분인가에 대한 게... 왜냐하면 제가 그때 PPT

로 만들어놨으니까 이거 설명하는 부분을... (...) 그 부분을 어떤 설

명을 했는지가 전사 자료에선 제가 파악이 안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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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교사는 이처럼 자신이 설계한 수학과제가 실행될 때 교사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에 주목하여 전사 자료를 읽었다. 즉, D 교사의 관심과 궁

금증은 “두 개(표본평균의 분포와 신뢰도) 연관시키는 부분”을 수업을 

실행한 B 교사가 잘 설명을 했는지에 있었다.

B 교사는 과제가 가진 학습의 기회의 측면을 설명하며, 과제들이 “일

상생활의 소재에서 통계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답하였다. 이는 과제가 

학생에게 어떤 통계적 소양(Gal, 2010)을 갖추게 할 잠재성이 있는 지에 

주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과제의 학습 기회에 관한  B 교

사의 일부 답변은 명확히 설명되지 못하였다. 그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을 활용한 과제가 주는 학습 기회를 설명할 때는 “직접 실행해보며 습득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라고 말하며, “실행”과 “습득”이 어떻게 관련

되는 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오프라인 모임에서 B 교사는 수학적 

지식의 측면과 기회의 측면의 구분이 쉽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B 교사: 난 이 질문의 뜻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 분명히 

난 이게 이론적인 수학교육 이론적인 용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렵

더라고 내가 답하기가. (...) 기회측면이라 그러면...

A 교사와 C 교사는 과제가 요구하는 수학적 사고를 구체적으로 설명

하며 과제가 제공하는 학습의 기회를 설명하였다.

A 교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표본을 추출한 결과를 이

용하여 추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비록 식을 이용하여 계

산한 것과 약간의 오차는 있었으나, 오히려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는 것 역시 학생들이 관찰할 수 있었다.

C 교사: 수학적 개념이 갖는 의미를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 복잡한 

관계를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 사례로부터 일반화할 것을 요구한

다. 일반화하여 얻은 개념을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전반적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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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요구하는 문항이 많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지면에 표현

하는 기회를 자주 제공한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알고 있

는 내용을 반성하게 하는가) (C 교사 발화의 밑줄은 C 교사가 작성

한 원문에 제시된 것임)

이처럼 A 교사와 C 교사는 과제가 ‘추측’, ‘관찰’, ‘일반화’, ‘적용’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석하였다. 

1.3. 과제 개선 방안

과제의 개선 방안에 대한 답변은 B 교사와 D 교사에 의해서만 이루

어졌다.

B 교사: 수업 진행 사이에 학생들을 진단하는 평가를 통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 

D 교사: 과제를 이용하여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은 진

행했지만 이를 달성하였는지 확인하는 도구에 대한 고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 이루고자하는 바가 달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B 교사와 D 교사는 과제가 학생들의 학습을 진단하는 역할이 수업 

계획에서 협소하게 논의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오프라인 모임에서 수업을 

실행한 B 교사는 과제의 진단적 측면이 간과됨으로 인해 수업을 실행하

며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하였다.

B 교사: 그럼 갑자기 그냥 드는 생각은 그게 내가 설명을 한다고 

애들한테 과연 인식이 될까... 미적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파트에서 

가르치면서 드는 착각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착각을 하는거지만 

몇 명이 끄덕거리면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거지. 그 나머지 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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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이는 거고... 나도 스스로... 가끔 나도 수업할 때 그런 경험 많

이 겪는데 이 단원으로 치면 사실 약간 그런거를 좀 해봤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 생각은 갑자기 들어요. 그니까 이걸 이해한걸 가지고 

니가 뭔가 상황을 생각을 해보고 그 상황에서 해석을 해보는... 그

러면 얘가... 상황을 인식헀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 

1.4. 논의

본 절에서의 연구 결과에 대한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통계적 추정 단원에 대한 교수학적 변환

을 할 때 개념적 이해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하지만 교사들이 중점 

고려 사항을 실현하며 과제를 설계할 때 겪은 어려움의 원인은 다양하였

다. A 교사는 수학적 지식에 대한 교사의 개념 부족이라는 수학적 개념 

관련 요인을 어려움으로 느꼈으며, B 교사와 A 교사는 과제를 실행했을 

때 학생의 반응을 예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A 교사가 꼽은 통계적 

지식에 대한 부족은, 수업 계획 과정에서 표집분포 등 수학적 지식에 대

한 논의를 통해 일부 해소되었다(본 장의 1절 1항 참고). D 교사가 설계

한 과제를 실행했을 때의 학생 반응도 연구자와 A 교사의 또 다른 예상

이 더해져 과제를 수정할 수 있었다(본 장의 1절 2항 참고). 따라서 공동

체 활동을 통한 과제의 설계는 이상의 교사들이 언급한 어려움을 극복하

는 데 도움을 줬으며, 연구진이 제시한 수학적 과제를 설계할 때 중점적

으로 고려한 사항과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물은 것은 교사가 실제 과

제 설계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과 그때의 어려움을 반성하도록 이끌었다

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교사가 수업 계획에서 겪은 어

려움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극복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다

는 이경화 외(2017)과 Davidson 외 (2018)의 주장의 또 다른 근거가 될 

수 있다.

둘째, 교사들은 반성 과정에서 자신들이 설계한 과제의 수학적 지식

의 측면과 학습 기회의 측면에 주목하였다. A 교사는 그들이 설계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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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중 하나가 표본 추출에 대한 학습의 기회를 준다는 것을 설계 과정에

서는 인식하지 못하였지만, 실행 이후의 반성 과정에서는 인식하게 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가 해당 과제의 수학적 지식의 측면에 새롭게 주목할 

수 있었던 데에는 연구진이 제시한 수학 과제 반성 템플릿과 전사자료가 

주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부터 연구자와 교사의 협력적

인 과제 설계, 실행 및 반성 활동의 과정 중, 수학 과제의 수학적 측면

과 학습 기회의 측면에 대해서 서술하는 활동은 교사의 과제 선택, 수정

과 관련된 전문성을 개발하는 데 기여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Sullivan, 

2008; Arbaugh & Brown, 2005). 

셋째, B 교사와 D 교사는 과제가 어떤 수학적 지식을 반영하였는지, 

어떤 학습 기회를 제공하였는지뿐만 아니라 과제를 실행할 때 학생의 학

습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는지에도 주목하였다. 특히, B 교사는 과제를 

실행했던 과정을 반성하며, 개념을 설명하는 것으로 학생이 개념을 이해

했다고 보장할 수 없으며, 학생의 이해를 확인하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처럼 과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지를 물

은 질문을 함으로써 B 교사는 교수 실행의 결과와 학생의 학습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고 반성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Franke et al., 1998). 

이는 곧 교사 학습의 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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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요약 및 결론

제 1 절  요약

  수업을 위한 교사의 교수학적 변환은 수업 계획의 과정에서부터 이루

어지기 시작한다. 수업 계획에 기초하여 수업을 실행하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자신의 교수학적 변환의 내용과 영향 요인에 대해 반성하며 교

사는 학습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대부분 한 명의 교사에 의해 이루

어진다. 하지만, 최근에는 연구자와 교사의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이루

어지는 교수학적 변환은 교사 개인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교수학적 문제

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로부터 교사의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다

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연구자와 교사로 이루어진 연구자-교사의 연구공동

체 활동에 의한 교수학적 변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로부터의 교사의 

학습의 양상이 어떠한지 분석하는 것이었다. 본고는 이를 위해 공동-학

습 협약(Wagner, 1997)이 이루어진 연구자-교사의 연구공동체에서 통계

적 추정에 대한 교수학적 변환을 행한 사례를 분석하여, 교수학적 변환

의 내용과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 교사의 학습의 양상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첫째, “연구자-교사 연구공동체가 통계적 

추정을 위한 수업을 설계, 실행 및 반성할 때, 교수학적 변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둘째, “연구자-교사 연구공동체가 통계적 추정을 위한 

수업을 설계, 실행 및 반성할 때, 교사의 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였다. 

연구 문제에 답하기 위해 세 명의 연구자와 네 명의 교사로 이루어진 

연구자-교사 공동체를 구성하여 약 7개월 간 통계적 추정에 대한 정규수

업을 위한 교수학적 변환을 행하고 그에 대해 반성하는 활동을 진행하였

다. 본고는 질적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연구자-교사 공동체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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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그로부터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 2 절  결론

연구 문제 “연구자-교사 연구공동체가 통계적 추정을 위한 수업을 설

계, 실행 및 반성할 때, 교수학적 변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은 지식의 선언을 위해 교과서를 해석할 때, 표본추출과 

관련된 수학적 지식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으며, 표집분포에 대한 학습

을 이끄는 질문이 미비하다고 해석하였다. 특히, 교사들은 어떤 수학적 

지식이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느냐뿐만 아니라, 그러한 수학적 지식이 어

떤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둘째, 교사들은 교과서에서 제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해석한 지

식을 포함하여 표본 추출에 관한 지식, 표집분포에 관한 지식, 구간 추

정에 관한 지식을 가르칠 지식으로 선언하였다. 그리고 교사가 교수학적 

변환을 위해 가르칠 지식을 선언하는 과정에서, 수학적 개념에 대한 고

려와 교과서와 교육과정에 대한 고려가 모두 이루어졌다. 특히, ‘수학적 

지식이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며 교사들은 특정 

수학적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또 다른 수학적 지식이 무엇인지를 

추론하며 지식의 위계를 고려하고, 지도의 순서를 정할 수 있었다.

셋째, 연구공동체에서의 활동을 통해 교사는 과제를 설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수정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연구자는 통계 교과서에서 

제약적으로 다루어지는 수학적 지식인 표본대표성과 표집변이성에 관한 

과제가 담긴 수학 교육 문헌을 참고자료로 교사들에게 제시했고, 이는 

교사가 과제 수정을 통해 과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공동

체 활동을 통해 과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과제의 수학적 지식의 측면과 

학습 기회의 측면이 어떤 것인지를 논의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보다 뚜렷한 목표를 가진 과제를 설계하는 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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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문제 “연구자-교사 연구공동체가 통계적 추정을 위한 수업을 설

계, 실행 및 반성할 때, 교사의 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연

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가 수업 계획에서 겪은 어려움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극

복할 수 있었으며, 그 과정을 반성하는 것은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기여

할 수 있다. 특히, 연구진이 제시한 초점화된 질문(교수실험을 하기 위해 

과제를 설계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과 설계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은 각각 무엇인가?)을 통해 교사의 반성을 촉진할 수 있었다.

둘째, 연구자와 교사의 협력적인 과제 설계, 실행 및 반성 활동의 과

정 중, 수학 과제의 수학적 측면과 학습 기회의 측면에 대해서 서술하는 

활동은 교사의 과제 선택, 수정과 관련된 전문성을 개발하는 데 기여하

였다. 공동의 반성을 통해서 교사는 이전에는 주목하지 못했던 과제의 

수학적 측면과 학습 기회의 측면에 주목할 수 있었다. 

셋째, 과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고려하며 교사는 교수 실행의 

결과와 학생의 학습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고 반성할 수 있었다. 특히, 

수업을 실행한 교사는 반성을 거치며, 과제 실행에서 학생의 이해를 확

인할 수 있는 장치를 과제 설계 시 마련해야 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한편, 본 연구는 많은 교사를 연구 대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

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네 명의 교사 중 세 명의 교사들이 교직 경력이 짧기 때문에 교사의 경

력에 따라 연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 경

력, 근무 환경 등 다양한 변인을 고려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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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dactic Transposition of a 

Researcher-Teacher Inquiry Community: A 

Case Study on Didactic Transposition of Statistical 

Inference in High School Mathematics

Chang-Geun,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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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athematics Teachers’ didactic transposition for teaching starts from 

the planning of lessons. They implement the lesson based on the 

planning, and they can learn by reflecting on their own didactic 

transposition. In many cases, this kind of process is conducted by 

individual teachers, but it is not the necessary condition. Recently, 

many researchers insist that teachers can solve didactic problems and 

develop their professional capacity by conducting didactic transpositions 

by researchers and teachers inquiry community.

The main goal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dactic transposition 

by a researcher-teacher inquiry community and to explore how 

teachers can learn as they participate in the activity with researchers 

and other teachers. This paper analyzed the case of an inqu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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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which conducted the didactic transposition on statistical 

inference and describe teachers reflection and learning. I organized a 

researcher-teacher inquiry community with other two researchers and 

four teachers. Teachers, with researchers, carried out didactic 

transposition on statistical inference for 7 months and reflected on the 

whole process. I collected qualitative data and described the activity of 

the researcher-teacher community.

Results of analysis on the didactic transposition of inquiry community 

are as follows. First, when teachers interpret textbooks for the 

declaration of knowledge, they explained that knowledge about sampling 

is insufficient in textbooks, and the motivation for studying sampling 

distributions is lacking. In particular, teachers considered which 

mathematical knowledge was treated in textbooks as well as which 

questions are answered by those knowledge. Secondly,  teachers 

declared knowledge about sampling, knowledge about sampling 

distribution, and knowledge about confidence intervals as knowledge to 

be taught. And as teachers declare the knowledge to be taught, they 

considered textbooks and curriculum all together. In particular, as 

teachers pondered which questions could be answered by given 

mathematical knowledge, they also considered the hierarchy of 

knowledge and decided the sequence of teaching. Finally, teachers 

designed and modified the tasks incessantly through the inquiry 

community activity. Researchers provided the references including the 

tasks about sample representativeness and variability which are treated 

insufficiently in textbooks. The references were useful for teachers to 

design and modify tasks. Also, I observed teachers discussing the aspect 

of mathematical knowledge and aspect of learning opportunity of tasks 

while they designing the tasks. It contributes to design tasks with more 

explicit objectives.



- 81 -

Results of analysis on teachers reflection and learning are as 

follows. Firstly, teachers could overcome some difficulties with planning 

instructions with others in inquiry community. Also, reflection on the 

process could contribute to the professional developments of teachers. 

In particular, the focused questions(What are the most important things 

and complexities in designing tasks?) could facilitate the teachers 

reflection. Secondly, while teachers and researcher design, implement 

and reflection collaboratively, the activity of describing aspects of 

mathematical knowledge and aspects of learning opportunities of tasks 

c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eachers professionals. Teachers 

could notice the aspects which were not noticed before by collective 

reflection. Lastly, teachers noticed the relations of results of teaching 

and students learning as they considering how to improve designed 

tasks. In particular, the teacher who implemented lessons thought that 

the settings for checking the understandings of students should be 

prepared while designing tasks.

keywords : Inquiry Community, Didactic Transposition, Teacher 

Professional Development, Mathematics Tasks

Student Number : 2017-26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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