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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학습자의 오류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대응 양상 연구 

- 복합사건의 확률을 중심으로 -

2단계 혹은 2차원 이상의 확률실험을 의미하는 복합사건의 확률을 예

측하는 것은 중등학교에서 하나의 주요한 학습 목표이며 고등학교 학생

들에게도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능력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복합사건

의 확률을 다루는 것을 어려워하고 그와 관련한 오개념을 지니고 있으

며, 이에 따라 다양한 오류를 범한다.

학생의 오류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수학교수에 있어서 교사의 

주요한 과업 가운데 하나이다. 특별히 많은 연구자들은 교사들이 학생들

의 오류를 막다른 길(dead ends)이 아니라 더 나은 학습을 위한 잠재적

인 통로나 촉매로써 사용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교사들이 여전히 학생의 오류를 감지한 후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만 인식한다. 따라서 학생의 오류에 대한 교사의 대응 양상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교사 교육에서 중요하다. 학생의 오류에 대한 현직

교사의 반응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확률에 관한 연

구는 많지 않으며, 결정적으로 예비교사의 반응을 알아보는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교사의 PCK는 예비교사 때부터 잘 형성되어야하기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학생의 오류에 대한 예비교사의 대응에 관한 연구로 교사 

교육 설계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자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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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구별 불가능한)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경우 발생하는 특정 

사건의 확률’을 묻는 질문지를 사용하여 예비교사 44명의 복합사건 확

률 관련 내용 지식을 알아보았다. 또한 가상으로 설정한 한 학생이 동일

한 질문에 대하여 보여준 오답을 예비교사들에게 제시한 후, 그들이 이

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를 기술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리고 예비교사들

의 지식과 그들의 대응 방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연구자

는 질문지의 사용과 더불어, 예비교사의 답변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연구 주제와 관련한 면담을 수행하였다.     

조사결과 상당수의 예비교사들이 복합사건의 확률과 관련하여 제한된 

지식을 지니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학생의 오류에 대한 대응에 있어

서 다수의 예비교사들이 절차 중심 접근법 및 교수자 중심 접근법을 보

여주었다. 나아가 예비교사가 지닌 지식이 직·간접적으로 학생의 오류

에 대한 예비교사의 대응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자는 이

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논하고 후속 연구 방

향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주요어: 복합사건, 교수학적 내용 지식(PCK), 개념적 지식과 절차적 지

식, 학습자 중심 접근법과 교수자 중심 접근법, 표본집합(sample set), 중

추-연결 예제(pivotal-bridging example)

학번: 2012-2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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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단계 혹은 2차원 이상의 확률실험을 의미하는 복합사건(compound 

events)의 확률을 예측하는 것은 중등학교에서 하나의 주요한 학습 목표

이며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능력이다(NCTM, 

2000). 기본적으로 복합사건의 확률을 다루는 능력은 교육과정상 그 이

후에 곧 접하게 될 조건부확률이나 독립사건의 확률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복합사건의 확률은 표본공간과 

조합적인 사고 및 등확률 개념 모두와 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

실상 복합사건의 확률을 바르게 알고 있다는 것은 확률이 무엇인지를 어

느 정도 알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사건이

라는 주제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연구에서 다루어져왔다(Piaget & 

Inhelder, 1975; Green, 1983; Fischbein & Gazit, 1984; Polaki, 2002; 

Pratt, 2000; Watson & Moritz, 2002; English, 2005; Watson, 2005). 

 그러나 학생들은 복합사건의 확률을 다루는 것을 어려워하고(English, 

2005) 그와 관련한 오개념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그것들을 다루는 가

운데 다양한 오류를 범한다(Fischbein & Gazit, 1984; Fischbein, Nello & 

Marino, 1991; Fischbein & Schnarch, 1997; Polaki, 2005; Pratt, 2000, 

2005). 이와 관련하여 English(2005)는 복합사건을 다루기 위한 표본공간

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사건(simple events)을 다루기 위한 표본공간보

다 더 복잡한 열거(세기)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즉 조합적인 추론

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또한 Polaki(2005) 역시 그의 논문에서 학생들이 

복합사건의 표본공간을 구성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하였다. 

표본공간을 구성하는데 겪는 어려움은 당연히 복합사건의 확률을 계산하

는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Fischbein, & Schnarch(1997)은 그들의 

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오개념 가운데 유독 복합사건의 표본공간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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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할 때 드러나는 등확률(equiprobability) 오개념만이 연령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관찰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Fischbein, Nello 그리고 

Marino(1991)는 그들의 연구에서 어떤 단순한 복합사건 문제에 대하여 

12학년 1100명의 학생들 가운데 단지 28%만이 정답을 제시하였다고 언

급하며 복합사건의 확률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쉽지 않음을 주장하였

다.  

한편, 학생의 오류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수학교수에 있어서 

교사의 주요한 과업 가운데 하나이다(NCTM, 2000). 그리고 교사의 적절

한 반응은 학생들이 갖는 오개념과 오류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오는 것이다. Shulman(1986)에 따르면 교사는 학생들이 지닌 공통적인 

개념, 오개념, 그리고 특정한 내용을 학습할 때 그들이 가지는 어려움들

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만 한다. Shulman(1986)이 교수학적 내용지식(이하 

PCK)을 주장한 이래 많은 선행연구들(Grossman, 1990; Marks, 1990)은 

학생들의 오개념과 오류에 대한 이해가 PCK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인임

을 밝혀주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한 오류에 대한 관점이 이전에 비해 

최근에 많이 변하였다. 과거에는 학생들의 오류를 그저 피상적으로 정오

를 판정하는 기준으로만 여겼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학생들의 오류를 막

다른 길(dead ends)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의 더 나은 학습을 위한 잠재

적인 통로나 촉매로써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였다(NCTM, 

2000; Ashlock, 2006; Lannin, Barker, & Townend, 2007). 이에 관하여 최

승현(2007)은 PCK를 뒷받침하는 교사 전문 지식의 영역 가운데 학생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였고, 세부적으로 교사가 학생의 오개념과 난개념을 

교수-학습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또한 비슷한 관점에서 Garfield(1995)는 학생들이 새로운 것을 배

울 때 그들이 이미 사실이라고 믿는 것에 새로운 정보를 결합(연결)함으

로써 그것들의 의미를 구성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교수는 학생의 선개념

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교사들은 이를 기억하

고 학생들의 선개념 및 오개념을 그들의 교수 상황에 적절히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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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여전히 오류를 막다른 길(dead ends)로 인식하는 교사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학생의 오류에 대한 교사의 반응이나 대응 방식

에 대해 조사하여 교사교육에 시사점을 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 다행히 

최근 들어 학생의 오류에 대한 현직교사의 반응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Santagata, 2005; Schleppenbach et al., 2007; Tsamir & 

Tirosh, 2005), 확률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Stohl(2005)에 따르면 확률 

교육의 성공여부가 학생의 오개념에 대한 교사의 깊은 이해에 달려있음

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오류에 대한 교사의 지식은 물론이고 확률지도에 

필요한 교사의 지식 자체에 대한 연구도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졸업 후 현직교사가 될, 소위 예비교사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

이다(son, 2013). Shulman은 그의 논문에서 PCK를 이야기하면서 학생들

이 오개념을 드러낼 때 교사가 학습자의 이해를 재조직하기에 적절한 일

련의 전략들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교사가 학생이 범한 오류에 대응하는 방법에 관한 지식은 교사의 

PCK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교사의 PCK는 예비교사 때부터 

잘 형성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사가 되어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

게 되고 학생의 학습을 제대로 도울 수 없게 되어 수학 내용에 대한 오

개념까지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예비교사 때부터 PCK를 신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송근영, 방정숙, 

2008). 또한 Son(2010a, 2010b, 2013)은 교사가 수학적 개념에 대한 탐구

를 위한 발판(springboards)(Borasi, 1994)으로써 학생의 오류를 사용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면,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가 학생의 오류를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학생의 오류에 대한 예비교

사의 반응이나 전략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의 논문들을 통해 여

러 번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선대칭(reflectional symmetry), 닮음

(similarity) 및 비례(proportion)와 같은 수학적 주제에서 드러난 학생들의 

오류에 대한 예비교사의 인식과 반응을 조사한 그의 연구의 마지막에, 

그가 조사한 주제 이외에 다른 수학적 주제에서 드러나는 학생들의 오류

에 대한 예비교사의 해석과 반응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 4 -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생의 오류에 대한 예비교사의 반응에 관한 연구로 

교사 교육 설계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학

생들의 오류가 빈번한 복합사건1)의 확률을 중심으로 학생의 오류에 대

한 예비교사들의 반응과 대응 양상을 관찰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복합사

건의 확률 관련 오개념과 오류 가운데 주관적인 표본공간

(subjective-sample-space) (Chernoff, 2009)을 구성한 후  갖게 되는 표본

공간의 대칭성 가정 오개념과 이에 따른 잘못된 수학적 확률 적용 오류

에 초점을 맞춘다. 본 연구는 이를 만족시키는 과제로 Fischbein & 

Schnarch(1997), Lecoutre & Durand(1988), Vidakovic(1998), Speiser & 

Walter(1998), Pratt(2000)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동일한(구별 불가능한) 

(공정한)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두 눈의 합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는 문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과제를 통해 먼저 예비교사의 복합사건의 확률 관련 지식을 알

아본다. 그 다음으로 복합사건의 확률 관련 과제에서 오류를 범한 한 가

상의 학생(이하 지혜)의 주장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대응 양상을 알아본

다. 마지막으로 더불어 예비교사가 지닌 지식과 그들의 대응 방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먼저 제 Ⅱ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서술한다. 일단 오개념과 오류의 

의미 및 종류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한다. 이어서 오류에 대한 예

비교사들의 대응양상을 분석하기 위한 두 가지 분석틀, 개념적 지식 및 

절차적 지식과 학습자 중심 접근 및 교수자 중심 접근에 대하여 소개한

다. 마지막으로 확률 관련 오개념 및 오류와 관련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

봄과 동시에 수학과 교육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제 Ⅲ장에서는 연구 방

법 및 절차에 대해 기술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세 가지 연구 문

제 각각에 대한 연구 방법을 서술할 것이다. 제 Ⅳ장에서는 이론적 배경

1)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복합사건은 독립적인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
우이다. 이는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조건부확률 및 확률의 곱셈정리와 관련한 
복잡한 내용에 무게를 두지 않기 위함이며, 동시에 순서(order)가 고려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을 연출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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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토대로 복합서건의 확률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지식을 분석할 것이다. 

이어서 제 Ⅴ장에서는 복합사건의 확률과 관련하여 학생이 범한 오류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대응양상을 분석하고, 제 Ⅵ장에서는 예비교사들이 

지닌 복합사건의 확률에 대한 지식과 학생이 범한 오류에 대한 그들의 

대응 양상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 Ⅶ장에서

는 본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시사점 및 제한점을 서술할 것이

다.   

2. 연구 문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복합사건의 확률과 관련한 예

비교사들의 지식 및 학생의 오류에 대한 그들의 대응 방식, 그리고 예비

교사가 지닌 지식과 그들의 대응 방식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1.예비교사들이 복합사건의 확률에 대해 갖고 있는 지식은 어떠한가?

2.예비교사들은 학생이 범한 복합사건의 확률 관련 오류에 대해 어떻

게 대응하는가?

3.예비교사들이 지닌 복합사건의 확률에 대한 지식과 학생이 범한 오

류에 대한 그들의 대응 양상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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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오개념과 오류의 의미 및 종류

1.1. 오개념과 오류

1.1.1. 오개념과 오류의 정의 

수학 영역에서 오개념과 오류의 정의는 학자에 따라, 연구 방법에 따

라, 연구 주제에 따라 다양하다. Confrey와 Lipton(1985)은 그들의 연구에

서 수학적 오류를 학생들이 수학에서 사용하는 개념 중 그 의미를 수학

적 개념과 다르게 사용할 때 나타나는 바르지 못한 논리적 과정으로 정

의하였으며, 수학적 오개념을 오류의 체계적인 패턴을 생산하는 학생들

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최지선(2003)은 ‘대안적 개념’ 또는 ‘선개

념’을 수학 학습 이전에 학생들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나 이전의 수학 

학습을 통해서 나름대로 형성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오개념’을 학생 

스스로가 형성한 대안적 개념이 수학적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그 

대안적 개념을 뜻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오류’는 수학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잘못된 계산, 추론, 정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학생의 

대안적 개념이나 오개념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나타나는 학습 결과를 나

타내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김부미(2006)는 수학적 오개념과 오류를 

개념 변화와 개념 성장에 필수적인 학생들의 개념으로 보고 새롭게 정의

하였다. 먼저‘수학적 오개념’은 수학적 개념과 일치하지 않거나 제한

된 영역에서만 성립하여 새로운 수학적 지식을 학습할 때 인지 갈등을 

일으키는 선행 지식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수학적 오류’는 수학 학

습을 할 때 학생의 오개념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나타나는 학습 과정과 

결과로 정의하였다. 그밖에 김민경(2008)은 수학적 오개념을 학습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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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후에 형성되어 있는 인지 구조 속에 내면화된 현재의 지식 중 수

학적 개념의 정의와 일치하지 않거나 제한된 영역에서만 성립하는 지식

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수학적 오류는 수학 학습을 할 때 학생의 오개념

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나타나는 학습 과정의 결과로 정의하였다. 

1.1.2. 오개념과 오류에 대한 선행연구

최지선(2003)은 중등학교 수학 학습에서 나타나는 오개념의 특성과 오

개념이 형성되는 원인을 인식론적인 원인과 교수학적인 원인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고찰하였다. 나아가 오개념의 변화를 위한 수학 학습 지도 문

제에 대하여 고찰하고 오개념을 교정하기 위한 학습 지도 방법으로 순환

학습 모형과 개념교체 모형을 소개하였다. 김부미(2006)는 그의 연구에서 

수학적 오개념과 오류에 대한 용어 및 특성을 분석하고 수학 학습 과정

에서 오개념과 오류가 나타나는 공통되고 핵심적인 기제를 인지심리학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수학적 오개념으로 인해 나타나

는 수학적 오류를 신 피아제 이론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그런 다음 

Demetriou 등의 경험적 구조주의(Demetriou et al, 1993)를 바탕으로 수

학적 오류를 분류할 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련의 오류 분류 기

준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일차함수 활용단원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이 실제 수업상황에 적

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학적 오개념과 오류를 기반으로 학

습자의 개념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키는 지도 방안을 제시한 후 그 실제

에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였다. 김민경(2008)은 그의 연구에서 미분 개념

에 대한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의 오개념을 조사하고 이에 비추어 교

과서를 분석하였으며, 오개념의 원인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부분들

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나아가 메타인지(김수미, 1996) 활성화 방안을 통

하여 학생들의 오개념 수정을 시도하였다. 최주연(2011)은 학생들이 용어

를 통해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개념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이러한 오개념의 의미 및 오개념 형성의 원인을 살피고 오개념이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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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와 어떻게 다른지 조사하였다. 더불어 기존 연구 중에서 용어로부

터 오는 오개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아보았다. 

  

1.1.3. 학습자에 대한 지식으로서의 오개념과 오류 

Fennema & Franke(1992)가 제시한 교사 지식에 관한 모델의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사 지식의 구성 요소로는 수학에 대한 지식

(content of mathematics), 교수법에 대한 지식(pedagogy), 학습자의 인지

에 대한 지식(learner's cognitions)을 꼽을 수 있다. 특히 Shulman이 제시

한 교사지식의 세 가지 범주(SMK, PCK, CK)는 하위 지식들 간의 경계가 

분명하지 못하고 PCK내에 교과나 교수 내용지식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일면서(Graeber & Tirosh, 2008) 조금씩 수정되었는데, 그 중 

Shulman이 제시한 PCK 내의 한 부분이었던 학생이해지식이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안선영과 방정숙(2006)에 따르면 PCK는 최근 들어 학습자의 

입장을 더 많이 고려하여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교과내용을 표현

하고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 학습자의 개념과 사전 개념에 대한 지

식, 학습자의 오개념을 다루기 위한 전략에 관한 지식으로 정의된다(안

선영, 방정숙, 2006: 27에서 재인용). 또한 민윤(2001)은 특정 영역의 학

습을 어렵거나 쉽게 이해하는 방식과 다양한 배경변인을 지닌 학습자들

이 학습 상황에서 가져오는 선개념 내지 오개념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는 

것으로 PCK를 정의하기도 하였다. 최승현(2007)은 그의 연구에서 학생 

이해에 대한 지식 안에 학생의 오개념 및 난개념에 대한 지식과 학생 인

지 수준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였다. 특히나 학생의 오개념 및 난개념에 

대한 지식은 구체적으로 ‘교과내용을 학습할 때 학생들에게 오개념과 

난개념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교사들이 갖고 있는 

지식’ 및 ‘학생들의 오개념과 난개념을 교수·학습과정에서 어떻게 활

용할 것인지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였다. Ding(2008) 역시 학습자들의 

학습에 대한 어려움과 관련한 지식을 토대로 학생 학습과의 연결을 꾀하

는 학생이해지식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였고, Akkoҫ, Yesildere 와 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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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mantar(2007) 또한 학생에 대한 이해와 오개념에 대한 교사의 지식이 

PCK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밖에 Saenz(1998)는 

학생들의 사전 직관에 존재하는 오개념을 기초로 수업한 결과 논리적인 

추론 결과에 반하는 확률 문제에 바른 대답을 한 학생들의 비율이 현저

히 높아졌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한편 위의 연구들과 비슷한 관점

에서, Pratt(2005)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간주해

야 할지에 관해 언급하였다. 그는 학생들이 가진 선행지식이 새로운 지

식과 공존한다고 보았다. 또한 학생들의 오개념이 규범적인 관점의 몇 

가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전형적으로 소박한 생각들이라고 생각하였

다. 더불어 그것들이 새로운 지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 나은 학

습을 위한 유용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1.2. 수학 용어 및 기호와 관련된 오류

수학 교수·학습에서 수학용어와 기호는 개념이해와 문제해결 및 의사

소통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최주연, 2011). 수학용어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분류되었다. 박교식(1998)은 일상용어가 수학적인 맥

락에서 사용될 때 그것을 수학용어로 보았다. 또한 박교식, 임재훈(2005)

은 어떤 용어가 수학적 실재물(entity)을 나타낼 때 그 용어를 수학용어

라고 하였다. Nakahara(1994)는 수학에서 있을 수 있는 표현을 실제적 

표현, 조작적 표현, 그림 표현, 언어적 표현, 기호적 표현 등으로 분류하

였으며, 고정화(1999)는 중등 수학에서 나오는 수학용어들을 실제 세계의 

구체적인 참조물을 가진 용어, 구체적 대상에 수행될 수 있는 행동 용

어, 언어적 실재에 의존하는 용어, 수학 내적 용어에 수행될 수 있는 용

어, 단어가 조합되어 이루어진 용어 등으로 분류하였다. 그밖에 한대희

(1998)는 수학용어의 성격을 일상용어와 전문용어, 의미성과 규약성, 일

관성, 이름과 의미, 개념과 개념 이미지, 번역과 qwerty효과의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여기서 수학용어의 일관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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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Skemp(1971)의 기호와 개념(최주연, 

2011에서 재인용)

르면 수학용어는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즉 앞뒤의 내용을 잘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사

한 관점에서 Skemp(1971)는 기호의 기능 중 하나로 의사소통을 들면서 

각각의 기호가 한 가지 아이디어만을 표현해야 한다는 규칙을 언급하였

다. 즉 하나의 기호에 여러 가지 개념이 대응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

다. 아래 그림으로 이에 대한 이해를 더할 수 있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의미(연결된 개념)인데 각각의 기호가 오직 하나의 

의미를 가질 때, 그것이 선택하는 이점이 있다고 하였다. 

한편 기호학의 창시자인 Saussure와 Peirce는 각각 기호를 이원적 구조

와 삼원적 구조로 보았다. 먼저 Saussure(1916)는 기호를 사물과 명칭의 

결합 대신, 개념과 청각 영상의 결합으로 보았는데, 구체적으로 기호를 

서로 나누어질 수 없는 기표(signifiant)와 기의(signifié)의 단위로 생각하

였다. Saussure에게 기호는 기표와 기의의 양면성을 지닌 양가적인 것이

고, 지시체인 대상은 배제되었다. 반면에 Peirce(1977)는 기호가 가리키는 

것이 존재하며 그 대상을 해석하는 해석체(interpretant)를 중요하게 여겼

다. Peirce에게 기호는 Saussure가 생각했던 것처럼 개념과 청각 영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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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가 아니고 대상체(referents; object), 표현체(sign; representamen), 해

석체(interpretant)의 삼원적인 요소를 가진 것이다. 감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표현으로 기호를 나타낸 것이 표현체라면, 표현체가 대신 표현하고 

있는 것이 대상체이고 표현체를 통해 떠오르는 것이 바로 해석체이다. 

일반적으로 기호를 이해할 때 대상체와 해석체가 동일하게 해석된다면, 

수학 언어는 바르게 해석된 것으로 볼 수 있다(김선희, 2004). 한편, 수학 

학습 과정에서 새로운 기호를 만들거나 기존의 기호를 선택하여 사용하

는 것은 대상체를 해석하여 표현체로 나타내는 기호화에 해당하며, 학습 

상황에서 학습자가 표현체를 보고 그 대상체를 해석체로 해석하는 것은 

해석화에 해당한다(김선희, 2004).

수학학습에 있어 이러한 기호가 바르게 기능하지 못하면 오류가 발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정화(1999)는 그의 연구를 통해 학교수학의 언

어적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바르지 못한 기호의 사용이 학생들로 하여금 

빈번하게 오류를 발생시킨다고 하였다. 그는 기호의 문제를 이름과 그 

지시하는 실체를 혼동하는 경우, 특정한 표현만을 사용하여 기호의 임의

성의 훼손되는 경우, 기호가 심리적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 기호의 일관

성이 적은 경우, 대수적 표현과 기하학적 표현을 무분별하게 혼용하는 

경우 등 다섯 가지로 나누고 교수와 학습 상황에서 이에 대한 주의를 요

하였다. 또한 박선화(1998) 역시 Hiebert 와 Lefevre(1986)의 말을 인용하

여 기호 체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지식이 개념적 지식과 바르게 연결되

지 못할 경우, 그 지식은 곧 사라지거나 부분적으로만 기억되며, 다른 

과정들과 부적절하게 연결될 수도 있다면서 기호와 오류에 대한 관련성

에 대해 언급하였다.  

1.3. 형식적 오류와 비형식적 오류

논리적 오류(Logical Fallacy)는 추론과정에서 범하는 하나의 공통된 오

류 유형을 말하며(Curtis, 2011) 크게 형식적 오류(formal fallacy)와 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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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 오류(informal fallacy)로 나뉜다. 형식적 오류는 순전히 논리적인 형

태나 구조에 기인한 오류를 말하는데 반해 비형식적 오류는 명제의 논리

적인 구조 이외의 다른 내용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이다. 형식적 오류는 

명제논리 오류(propositional logic fallacy), 확률적 오류(probabilistic 

fallacy) 등이 있고, 비형식적 오류로는 결합의 오류(composition fallacy),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an appeal to ignorance fallacy),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hasty generalization fallacy) 등이 있다. 

형식적 오류인 명제논리 오류는 다양한 연결사의 바르지 못한 사용으

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를 말한다. 주로 사용되는 연결사로는 ‘or’, 

‘not’, ‘only if’, ‘if and only if’등이 있다. 확률적 오류는 확률론

의 형식적인 규칙을 위반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류를 말한다. 여기서 

확률론의 형식적인 규칙은 보통 확률론에서 사용하는 확률의 공리를 말

한다. 

한편 비형식적 오류인 결합의 오류는 어떤 대상의 모든 부분이 A라는 

성질을 가질 때 그 대상이 반드시 A라는 성질을 가질 것으로 생각함으

로써 발생하는 오류를 말한다. 당연히 A라는 성질은 부분에서 전체로 완

벽히 분배될 필요가 없다.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는 그것에 대항하는 증

거의 부족, 혹은 그것에 대한 증거의 부족에 근거한 어떤 명제에 대한 

주장 내지 그 명제에 대항하는 주장을 하면서 발생하는 오류이다. 일반

적으로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는 두 가지 형태를 가진다. 첫 번째는 ‘p

에 대항하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p이다.’라는 형태를 띠며, 두 번째는 

‘p에 대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p가 아니다.’라는 형태를 띤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는 대표하지 못하는 표본(unrepresentative sample)의 하위

유형이고 대표하지 못하는 표본은 다시 빈약한 유추(weak analogy)의 한 

하위요소이므로 이를 순서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일단 빈약한 유추는 

두 대상간의 관계가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둘을 강하게 연결시키는 오

류를 말하고 이의 하위요소인 대표하지 못하는 표본(unrepresentative 

sample)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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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 S의 N%는 특성C를 갖는다.

(여기서 S는 모집단 P의 대표하지 못하는 표본이다).

따라서, 모집단 P의 N%는 특성C를 갖는다.

<표 Ⅱ-1> 대표하지 못하는 표본 오류의 개념

 

그리고 이러한 대표하지 못하는 표본의 하위요소인 성급한 일반화의 오

류는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너무 작은 표본에 근거하여 모집단에 대해 일

반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이다. 만약 모집단이 불균일

(heterogeneous)하다면 표본은 모집단의 변이성을 나타낼 만큼 충분히 

클 필요가 있다. 완벽히 균일(homogeneous)한 모집단에서 그것의 하나의 

표본은 충분히 크고, 따라서 표본의 크기에 대한 절대적인 하한(lower 

limit)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표본의 크기는 모집단의 변이성

에 직접적으로 의존한다. 다시 말해 모집단이 더 불균일할수록, 더 큰 

표본이 요구된다(Curtis, 2011). 

1.4. 이용가능성 휴리스틱(availability heuristic)

심리학자 Tversky와 Kahneman(1974)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떻게 확률을 추측하는지에 관심을 가졌다. 그들은 그들의 연구에서 사

람들이 확률을 계산하고 가치를 예측하는데 필요한 복잡한 절차를 더 단

순한 판단연산으로 가볍게 바꾸어주는 일련의 제한된 휴리스틱(heuristi

c)2) 원리들에 의존하며 이는 상황에 따라 심각하고 체계적인 오류를 수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에 대한 예들 가운데 하나로 이용가능성

(availability) 휴리스틱을 언급하였다. 이용가능성 휴리스틱에 대한 개념

2) 휴리스틱(heuristic)은 ‘추단법’(이영애, 2001), ‘주먹구구식 방법’(안서원, 
2000) 등으로 번역되나, 연구자는 이들 모두 휴리스틱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본 연구에서는 ‘휴리
스틱’이라는 어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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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음과 같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쉽게 예제들을 가져올 수 있는 정도

에 따라서 어떤 부류의 빈도수나 사건의 확률을 평가하는 상황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주변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을 회상

함으로써 중년의 나이에 있는 사람의 심장마비에 대한 위험을 평가할지

도 모른다. 유사하게, 어떤 사람은 그것이 만나게 될 다양한 어려움을 

상상함으로써 어떤 주어진 사업의 성공 여부를 평가할지도 모른다. 이러

한 판단 휴리스틱이 바로 이용가능성 휴리스틱이다. 이용가능성 휴리스

틱은 보통 다수의 부류의 예제가 빈도수가 적은 부류의 예제보다 더 잘, 

그리고 더 빠르게 회상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빈도수나 확률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유용한 증거가 된다. 그러나 이용가능성 휴리스틱은 

빈도수나 확률 이외의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결과적으로, 이

용가능성 휴리스틱에 대한 의존은 여러 편향(bias)을 야기한다. 이용가능

성 휴리스틱으로 인한 편향에는 크게 예제의 회수가능성에 의한 편향

(Biases due to the retrievability of instances), 조사 집합의 유용성에 의

한 편향(Biases due to the effectiveness of a search set), 이미지화 용이

성에 의한 편향(Biases of imaginability) 등이 있다. 먼저 예제의 회수가

능성에 의한 편향은 어떤 집단의 크기를 판단할 때 그것의 예제들이 쉽

게 회수되는 집단을 그렇지 않은 (동일한 크기의) 집단보다 더 큰 것처

럼 보는데서 야기되는 편향이다. 다음으로 조사 집합의 유용성에 의한 

편향은 말 그대로 조사 집단(search set)이 더 유용한 경우를 그렇지 않

은 경우보다 더 큰 것으로 보는데서 야기되는 편향이다. 마지막으로 이

미지화 용이성에 의한 편향은 예제를 기억할 수 없는 어떤 집단을 평가

할 때 이미지화하기 더 쉬운 집단을 그렇지 않은 집단 대신 예제로 구성

한 후 크기나 확률을 예측하는데서 야기되는 편향이다(Tversky & 

Kahneman, 1974).

1.5. 특성 대체 모형(attribute substitu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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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ersky와 Kahneman(1974)의 연구에서는 주로 대표성 휴리스틱과 이

용가능성 휴리스틱에 초점을 두었으며, 또한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사고

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특별한 휴리스틱과 특정 문맥에 대한 제한은 

대체로 임의적이었다. 이에 Kahneman과 Frederick(2002)은 그들의 연구

에서 휴리스틱의 개념에 대해 재고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판단은 한 개

인이 하나의 판단 객체의 어떤 특정한 대상특성(target attribute)을 마음

속에 더 쉽게 가져올 수 있는 그 객체의 또 다른 성질-곧 휴리스틱 특성

(heuristic attribute)-로 대신하여 평가할 때, 하나의 휴리스틱에 의하여 

중재되어진다. 또한 많은 판단들이 특성 대체(attribute substitution)의 과

정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들이 주장한 새로운 모형의 결과는 휴리스틱에 대한 이전 결과와 다

르다. 새로운 연구에서 ‘휴리스틱’은 두 가지 관점에서 새롭게 정의되

어진다. 먼저 명사로써 그것은 인지적인 과정을 말한다. 또한 ‘휴리스

틱 특성’이라고 사용되는 형용사로써 그것은 일련의 특정한 판단에서 

일어나는 ‘대체’를 명시한다. 한편, 대상 특성과 휴리스틱 특성은 당

연히 다르기 때문에 ‘대체’의 과정은 불가피하게 체계적인 편향을 가

져온다. 

2. 학생들의 오류에 대한 교사들의 대응 양상

2.1. 교사에게 필요한 지식

2.1.1. 내용지식(CK) 및 교과 내용 지식(SMK)

Shulman(1986)은 그의 연구에서 교사 지식에 대한 관점을 세 가지로 

기술하였다. 그것은 곧 내용지식(Content Knowledge), 교수학적 내용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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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 가운데 내용지식은 교사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자체의 지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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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과 구조를 말한다. 다른 주제 영역에서, 지식의 내용 구조에 관해 토

론하는 방식은 다르다. 내용지식에 대해 바르게 생각하는 것은 한 영역

의 사실이나 개념에 대한 지식을 넘어서기를 요구한다. Shulman(1986)에 

따르면 교사는 단순히 학생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해서는 안 된다. 교사

는 왜 특정 명제가 보장되어질 수밖에 없는지, 왜 그것이 가치가 있는

지, 그리고 그것이 다른 명제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한다. 또한 교사는 왜 특정 분야의 어떤 주제는 중점적인 위치

를 차지하는데 반해, 다른 어떤 주제는 다소 주변에 위치하는지에 대해

서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 Shulman의 이론은 특정

분야에만 국한하여 주장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수학교과에도 그대로 적

용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수학교사들의 교수를 위한 수학적 지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최근 들어 교사에게 필요한 수학적 지식을 실증적으

로 ‘측정’하는 일의 필요성을 느낀 Ball 등은 교사에게 필요한 수학적 

지식(Mathematical Knowledge for Teaching: 이하 MKT)을 정의하였다

(Ball et al., 2008). 그는 MKT를 교과 내용 지식(Subject Matter 

Knowledge: 이하 SMK)과 내용 교수 지식(PCK)로 구분하였다. 또한 SMK

를 좀 더 세분화하여 일반 내용 지식(common content knowledge), 전문

화된 내용 지식(specialized content knowledge), 그리고 지평 내용 지식

(Horizon content knowledge)으로 분류하였다.

2.1.2. 교수학적 내용지식(PCK)

Shulman(1986)은 앞에서 말한 내용지식 이외에 교수학적 내용 지식(이

하 PCK)을 강조하였다. PCK는 교과내용에 대한 지식(CK) 그 이상의 가

르치기 위한 지식을 말한다. PCK는 무엇이 특정 주제에 대한 학습을 어

렵게 하는지, 다른 연령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특정 수업에서 가져오

는 개념과 선개념들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다. 만약 그러한 선개념들이 

오개념들일 경우 교사는 학습자의 이해를 재조직하기에 적절한 일련의 

전략들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Shulman은 말한다. 이러한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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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사의 PCK는 그들이 학생들이 범한 오류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와 

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Son, 2010a). 한편 Shulman의 개념을 수학 영역

의 특수성에 맞게 변형한 Ball et al(2008)은 MKT의 한 요소로 PCK를 생

각하였다. 그들은 PCK를 다시 세분화하였는데, 내용과 학생에 대한 지식

(knowledge of content and students), 내용과 교수에 관한 지식

(knowledge of content and teaching), 내용과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

(knowledge of content and curriculum)이 그 요소이다. 내용과 학생에 대

한 지식은 학생에 대한 것과 수학에 관한 것이 결합된 형태의 지식이다. 

내용과 학생에 대한 지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한 수학적 내용

에 대한 학생들의 일반적인 개념 또는 오개념을 파악하는 것이다(김경

희, 2013). 내용과 교수에 관한 지식은 가르치는 것과 수학에 대해 아는 

것이 결합된 형태의 지식 영역이다. 수학을 가르칠 때 어떤 생각열기를 

선택할지, 어떤 언어나 비유가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주는지 아는 것으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는 지식

이다. 내용과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은 Shulman이 PCK에 포함한 것이기

는 하나, Ball 스스로도 자신의 분류에서 내용과 교수에 대한 지식에 속

하는지, 여러 범주에 걸쳐 있는지, 독자적인 범주를 갖는지 확실치 않다

고 말하고 있다(Ball et al, 2008).

이렇듯 Shulman과 Ball 등을 통해 PCK의 개념이 정립되면서 국내외로 

교사의 PCK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특히나 교사들의 

부족한 PCK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었다. Leu(1999)는 분수에 있어

서 학생들의 인지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를 연구했는데, 그 안에서 학생

의 능력에 대한 교사의 판단과 학생의 실제 수행능력이 일치하지 않는다

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Nathan과 Koedinger(2000)는 그들의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문제 해결 전략이 교사들에 의하여 예측된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학생의 어려움에 대한 교사들의 정확한 지

식이 요구됨을 강조하였다. 한편 송근영, 방정숙(2008)은 그의 연구에서 

교사의 PCK가 부족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예비교사교육의 부족함을 지

적하였던 한운성(2004), Passe(1995)등의 연구를 소개하면서 교사의 P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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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비교사 때부터 잘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예비교사

들의 부족한 PCK를 드러내주었던 Ball(1990), Stacey et al(2001), Tirosh 

2000) 등의 연구를 소개하면서 예비교사의 PCK를 신장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2.2. 개념적 지식(conceptual knowledge)과 절차적 지식(procedural 

knowledge)

과거 여러 연구자들을 통해 개념과 절차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Hiebert and Lefevre, 1986; Rittle Johnson & Alibali, 1999). Hiebert 와 

Lefevre(1986)는 개념적 지식을 관계들 안에서 풍성한 지식이며, 지식의 

하나의 연결망으로써, 연결되어 있는 관계들이 정보의 별개의 조각들만

큼 중요한 하나의 구조망으로써 생각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더불어 관계들은 정보의 모든 조각들이 몇 개의 구조망에 연결될 수 있

도록 개별적인 사실과 명제들에 만연해있다고 하였다. 반면 절차적 지식

은 두 가지 종류로 설명하였는데, 하나는 체계의 개별적인 상징들과 받

아들여지는 상징의 배열들에 대한 통사적인 관습들에 대한 익숙함이고 

다른 하나는 수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들의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Rittle-Johnson과 Alibali(1999) 역시 그의 연구에서 

개념적 지식(conceptual knowledge)과 절차적 지식(procedural knowledge)

을 정의하였는데, 개념적 지식은 어떤 한 영역을 지배하는 원칙들이나 

그 영역의 지식들의 조각들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명시적이거나 암시

적인 이해를 의미하는 반면 절차적 지식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연속체를 의미한다.

한편 개념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 개념을 자신의 연구에 이용하거나 나

아가 수학의 특정 영역에 대한 분석의 틀로 사용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Son(2010, 2013)은 선대칭과 도형의 닮음을 주제로 한 그의 연구를 통해 

예비교사들이 학생들의 개념적인 오류를 다룰 때 절차적인 지식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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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밝혀내었다. Even과 Markovitz(1993)은 함수를 주제로 한 그들

의 연구를 통해 학생의 능력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가 부적절하며 학생들

의 대답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이 절차를 너무 강조한다는 것을 발견하였

다. Watson(2001)은 확률과 통계를 주제로 한 그의 연구를 통해 확률 지

도가 대부분 계산과 관련한 절차적 지식의 측면에서만 수행되며 확률 개

념과 관련한 지식이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밖에 국내

에서 최승현·황혜정(2008)은 PCK를 범주화한 그들의 연구에서 대부분의 

교사들이 실제 수업 현장에서 정형화된 절차를 연습하는데 그치고 있다

고 언급하였다.

2.3. 학습자 중심 접근(learner-centered approach)과 교수자 중심 

접근(teacher-centered approach)

여러 연구자들이 학습과 교수에 있어서 학습자 중심(Learner-centered)

과 교수자 중심(Teacher-centered)의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

다(Huba and Freed, 2000; Allen, 2004; Son, 2010b). Huba와 Freed(2000)

에 따르면 교수자 중심 패러다임에서 지식은 교수자에서 학습자로 전달

되는 것이지만, 학습자 중심 패러다임에서는 학습자가 정보를 모으고 합

성함으로써 지식을 구성한다. 또한 교수자 중심 패러다임에서 강조점은 

바른 답을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교수자 중심 패러다임에서 강조점은 오

류로부터 더 나은 질문과 학습을 달성하는 것이다. 더불어 교수자 중심 

패러다임에서는 단지 학생들만 학습자로서 여기지지만 학습자 중심 패러

다임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가 함께 배운다. Allen(2004) 역시 교수

를 교수자 중심과 학습자 중심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징을 서술하였다. 

교수자 중심 교수에서 학생들은 듣고 읽고 독립적으로 배운다. 그러나 

학습자 중심 교수에서 학생들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새로운 학

습을 통합함으로써 지식을 구성한다. 교수법에 있어서 교수자 중심은 정

보를 전달하는 것에 기초하지만, 학습자 중심은 학생들의 참여에 기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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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on(2010b)은 학생들의 오류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반응을 조사하면서 

학생들에게 말하고 설명하는(telling and explaining) 방법을 주로 사용하

는 교사들의 접근을 교수자 중심 (teacher-focused)접근으로 보았으며, 

학생을 활동에 참여시키고 질문하는(engaging student in activities or 

questions)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 교사들의 접근을 학습자 중심

(student-focused)접근으로 보았다.

2.4. 중추-연결 예제(pivotal-bridging example)

개념적 변화(conceptual change)라는 용어는 학습될 새로운 정보가 보

통 (학습자의) 매일의 경험에 근거하여 얻어진 학습자의 사전 지식과 갈

등을 일으킬 때 획득되어진 학습의 한 종류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어진

다(Vosniadou and Verschaffel, 2004). 보통 개념적 변화의 관점은 정보와 

경험 사이의 갈등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그러나 정보는 꼭 새로운 것일 

필요는 없으며 새롭게 깨달아진 것이거나 새롭게 의도되어진 것이어도 

된다.  

한편 피아제의 연구는 인지적 발달에 대한 균형의 중요성을 개관하였

다(Zazkis and Chernoff, 2008). Zazkis 와 Chernoff(2008)에 따르면 인지

적 갈등(Cognitive conflict)은 교수학적인 상황이나 학습자의 인지적 발달

을 언급할 때의 비평형상태와 유사한 개념이다. 인지적 갈등은 학습자가 

그의 생각과 모순되는 것이나, 일치하지 않는 것과 마주칠 때 발생한다. 

학습자들은 갈등을 일으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생각들의 공

존이 인식되지 않을지도 모르며 따라서 부조화를 만들지 않을지도 모른

다. 그러나 생각들의 비일관성은 하나의 잠재적인 갈등(potential conflict)

을 나타내고, 이는 보통 교수학적인 상황에서 정확히 일깨워질　때 인지

적 갈등이 된다. 인지적 갈등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오개념을 치료하기 

위한 바람직한 교수학적 전략이다(Ernest, 1996). Bell(1993)은 오류가 어

떤 오개념으로부터 나올 때, 갈등을 노출시키고 학습자가 해결책을 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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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돕는 것은 적절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잠재적인 갈등이 

인지되었을 때 어떻게 학생들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다(Zazkis and Chernoff, 2008). 이에 따라 Zazkis 와 Chernoff은 

그의 연구에서 갈등의 해결에 대한 하나의 가능한 수단으로써 중추-연결

예제(pivotal-bridging example)의 개념을 소개하였다. 

Zazkis와 Chernoff(2008)에 따르면 반례의 사용은 학습자로 하여금 인

지적 갈등을 초래하게 하여 교수활동에서 강력한 교수전략이 된다. 그러

나 학습자가 갈등에 직면하거나 갈등을 인지하지 않고 모순되는 생각을 

지닐 수 있다. 마찬가지로, 반례가 인지적인 갈등을 초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간단히 무시되거나 예외로 여겨질지도 모른다. 여기서 필

요한 개념이 중추 예제(pivotal examples) 개념이다. 어떤 예제가 학습자

의 인지적 지각이나 문제 해결 접근에 있어 터닝포인트(turning point)를 

만들어준다면 중추적이다. 그러한 예제들은 갈등을 일으키거나 그것을 

해결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중추 예제들은 학습자가 개념적인 변화로

써 언급된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예들이다((e.g. Tirosh and 

Tsamir 2004; Vosniadou and Verschaffel, 2004). 중추 예제가 갈등 해결

을 도울 때 그것을 중추-연결 예제(pivotal-bridging example)  혹은 간단

히 연결 예제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 그 예제는 학습자의 초기 생각과 

적절한 수학적 개념을 이어주는 다리(bridge) 역할을 한다(Zazkis & 

Chernoff, 2008). 

3. 확률 관련 오개념 및 오류 

3.1. 일반적인 확률 관련 오개념 및 오류

3.1.1. 결정론적 관점(deterministic view)이 유발하는 오류

Stohl(2005)은 그의 연구에서 교사들이 확률을 가르치고 배울 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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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동전을 99번 던졌는데 99번 모두 앞면이 나왔다. 다시 동전을 던졌을 때 앞

면이 나올 가능성과 뒷면이 나올 가능성 중 어떤 것이 더 높겠는가?”

정론적인 관점’을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결정론적인 관

점은 쉽게 설명하면 확률을 확률론(probability theory)적인 시각에서 바

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확률론은 수학의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결정된 

절차와 구조가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확률은 이와 성격이 좀 

다르다. 확률은 어디까지나 실세계 현상과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 수학시험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왔다고 하자. 

결정론적 관점에 익숙한 대부분의 학생은 시험지에 “그럼에도 불구하

고 두 가지 경우의 확률은 동등하다.”라고 적을 것이다. 그러나 그 학

생이 내기를 하는 상황이었다면 그는 주저 없이 “앞면에 걸겠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확률론과 확률은 다분히 차이가 존재한다. 다만 우리

가 사는 실세계가 본질적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특정 확률을 계산할 

때 고전적인 라플라스의 확률을 이용할 수는 있다. 결국 주사위의 한 점

이 나올 확률을 예로 들자면, 수학적 확률을 통해 계산된 

은 단지 우

리가 알지 못하는 실제 확률의 추정값(estimate)이라고 볼 수 있다(Stohl, 

2005). 또한 그는 계속해서 고전적인 확률 이외에 실세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경험적 확률을 통해 계산한 실험적 결과의 불확실성 때문에 

교사들이 결정론적 관점을 더 선호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상

황에 있어서, 고전적인 접근과 경험적인 접근 모두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만이 다양한 오개념을 피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다. 

한편 Chernoff(2011)은 ‘결정론적 관점’ 대신 ‘플라토닉(platonic)’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플라토닉은 이상적인 것(idealism)을 의미하는 

것이고, Stohl이 설명한 ‘결정론적인 관점’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다. 

동전을 던지는 것을 예로 든다면, 던지는 행위가 완벽히, 독립적으로, 동

일하게 반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원순열 문제를 이해할 때 원탁은 

구별 불가능해야 하며, 주변에 그 어떤 물체도 존재해서는 안 되며, 심

지어 태양 또한 원탁의 정 중앙 위 꼭대기에서 빛나고 있는 것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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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서 그는 플라토닉과 대조적인 개념을 나

타내는 것으로‘맥락적(contextualized)’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는 

실제적인 것(pragmatism)을 의미하는 것이고, Stohl이 설명한 ‘경험적인 

접근’과 유사한 개념이다. Chernoff은 확률 연구에 있어서 플라토닉 관

점이 지배적이며 이것이 문맥의 부재를 수반한다고 주장하였다.

확실히 현실에 대한 반영 없이 결정론적 관점, 혹은 플라토닉 관점에

만 매몰될 경우 다양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Konold(1989)가 언급한 

‘결과접근(outcome approach)’이 이에 대한 좋은 예이다. 그의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어떤 사건의 가능성을 묻는 문제에 대해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의 여부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

고 이러한 결정론적 관점을 가진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다(yes)’와 

‘그렇지 않다(no)’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50% 가능성을 사용하였

다. 남주현(2007)의 연구 역시 결정론적 관점의 맹점을 드러내어 준다. 

예를 들어 ‘1:9와 3:7인 승률게임에서 어떤 게임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

적인가?’와 같은 질문을 받았을 경우, 결정론적인 시각에 매몰되면 두 

게임 모두 상금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참이기 

때문에 두 게임 중 하나를 고를 수가 없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1930년대 

이후 결정론적 세계관이 쇠퇴하고 우연의 법칙이 그 자리를 차지하였으

며 이러한 세계관의 변화가 그 어떤 변화보다 혁명적인 것이었음에도 불

구하고(Hacking, 1987), 여전히 확률을 다루는 다수의 교수자와 학습자에

게 결정론적 관점에 대한 지나친 믿음이 존재하며 이는 다양한 오류를 

발생시킨다.   

3.1.2. 비율(proportion)과 공정함(fairness)

비율은 절대적 크기에 관한 개념이 아니고 상대적 크기와 관련된 개념

이다(Lamon, 1999). 때론 절대적 크기만을 생각해도 되는 경우가 존재하

고 이 경우 비율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상대적 크기를 고려

해야 하는 상황이 있으며, 이 때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어주는 개념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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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비율이다(김수현, 나귀수, 2008). NCTM(2000)에서는 비(ratio)와 비율

(proportion) 개념이 닮음, 정비례와 반비례, 그래프의 기울기, 상대도수, 

히스토그램, 확률 등의 학습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또한 교사들

은 학생들이 상대도수 히스토그램에 대한 비율 추론을 통하여 확률과 관

련지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여기서 언급한 비

율적 추론(proportional reasoning) 개념은 Piaget와 Inhelder(1975)의 연구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들의 연구는 비율적 추론의 개념이 난해하며, 

뒤늦게 발달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비슷하게 Fischbein & 

Schnarch(1997)역시 그들의 연구를 통해 비율개념이 구체적 조작기

(concrete operational stage)를 지나도 완벽하게 얻어질 수 없다고 하였

다.

한편 Watson(2005)의 연구에 따르면 공정함(fairness)에 대한 믿음은 확

률적 이해와 관계하여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일단, 만일 

어떠한 게임을 진행하는데 각각의 플레이어가 이길 확률이 동등한 경우

(50%) 그 게임은 공정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학습자들을 위해 제안

되어지는 많은 활동들이 공정함의 아이디어에 기초하지만 어떤 게임들은 

결과들이 각각의 플레이어에게 동등한 가능성을 갖지 않게 만들어져 있

을 수도 있다. 이러한 활동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확률을 결정하는데 있

어 결과들의 공간과 단순사건 혹은 복합사건과 관련된 일들을 고려할 기

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반면에 또 하나의 공정함은 랜덤 생성기(주사위, 

동전 등) 그 자체의 공정함이다. Watson(2005)은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랜덤 생성기의 공정함을 믿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그는 학생들이 모든 

주사위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어떤 숫자가 좀 더 자주 나온다

는 생각을 동시에 가지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공

정함의 개념은 확률이 상금배분의 문제(Chernoff, 2010)로부터 발전하였

음을 감안할 때 확률교육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3.2. 복합사건의 확률 관련 오개념 및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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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단순사건과 복합사건의 정의 및 선행연구

Hogg와 Tenis(1997)에 따르면 복합사건(compound events)은 A 또는 

B(A or B), A 그리고 B(A and B), 그리고 A의 여집합(complement of A)

과 같은 사건들이다. 그러나 이 용어는 또한 2단계(two-stage) 혹은 2차

원(two-dimensional) 이상의 확률실험을 언급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관점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비슷한 관점에서 볼 때 단순사건

(simple events)은 일차원 확률 실험을 말한다. 결국 복합사건을 다룬다

는 말은 결과(outcome)들의 쌍을 다룬다는 말과 같다(Polaki, 2005). 

한편 오래전부터 복합사건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Lecoutre & Durand, 1988; Tarr & Jones, 1997; Benson & Jones, 1999; 

Jones, Langrall, Thornton, & Mogill, 1999; Lecoutre, 1992; Piaget & 

Inhelder, 1951, 1975; Pratt, 2000; Polaki, Lefoka & Jones, 2000; Polaki, 

2002, 2005; Shaughnessy & Ciancetta, 2002; Speiser & Walter, 1998; 

Vidakovic, 1998; Watson & Moritz, 1998; English, 2005). Lecoutre와 

Durand(1988)은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실험을 통해 학생들이 5

와 6이 나올 확률과 둘 다 5가 나올 확률이 같다고 생각하는 소위 등확

률오개념(equiprobability bias)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Fischbein과 Schnarch(1997)은 그들의 연구를 통해 그러한 오개념이 학생

들의 연령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도 밝혀내었다. 복합

사건의 확률계산의 어려움에 대한 주장은 Shaughnessy와 

Ciancetta(2002), English(2005) 등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Shaughnessy와 Ciancetta(2002)에 따르면 12학년 학생들 1100명을 대상으

로 한 복합사건의 확률 문제를 푸는 실험에서 단지 28%의 학생만이 문

제를 바르게 해결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Polaki(2005)는 초등학생과 

중등학생의 복합사건의 확률을 다루는 능력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는 이

를 위해 그의 선행연구(Polaki, 2000)에서 개발한 확률사고틀(probability 

thinking framework)을 통해 학생들의 확률적 사고를 분석하였다. 그는 

특별히 표본공간과 사건의 확률을 중심으로 하여 수준별 학생들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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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설명하고 교수학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그밖에 Tarr 와 

Jones(1997), Moritz 와 Watson(2000), Pratt(2000) 등은 독립인 상황에서의 

복합사건의 확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3.2.2. 표본집합(sample set)과 겉보기 경우의 수(set)

표본공간(sample space)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연구문헌

을 통해 학생들이 표본공간의 모든 원소들을 결정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Jones et al, 1999). 특정 표본공간의 모든 원소

를 찾아내는 능력은 조합론(combinatorics)의 사용(Freudenthal, 1973; 

English, 2005), 휴리스틱(heuristics)의 사용(Tversky & Kahneman, 1974), 

비형식적인 추론(informal reasoning)(Konold, 1989) 등으로 설명되어왔다. 

학생들의 이러한 표본공간에 대한 불완전한 구성에 대해서, 몇몇 연구자

들은 다중 표본공간, 그리고 대안적 표본공간(multiple and alternative 

sample spaces)의 존재에 대해 토론하였다. 예를 들어 Speiser & 

Walter(1998)는 학생들이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에서 전체를 36

이 아닌 21로 보는 상황을 발견하고, 이들이 ‘비형식적인 표본공간

(informal sample space)’을 구성한다고 보고하였다. 여기에서 36과 21

이라는 숫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36은 ≠인 경우, 를 

와 다른 것으로 인식한 후 계산된 값인데 반해, 21은 를 

와 같은 것으로 인식한 후 계산된 값이다. 물론 와 를 

같은 것으로 본 이유는 두 주사위를 시각적으로 구별하지 못하였기 때문

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Bennet(1999)은 21가지를 ‘겉보기 경우의 수

(set)’라고 하였으며, 36가지를 ‘실제 경우의 수(sequence)’라고 하였

다. 겉보기 경우의 수는 원소의 종류가 중요한 개념일 뿐 순서는 무관하

나, 실제 경우의 수는 원소의 종류와 순서가 모두 중요하다.  

한편 Chernoff와 Zazkis(2011)는 학생들의 비전통적인(unconventional) 

표본공간을 설명하는데 있어 연구자들이 다른 표현(예를 들어 비형식적

인 표본공간(informal sample space), 혹은 다중 표본공간(multiple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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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였다. 공통된 용어의 부족으로 

야기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 그들은 ‘표본집합(sample set)’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표본집합은 시행에서 모든 가능한 결과들을 가진 모든 집합

이다(Chernoff & Zazkis, 2011). 여기서, 각 집합의 원소들은 동등한 가능

성을 가질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동전을 3번 던지는 시행에 대하여 집

합 S={3H0T, 2H1T, 1H2T, 0H3T}는 표본집합이 된다. 그리고 앞에서 사용

한 용어를 이용하자면 이러한 표본집합의 겉보기 경우의 수는 4가 되는 

것이다. 표본집합은 각 원소들이 동등한 가능성을 가질 필요가 없기 때

문에 라플라스의 정의, 즉 수학적 확률을 적용할 수는 없다. 그밖에, 

Chernoff et al(2011)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존의 표본공간의 벨 수(Bell 

number)3)만큼의 표본집합을 생각할 수 있다. 더불어 Chernoff(2013)은 

이러한 모든 표본집합을 모아놓은 것을 ‘메타표본공간

(meta-sample-space)’이라고 명명하였다.

3.2.3. 독립사건(independent events)

Silver(1981)는 ‘독립사건’을 확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로 보았다. Batanero et al(2005) 역시 가능성과 확률의 본질을 연구

하면서 근본적인 확률적인 개념들 가운데 하나로 독립(independence)을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독립의 개념에 있어서 확률적 개념과 직관 사이에 

복잡한 관계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본래 확률 자체가 승률게임(chance 

games)으로부터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에 대한 개념이 18세기 

중반까지 명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서술하였다. 또한 어떤 사건들

은 확률적으로 독립인 것처럼 보이나 직관적으로 독립이 아니며, 그 반

대의 경우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곱의 법칙을 이용하여 정의된 독립의 개

념이 비판을 받는다고 언급하였다. 독립에 대한 직관적인 생각과 형식적

3)벨 수(Bell number)는 n개의 원소를 가진 하나의 집합이 공집합이 아닌 부분
집합으로 분할(partition)되어질 수 있는 방법의 수이며 으로 표시한다

(Weisstei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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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의 사이의 간결한 연결을 설정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당연히 확

률 교수 상황에서 다시 벌어진다. 특히나 이는 학생들이 조건부확률을 

이해하는데 큰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결정적으로 복합사건의 확

률 계산은 그 실험이 독립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석하는 것을 필수적

으로 요구한다(Batanero et al, 2005).

한편 Tarr와 Jones(1997)은 그들의 연구에서 복합사건에서의 독립에 대

한 학생들의 이해 단계를 4가지로 구분하였으며, 그 중 마지막 단계인 

수치적 추론(numerical reasoning)단계의 학생들만이 종속과 독립의 바른 

인지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3.3. 교육과정 분석

3.3.1. 교육과정에서의 복합사건의 확률

2단계 혹은 2차원 이상의 확률실험을 의미하는 복합사건의 확률을 예

측하는 것은 중등학교에서 하나의 주요한 학습 목표이며 고등학교 학생

들에게도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능력이다(NCTM, 2000). 더불어 이러

한 지식기반이 더 복잡한 복합사건과 더 높은 학년에서 배우게 될 조건

부 확률 및 독립 사건을 포함한 다른 확률적 상황을 다루기 위한 기초로

써 작용할 것이다(Tarr & Lannin, 2005). 구체적으로 NCTM(2000)에서는 

학년별로 복합사건과 관련한 확률에 대한 개념의 중요성을 소개한다. 그

들은 그들이 제시한 6~8학년 규준 중 ‘자료 분석과 확률(data analysis 

and probability)’ 규준에서 학생들이 확률의 기본 법칙을 이해하고 적

용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체계적인 목록, 수형도, 넓이 모델과 같은 방

법을 이용하여 복합사건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

한 9~12학년 규준 중 ‘자료 분석과 확률’ 규준에서도 확률의 기본 개

념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복합사건의 확률을 계산하

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복합사건이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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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실험이나 관찰에서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다고 할 때,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 어떤 사건 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라고 하면 사건 가 일어

날 확률 는 다음과 같다.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사건 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표 Ⅱ-2> 중학교 수학2 교과서에서 확률의 정의

오지는 않으나 중학교의 경우 간단한 복합사건의 문제들이 다수 등장하

며, 고등학교의 경우 복잡한 복합사건의 문제들도 등장한다. 이는 확률 

교육과정에서 조건부 확률과 독립, 종속 등을 주요 주제로 다루는 우리

나라의 상황을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것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 

 

3.3.2.  교육과정에서의 수학적 확률

우리나라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2학년 때 ‘수학2’를 통

해 처음으로 확률을 접한다. 이어서 문과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미적분

과 통계 기본’을 통해, 이과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적분과 통계’를 

통해 확률을 다시 접한다. 중학교 ‘수학2’에서는 집합개념을 이용하여 

표본공간을 명시적으로 정의하지 않으며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라

는 표현으로 대신한다. 확률 역시 다음과 같이 직관적으로 정의한다.  

반면 고등학교 ‘적분과 통계’에서는 표본공간을 ‘어떤 시행에서 일

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으로 명시적으로 정의4)하며 동시에 

‘근원사건’이라는 용어 또한 ‘표본공간의 부분집합 중에서 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으로 정의한다. 나아가 확률 역시 ‘수학적 확률’이라

4) 표본공간의 정의 안에는 각 표본점이 나올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어야 
한다는 소위 ‘대칭성(symmetry) 가정’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음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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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공간 가 개의 근원사건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근원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

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사건 가 개의 근원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사건 가 

일어날 확률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정의한 확률을 수학적 확률이라고 한다.

<표 Ⅱ-3> 고등학교 적분과 통계 교과서에서 수학적 확률의 정의

는 용어를 사용하여 명시적으로 정의한다. ‘적분과 통계’교과서에서 

정의되는 수학적 확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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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논문의 연구 문제는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예비교사들이 복합사

건의 확률에 대해 갖고 있는 지식이 어떠한지 파악하는 것이고, 두 번째

는 예비교사들이 학생들이 범한 복합사건 확률 관련 오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비교사들이 지

닌 복합사건의 확률 관련 지식과 학생이 범한 오류에 대한 그들의 대응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각 연구 문제에 대한 연구 

방법 및 절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연구 설계

연구자는 먼저 예비교사가 지닌 지식, 학생이 보인 오류에 대한 대응 

양상 및 이 둘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문헌연구 및 예비검사를 통해 

예비교사들에게 주어질 과제1과 과제2를 선정하였다. 그 다음 서울시 소

재 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에서 개설된 확률론 수업 수강자들을 대

상으로 과제1과 과제2를 한 묶음으로 한 질문지를 통해 질문지 검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후에 예비교사의 지식과 대응 방식에 대한 구체적

이고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면담도 실시하였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 참여자로는 예비교사를 선택하였다. 학생의 오류에 대한 올바

른 대응방법은 교사의 PCK와 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으며 교사의 PCK

는 예비교사 때부터 잘 형성되어야 한다(송근영, 방정숙, 2008). 예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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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들의 대응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교사교육 프로그

램 설계에 있어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서울시 소재 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에서 

개설된 확률론 수업 수강자 44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들 대

부분은 수학교육과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년은 1학년부터 4학년

까지 고른 스펙트럼을 보여주었다. 44명의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확률

론 수업시간의 일부를 할애하여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질문지의 

과제1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오답을 제시한 예비교사 11명과 정답을 제시

한 예비교사 10명, 총 21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3. 조사도구

여기서 기술하는 조사도구는 질문지법을 위한 조사도구를 의미하며 면

담과 관련한 조사도구는 ‘4. 자료 수집’에서 함께 논한다.  

3.1. 예비 조사

본 연구에서는 사용할 질문지의 수준 및 적절성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2012년 11월 초에 서울시 소재 대학

교 부설 영재교육원 학생 19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예비조사결과

를 토대로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3.2. 본 검사 문항의 개발

본 연구에 사용하기 위해 질문지에 포함한 과제1과 과제2는 앞선 예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것이다. 예비교사들이 지닌 복합사

건의 확률 관련 지식 및 학생이 범한 오류에 대한 예비교사의 대응 양상

을 알아보기 위해 설계된 과제1과 과제2는 [부록1]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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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과제에서 ‘동일한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상황’

을 설정한 이유는 예비교사의 확률 지식에 대한 측면과 예비교사의 오류

에 대한 대응 방식에 대한 측면에서 모두 설명이 가능하다. 먼저 확률 

지식의 측면에서 보면, 실생활과 동떨어진 난해한 과제를 피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사위를 중심 도구로 선정하였다. ‘동일한’이라는 표현

을 사용함으로써 예비교사들이 표본공간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아보았으며, 좀 더 정확한 개념을 제시하기 위해 ‘동일한’ 뒤에 ‘구

별 불가능한’이라는 표현을 함께 적어 넣었다. 또한 ‘순서’의 개념을 

없애기 위해 ‘동시에’던지는 시행을 생각하게 하였다. 그리고 복합사

건의 확률이 우리 연구의 초점이므로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상황을 

설정하였다. 그밖에 각각이 동등하지 못한 가능성을 가지는 경우를 만들

어낼 수 있도록 두 주사위의 합을 구하도록 하였으며, 단순히 한 가지 

경우만 존재하여 다양한 수학적 개념을 포함하기 어려운 ‘합이 2가 되

는 경우’와 동등하지 못한 가능성을 비교할 기회를 제공하기 어려운 

‘합이 3이 되는 경우’ 대신, (1,3)과 (3,1)의 비교에 관한 물음과 {1,3}과 

{2,2}의 비교에 관한 물음을 동시에 줄 수 있는 ‘합이 4가 되는 경우’

를 구체적인 문제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대응 방식의 측면에서 보면, 

일단 ‘동일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교사와 학생이 개념적 차이

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하였다. 또한 익숙한 주사위 던지기 시행을 

통해 교사가 평소에 보여주는 반응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합이 4가 되는 경우’를 설정함으로써 (1,3)과 (3,1)의 차이, 

{1,3}과 {2,2}의 비교 등의 다양한 교수 상황이 연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4. 자료 수집

연구자는 서울시 소재 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에서 개설된 확률론 

수업 수강자 44명을 대상으로 2013년 9월 초에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

다. 예비교사들이 답안을 작성하는데 걸린 시간은 20분~30분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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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지에 대한 응답 내용을 1차로 분석한 후 과제1에서 오답을 제시한 

예비교사 11명과 정답을 제시한 예비교사 10명, 총 21명을 대상으로 면

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한 번에 한 명씩 2013년 10월 22일부터 2013년 

10월 28일까지 일주일동안 진행되었으며, 개인당 20분에서 30분 정도 소

요되었다. 면담은 기본적으로 반 구조화된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분석을 

위해 녹음 및 녹화 후 전사하였다.

면담의 목적은 예비교사의 확률 지식에 대한 측면과 예비교사의 오류

에 대한 대응 방식에 대한 측면에서 각각 기술할 수 있다. 먼저 확률 지

식의 측면에서 보면, 면담을 통해 먼저 오류를 범한 예비교사들에게서는 

그들이 오류를 범하는 과정 및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함과 동

시에 복합사건의 확률 관련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알아보고

자 하였다. 또한 오류를 범하지 않은 예비교사들에게는 그들이 진정으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정답을 도출하였는지를 알아보고자 함과 동시에 역

시 복합사건의 확률 관련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대응 방식의 측면에서 보면, 면담을 통해 오답을 제시

한 예비교사 11명에게서는 정답을 제시한 예비교사들과는 조금은 다른 

과제2에 대한 답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과제2에 대한 답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오답을 제시한 예비교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정답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위한 연구자의 설명이 그들이 새로 

기술한 과제2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오답을 제

시한 예비교사들이 면담 이후에 기술한 과제2는 정답에 대한 어떠한 설

명 없이도 스스로 정답을 이해한 2명(S9, S15)의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하

지 않기로 하였다. 한편 오류를 범하지 않은 예비교사 10명에게서는 그

들이 과제2에서 기술한 답안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대답을 얻고자 하였

다. 그밖에 과제2에서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질문지 조사를 실시한 

것의 제한점의 영역을 줄이는 것 또한 면담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

였다. 

한편, 각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담을 여러 번 수행하지는 않았

으나, 한 면담 안에서 각 연구문제에 대한 면담 방식은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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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를 범한 예비교사들만을 위한 질문>

-본인이 기술한 과제1에 대한 답안을 확인한 후 정답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오

답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본인이 과제1에서 오류를 범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공통질문>

-‘동일한’ 주사위 두 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식으로 이해하였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사전조사에서 


로 답을 기술한 한 학생의 답안5)을 보여주면서) 학생이 만든 표

본공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3}과 {2,2}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3)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학적 확률 공식을 사용할 때 왜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

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표 Ⅲ-1> 오류를 범한 예비교사들에 대한 질문내용

따라서 이를 구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4.1. 예비교사가 지닌 복합사건의 확률 관련 지식을 알아보기 위한 

면담

연구자는 예비교사가 지닌 복합사건의 확률 관련 지식을 알아보기 위

해서 면담자 21명을 ‘오답자’와 ‘정답자’로 크게 분류하고 각 집단

에 다른 질문을 제시하였다. 오답자에 대한 질문과 정답자에 대한 질문

은 각각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질문 내용은 면담양식에 넣지 않고 구두

로 질문하였다. 실전면담양식은 [부록2]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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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질문>

-‘동일한’ 주사위 두 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식으로 이해하였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사전조사에서 


로 답을 기술한 한 학생의 답안을 보여주면서) 학생이 만든 표

본공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3}과 {2,2}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3)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학적 확률 공식을 사용할 때 왜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

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표 Ⅲ-2> 오류를 범하지 않은 예비교사들에 대한 질문내용

4.2. 학습자의 오류에 대한 예비교사의 대응 방식을 알아보기 위한 

면담

연구자는 학습자의 오류에 대한 예비교사의 대응 방식을 알아보기 위

해서 면담자 21명을 다시 4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고 각각의 집단을 다

른 방식으로 면담하였다. 면담대상자들의 세부적인 분류 및 면담 방법은 

다음과 같다.  

5) [부록2]의 [면접대본2]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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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특징 명수 면담 방법

집단1
과제1에서 오답을 제시

한 집단
11

과제1을 이해시킨 후 과제2를 다시 해결

하게 한다.

집단2

과제1에서 정답을 제시

하였으나 과제2에서 학

생의 오류에 대한 진단

을 바르게 하지 못한 

집단

2

과제1과 동일한 문제를 사용했던 예비조

사에서 주관적인 표본공간을 구성한 후 

표본공간의 대칭성을 가정하고 수학적 

확률을 잘못 적용한 한 학생의 답안을 

제시한 후 과제2를 다시 해결하게 한다. 

집단3
과제2에서 수학적인 개

념이 전혀 없는 집단
3

수학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과제2를 다시 해결하게 한다.

집단4

과제1에서 정답을 제시

한 예비교사들 가운데 

좀 더 자세한 대답을 

얻기 위해 추출된 집단

5
과제2의 답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묻고 

질문에 대답하게 한다. 

<표 Ⅲ-3> 면담대상자 분류표

-과제2를 다시 작성해 주십시오.

-작성이 완료되면 면접자의 질문에 성실히 대답해 주십시오.

<표 Ⅲ-4> 면담 시 집단1에 대한 지시내용

4.2.1. 집단1에 대한 면담 방법

집단1은 오답을 제시한 예비교사들이 속한 집단이다. 이들에게는 연구

문제1을 위해 앞에서 제시한 두 종류의 질문들 사이, 즉 <오류를 범한 

예비교사들만을 위한 질문>과 <공통질문> 사이(4.1 참고)에 연구문제2를 

위해 과제2를 다시 해결하게 하였다. 구체적인 지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4.2.2. 집단2에 대한 면담 방법

집단2는 과제1에서 정답을 제시하였으나 과제2에서 학생이 오류를 범

하는 상황을 잘못 판단한 예비교사들이 속한 집단이다. 학생이 범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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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자가 나누어주는 오류를 범한 학생의 실제 자료를 보십시오.

-과제2를 다시 작성해 주십시오.

-작성이 완료되면 면접자의 질문에 성실히 대답해 주십시오.

<표 Ⅲ-5> 면담 시 집단2에 대한 지시내용

-본인의 답안에 수학적인 개념을 넣어서 과제2를 다시 작성해 주십시오.

-작성이 완료되면 면접자의 질문에 성실히 대답해 주십시오.

<표 Ⅲ-6> 면담 시 집단3에 대한 지시내용

있는 오류에 대한 지식 또한 교사가 가져야 할 지식임에는 분명하지만, 

본 연구의 과제2의 특성상 학생이 

이라는 답을 제시했다는 상황만이 

주어져 있어 예비교사들이 그렇게 된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가상 상황 설정’에 대한 첫 번째 제한점이

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연구문제1을 위해 앞에서 제시한 질문, 즉 <공통

질문> 이전(4.1 참고)에 연구문제2를 위해 예비조사에서 학생이 보인 오

류 답안([부록2]참조)을 보여준 후 과제2를 다시 해결하게 하였다. 구체

적인 지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4.2.3. 집단3에 대한 면담 방법

집단3은 과제1에서 정답을 제시하였으나 과제2에서 수학적인 개념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예비교사들이 속한 집단이다. 이들은 애초에 과제2

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르게 이해한 예비교사들로 이는 ‘가상 상황 설

정’에 대한 두 번째 제한점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연구 문제1을 위해 

앞에서 제시한 질문, 즉 <공통질문> 이전(4.1 참고)에 연구 문제2를 위해 

본인의 답안에 수학적인 개념을 넣어서 과제2를 구체적으로 다시 작성하

게 하였다. 구체적인 지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4.2.4. 집단4에 대한 면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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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4는 과제1에서 정답을 제시한 예비교사들 가운데 좀 더 자세한 대

답을 얻기 위해 선택된 예비교사들이 속한 집단이다. 이들에게는 각각의 

답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이 역시 <공통질문> 이전에 요

구되었다. 

5.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연구 문제에 따라 분석틀과 대상 등이 상이하므로 구분하

여 기술하도록 한다.

5.1. 연구 문제 1에 대한 자료 분석

연구 문제 1에 대한 자료 분석은 주로 면담참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과제1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의 예비교사가 풀이과정을 상세히 서술하지 않아 그들의 지식을 구체적

으로 판단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과제2에서 예비교사들의 지식

이 부분적으로 드러나긴 했으나 과제2는 과제의 성격 자체가 그들의 대

응 방식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다가 과제2에서 지식이 드러나

지 않은 예비교사가 실제로 복합사건의 확률 관련 특정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구 문제 1에 대

한 분석대상자는 총 21명으로 하였다. 이들 가운데 오류를 범한 예비교

사와 오류를 범하지 않은 예비교사를 각각 분석하였다. 오류를 범한 예

비교사들과 면담참여자 가운데 오류를 범하지 않은 예비교사들을 분석하

기 위해 그들이 과제1에서 기술한 답안과 전사자료, 면담 시 기록지의 

세 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복합사건의 확률과 관련하여 그들에게서 드

러난 오개념 및 오류에 대한 분석틀로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an appeal 

to ignorance fallacy), 결정론적 관점(deterministic view), 성급한 일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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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오류(hasty generalization fallacy),  특성 대체 모형(attribute 

substitution model), 이용가능성 휴리스틱(availability heuristic),  수학 용

어와 기호 개념을 이용하였다.

5.2. 연구 문제 2에 대한 자료 분석

연구 문제 2에 대한 자료 분석은 기본적으로 면담참여자와 면담제외자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다만 앞에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오답을 제

시한 예비교사들 가운데 일부를 면담하는 중에 그들을 정답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었고, 이러한 연구자의 대응이 지혜에 대한 그들의 교수 방법

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11명의 오답자 

가운데 9명은 연구 문제 2에 대한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나머지 2명

은 오개념으로 인한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님이 면담을 통해서 밝혀졌으며 

연구자의 어떠한 설명 없이도 바로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기에 연구 문제 

2에 대한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따라서 연구 문제 2에 대한 연구대상

은 총 35명이다. 한편,  면담의 목적은 예비교사들의 복합사건의 확률 

관련 지식과 더불어 그들이 과제2에서 보여준 학생의 오류에 대한 대응 

양상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이었다. 따라서 예비교사들이 그들

이 가지고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대응 방식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연구

자는 면담에서 대응 방식과 관련한 개인적인 의견을 최대한 배제하고, 

예비교사들의 생각을 듣는데 집중하였다. 면담참여자를 분석하기 위해 

그들이 과제2에서 기술한 답안과 전사자료, 면담 시 기록지의 세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면담제외자를 분석하기 위해 그들이 과제2에서 기술한 답

안을 이용하였다. 또한 학생의 오류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대응 양상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로 개념적 지식(conceptual knowledge)과 절차적 지

식(procedural knowledge), 학습자 중심(learner-centered)접근과 교수자 

중심(teacher-centered)접근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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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연구 문제 3에 대한 자료 분석

면담참여자에게는 면담제외자에게는 할 수 없는 추가적인 질문을 하였

기 때문에, 연구 문제 3에 대한 자료 분석은 기본적으로 연구 문제 1에

서 실시한 방식과 유사하다. 다만 면담제외자들이 기술한 과제1과 과제2

를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 별도로 연구에 포함시켰다. 따라

서 광범위하게 본다면 연구 문제 3에 대한 분석은 질문지 조사에 참여한 

44명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오류를 범한 예비교사와 면담참여자 

가운데 오류를 범하지 않은 예비교사를 분석하기 위해 그들이 과제1과 

과제2에서 기술한 답안과 전사자료, 면담 시 기록지의 세 자료를 이용하

였으며, 면담제외자를 분석하기 위해 그들이 과제1과 과제2에서 기술한 

답안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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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문제 1. 예비교사들이 복합사건의 확률에 대해 갖고 있는 지식

은 어떠한가?

오답의 종류 2/21 2/36 4/36 미해결 합계
명수 7명(16%) 2명(4.5%) 1명(2.2%) 1명(2.2%) 11명(25%)

해당 

예비교사

1, 8, 11, 13, 

15, 34, 40
14, 25 9 10

1, 8, 9, 10, 

11, 13, 14, 

15, 25, 34, 

40

<표 Ⅳ-1> 오답을 제시한 예비교사들

IV. 복합사건의 확률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지식 

분석

이 장에서는 연구 문제 1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연구 문제 1은 

다음과 같다.

 

예비교사에 대한 지식 분석은 오답을 제시한 예비교사와 정답을 제시

한 예비교사 모두에게 진행되었다. 두 집단 모두 공통된 질문을 제시한 

후 그들의 지식을 조사하고자 하였으며, 특별히 오답을 제시한 예비교사

들에게는 

라는 오답이 나온 상황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하

였다. 

1. 오답의 분포 및 종류

과제1에서 오답을 제시한 예비교사는 전체 참여자 44명 가운데 총 11

명이며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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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오답의 유형별 설명

1.1.1. 2/21

눈에 보이는 모든 결과의 가짓수(즉, 겉보기 경우의 수)는 21가지이고 

이 가운데 합이 4가 되는 경우가 2가지이므로, 답을 2/21로 잘못 기술하

였다.

1.1.2. 2/36

주사위 두 개를 던지는 시행은 익숙하기에, 그 모든 경우가 36가지임

을 전체의 경우를 계산하는데 이용하였으며, 합이 4가 되는 경우는 겉보

기에 {1,3}과 {2,2}이므로 답을 2/36으로 잘못 기술하였다.

1.1.3. 4/36

주사위 두 개를 던지는 시행에서 모든 경우는 36가지이며 두 주사위를 

다르게 본다면 {1,3}도 2가지, {2,2}도 2가지로 생각하여 답을 4/36으로 잘

못 기술하였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면담결과 단순한 실수로 밝혀졌다.

1.1.4. 미해결

문제를 바르게 접근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답 자체를 이끌어내지 못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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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오답이유에 대한 예비교사 답안(S1)

[그림 Ⅳ-2] 오답이유에 대한 예비교사 답안(S15)

[그림 Ⅳ-3] 오답이유에 대한 예비교사 답안(S13) 

2. 예비교사들의 복합사건의 확률 관련 지식 분석

2.1. 두 주사위에 대한 관점 1: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없으면 같은 

경우인가?

상당수의 예비교사들은 경우의 수, 순열, 조합에 익숙해져 있었던 나머

지 일단 (1,3)과 (3,1)을 생각하였으나 이들이 시각적으로 구별가지 않으

므로 이 둘을 같은 것으로 본 후 둘 중 하나를 삭제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S1, S15, S13이 면담 시 작성한 기록지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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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과(3,1)을 다르게 봐야할 근거가 없다(p에 대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1,3)과 (3,1)은 다르지 않다 즉, 같은 것이다(따라서 p가 아니다). 

<표 Ⅳ-2>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의 개념

이를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로 해석해볼 수 있다. 오답을 제시한 

예비교사들에게 면담을 통해 처음에 스스로 정답을 생각해 보게 한 후 

스스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정답을 제시하였다. 대부분은 정답을 통해 

(1,3)과 (3,1)을 다르게 봐야할 것 같다고 추측하였으나, 그 이유에 대해 

바르게 답하지 못하였다(S1, S10, S11, S13, S14, S25, S34, S40). 예를 들

어 S1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S1: 전체가 왜 36인지, 왜 (1,3)과 (3,1)을 다르게 봐야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르게 봐

야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또한 두 주사위가 동일하므로 (1,3)과 (3,1)은 같은 것

이 아닌가요?

S1의 답안을 통해 우리는 예비교사가 첫 번째 형태의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나아가 p((1,3)과 (3,1)은 다르다.)에 대한 근거가 없을뿐더러 (1,3)과 (3,1)

을 같게 봐야할 것 같은 생각을 도와준 ‘동일한’이라는 표현이 그들을 

오답으로 이끌었다. ‘동일한’이라는 표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언급은 

바로 뒤에 이어서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한편,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류를 범한 예비교사들과 대조적으로 이

에 대한 바른 개념을 지닌 예비교사들(S9, S30, S31, S34, S37, S38)도 있

었다. 예를 들어 S9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S9: 수학적 확률 계산을 할 때 경우의 수를 세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거를 경우를 세는 게 물론 사람이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겉으로 나타나는 결과의 가짓수를 세는 건데, 관찰자의 입장으로만 세어서는 약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 그 상황이, 그 사건이 발생하는 상황을 조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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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히 살펴봐서 사건을 일으키는 주체라거나, 일어나는 상황의 주인공이라거나, 그 

사건이 벌어지는 과정, 원리 또는 규칙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학

생에게 생각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하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 설명하자면  물론 처

음에 주어진 것이 구별 불가능한 주사위라고 했지만, 분명히 그 두 주사위는 서로 

다른 대상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요. (후략) 

S9는 주사위가 구별 불가능하지만 다른 대상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

고 있었다. 

2.2. 두 주사위에 대한 관점 2: 확률은 이상적인 것인가, 실제적인 

것인가?

본 연구에서 예비교사들에게 제시한 과제에서는 ‘동일한(즉, 구별 불

가능한)’ 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예비교사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동

일한’ 뒤에 ‘구별 불가능한’이라는 표현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상

당수의 예비교사들이 ‘결정론적 관점’에 익숙해진 탓에 두 개의 주사

위를 이상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죽, 오답을 제시한 예

비교사들의 경우 동일한 두 주사위의 이상적 성질에 집중하여 (1,3)=(3,1)

이라고 가정하는 결과를 야기하여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 한편 이들 가

운데 몇몇은 특이한 대답을 하였다. 예를 들어 S11은 다음과 같이 말하

였다.

R: 학생은 머릿속에서 이미 두 주사위를 구별하고 생각하였나요?

S11: 제가 한 건 모든 확률을 동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동등해야만 수

학적 확률을 쓸 수 있으니까...

두 주사위가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없으나 존재적으로 다르며 각각이 독

립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르게 본다면 이는 타당하지만, S11 등은 모

든 확률을 동등하게 만들기 위해 굳이 두 주사위를 다르게 보겠다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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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된 인과관계를 설명하였다. 그밖에 S10은 “그래도 되는지에 대한 확

신은 없었으나 서로 다른 주사위로 간주하였다.”고 말하였다. 한편, 정

답을 제시한 예비교사들의 경우에도, 면담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두 주

사위의 관계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S23은 “naming을 막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였고, S12 

역시 “naming에 대한 정당화가 힘드니 그냥 덧셈정리와 곱셈정리를 이

용하는 게 낫다.”고 말하였다. 

한편, 오류를 범한 예비교사들과 대조적으로 이에 대한 바른 개념을 

지닌 예비교사들(S8, S14, S16, S30, S31)도 있었다. 예를 들어 S8은 다음

과 같이 말하였다.

S8: 동일한 주사위라는 설정이, 실생활에서는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잖아요. 따라서 

(1,3)과 (3,1)이 달라요. 

또한 S30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S30: 동일한 모양의 주사위이지만 같은 공간에서 던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들은 이상적인 확률의 개념과 실제적인 확률의 개념을 바르게 구분하

고 있었다.

  

이상을 통해 예비교사들이 가진 두 주사위의 관계에 대한 지식을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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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
해당 예비교사

총합 
오답자 정답자

잘못된 

관점

naming을 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

다. 서로 다른 주사위로 간주한

다.

S10, S15,  

S25, S40

S 1 2 ,  

S21, S23, 

S29

8명

21명

naming을 하는 이유는 모든 확률

을 동등하게 만들기 위해서이다.

S1, S11, 

S13
X 3명

naming을 하는 이유는 오류를 막

기 위해서이다.
X S36 1명

소계 7명 5명 12명

올바른 

관점

동일한 주사위라는 설정이 실생

활에서는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

다.

S8, S14, 
S16, S30, 

S31
5명

주사위가 구별 불가능하지만 본

질적으로 다르며, 각각 수를 표

현하는 매체로써 존재한다. 또한 

서로간의 영향이 전혀 없다. 따

라서 naming이 가능하다.

S9, S34  S37,  S38 4명

소계 4명 5명 9명

<표 Ⅳ-3> 예비교사들이 가진 두 주사위의 관계에 대한 지식 요약

2.3. 지혜의 표본공간에 대한 관점1: 표본공간은 언제나 대칭적

(symmetric)인가?

표본집합(sample set)의 개념까지 표본공간의 범주 안에 넣는다고 할 

때, 오답을 제시한 예비교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표본공간이 언제나 대칭

적이야 한다고, 즉 모든 원소가 나올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S1, S8, S9, S10, S11, S13, S14, S15, S23, S25, S34, 

S40). 

이라는 오답을 제시한 예비교사들은 표본공간의 원소를 21가지

로 생각한 다음 당연히 21가지가 나올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된

다.’고 생각하였으며, 그에 따라 수학적 확률 계산 공식의 분모에 2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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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확률  표본공간의 전체 원소의 개수
표본공간에서 찾을 수 있는 원하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

<표 Ⅳ-4> 수학적 확률에 대한 잘못된 이해

내가 경험한 표본공간은 모두 대칭적인 것이었다.(표본S의 100%는 특성 C를 갖는

다.)

따라서 표본공간은 언제나 대칭적이다.(따라서 모집단 P의 100%는 특성 C를 갖는

다.)

<표 Ⅳ-5>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의 개념

적어 넣었다. 또한 이들은 표본공간이 언제나 대칭적이라는 잘못된 개념

과 더불어, 

와 같은 잘못된 개념까지 갖고 있었다. 첫 번째로  표본공간이 언제나 

대칭적이어야 한다는 오개념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통해서 해석

해볼 수 있다. 오답을 제시한 예비교사들 가운데 일부(S8, S11, S34, S40)

는 대칭적이지 않은 표본공간을 처음 접해보았다고 말하였다. 예를 들어 

S8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S8: 고등학교 때 표본의 확률이 모두 같은 경우만 배웠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그

런 식으로 설명했던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또한 S34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S34: 만약 지혜가 (1,2)를 (1하나2하나)라고 생각했더라도 (1두개)와 (1하나3하나)의 

확률이 달라지므로 표본공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S8과 S34의 답안을 통해 우리는 예비교사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다.

 

한편 면담을 통해, 표본공간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관점이 정답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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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예비교사들에게도 존재함이 드러났다. 다만 과제1의 질문지에서 제

대로 드러나지 않았으며, 오답을 제시하는데 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뿐이다. 예를 들어 S23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R: 표본공간의 각각의 근원사건들이 동등한 가능성을 가져야 하나요? 아니면 그렇

지 않아도 되나요?

S23: 동등한 가능성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비교사들의 잘못된 수학적 확률 적용은 ‘특성 대체 모

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라는 오답을 제시한 예비교사들 모두가 

결국 수학적 확률을 잘못 적용하였다. 그들은 문제에서 요구된 ‘합이 4

가 될 확률’(=대상특성)을 그들 머릿속에서 스스로 

‘ 시각적으로 볼 때 전체 경우의 수
시각적으로 볼 때 합이 가 되는 경우의 수

’(=휴리스틱 특성)으로 바꾼 

후 그것에 대한 답을 하였다. 예를 들어 S13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S13: 처음 과제1에서 ‘동일한’이라는 표현을 보고 (1,3)과 (3,1)을 같은 것으로 보

았습니다.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를 21개로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나오는 경우의 확

률은 (2,2)와 (1,3)이 있는데 (1,3)은 (3,1)과 같으니까 2개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답을 


로 적었습니다. 

그들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확률 대신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하

였다. “시각적으로 구별 가능한 전체 경우의 수를 분모에, 시각적으로 

구별 가능한 합이 4가 되는 경우의 수를 분자에 넣어 계산되어진 분수값

을 구하면 얼마인가?”

표본공간에 대한 잘못된 대칭성 가정은 교수 상황에 있어 치명적인 결

과를 드러낼 수 있다. 학생이 표본공간 개념이 아닌 표본집합 개념으로 

봤을 때 적절한 표본공간을 상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학생의 표

본공간 자체를 대칭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틀린 것으로 볼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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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학생의 오류에 대한 바른 교수를 수행하는데 있어 큰 제약점을 가

져올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류를 범한 예비교사들과 대조적으로 이

에 대한 바른 개념을 지닌 예비교사들(S6, S22, S29, S38, S39, S41, S44)

도 있었다. 예를 들어 S22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S22: 나올 수 있는 눈의 경우를 구하면 (1,1), (1,2), (1,3), (1,4), (1,5), (1,6), (2,2), 

(2,3), (2,4), (2,5), (2,6), (3,3), (3,4), (3,5), (3,6), (4,4), (4,5), (4,6), (5,5), (5,6), (6,6)이

다. 하지만 이 때 (1,1)이 나올 수 있는 확률과 (1,2)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같지 않

다.6) 따라서 각각의 발생빈도를 고려하여 계산할 때 


이 나온다. 이는 서로 다른 

주사위를 던지는 것과 같다.

S22는 표본공간이 대칭적일 필요가 없음을 알고 있었으며, 각각의 발생

빈도가 고려되어야 함도 이해하고 있었다.

 

2.4. 지혜의 표본공간에 대한 관점2: ‘전체’에 대한 개념은 고정

된 것인가?

동전을 2번 던진다고 생각해보자. 동전의 같은 면이 이어서 나왔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전체’={{HH, TT}, {HT, 

TH}}로 이해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전체는 2가지로 세어진다. 이렇듯 표

본집합의 개념을 받아들인다면‘전체’의 개념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상

황과 관점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하지만 

라는 오답을 제시한 예비교

사들과, 정답을 제시한 대부분의 예비교사들이 ‘전체’에 대한 편협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이용가능성 휴리스틱’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전체’에 대한 편협한 관점을 가진 예비교사들(S18, S20, S21, 

6) 문맥을 고려해 볼 때 표현 는 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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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3, S29, S36) 가운데 S23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질문자: 지혜가 만든 (21가지 경우가 전부인)표본공간에 수정이 필요한가요?

S23: 수정이 필요합니다. 더 세야 합니다. 

그들에게 ‘주사위 2개를 던지는 시행’은 매우 익숙한 것이다. 실제로 

‘주사위’는 확률단원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는 랜덤생성기(random 

generator)이다. 물론 오래전에는 주사위 3개를 던지는 게임이 성행하였

으나, 그 수가 많고 다소 복잡하여 현재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주사위 2개를 던지는 시행이 대부분 등장한다. 따라서 매우 익숙하다. 

동시에 36이라는 전체 가짓수도 매우 익숙한 것이다. 따라서 문제가 제

시되었을 때 36이라는 숫자는 다른 숫자들보다 더 잘, 그리고 더 빠르게 

회상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회상가능성에 근거한 그들의 관점은 

예제의 회수가능성에 의한 편향(Biases due to the retrievability of 

instances)을 발생시켰다. 그리고 이는 학생의 오류에 대한 반응에 있어 

큰 제한점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류를 범한 예비교사들과 대조적으로 이

에 대한 바른 개념을 지닌 예비교사들(S1, S6, S8, S9, S10, S11, S14, S15, 

S22, S25, S29, S38, S39, S40, S41, S44)도 있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

운 점은 과제1에서 

이라는 오답을 제시했던 예비교사들의 대부분이 

‘전체’에 대한 편협하지 않은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S11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S11: (지혜가) notation자체는 (1,3)으로 썼지만, (1하나3하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다 세었습니다. 결국 표본공간 자체는 맞습니다. 다만 21가지의 표본의 확률이 


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S11은 표본공간에 대한 바른 관점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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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
해당 예비교사

총합 
오답자 정답자

잘못된 

관점

학생이 만든 건 전체가 아니다. 

빼먹었으며 더 세야 한다.
S34

S12, S16, 

S23, S30, 

S31, S36

7명

21명

자신이 construct해서 표본공간을 

축소하였다.
S13 X 1명

잘 모르겠다. X S21 1명

소계 2명 7명 9명

올바른 

관점

다 세었다.

S1, S9, 

S14, S15, 

S25,  S40 

S29 7명

다 세었으므로 전체가 맞다. 다

만 21가지의 표본의 확률이 같지 

않다.

S8, S10 X 2명

표현의 문제가 있을 뿐 다 센 것

이다.
S11 S37, S38 3명

소계 9명 3명 12명

<표 Ⅳ-6> 예비교사들이 가진 표본공간에 대한 지식 요약

 이상을 통해 예비교사들의 표본공간에 대한 관점 관련 지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5. 표기법의 사용: (1,3)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과제1의 핵심은 어쩌면 ‘(1,3)을 (3,1)과 같은 것으로 봐야 하는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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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오답이유에 대한 예비교사 답안(S1) 

니면 다른 것으로 봐야 하는가?’ 라는 의문에 대한 바른 이해일 것이

다. 그런데 (1,3)이라는 기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1,3)은 순서쌍

(ordered pair)을 나타내는 표기법(notation)이다. 사실상 이 표현 자체가 

이미 두 주사위가 개별적인 개체로써 존재함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예비교사들이 (1,3)이라는 표현을 제각기 다르게 사용하

고 있다는 것을 면담을 통해 알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표기법과 관련한 

오류는 오답자와 정답자 모두에게서 드러났다. (1,3)을 말 그대로 첫 번

째 주사위가 1이고, 두 번째 주사위가 3인 경우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를 순서쌍이 아닌 집합의 개념 즉, {1,3} 혹은 (1하나3하나)

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결정적으로 동일한 대상체

(object)(Peirce, 1977)를 표현하면서 어떤 때는 (1,3)으로 사용하고 어떤 

때는 {1,3}으로 사용하는, 즉 하나의 대상체에 대해 두 개의 표현체

(representamen)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S1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위의 대답에서 S1은 (1,3)을 {1,3}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S22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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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과제1에 대한 예비교사 답안(S22)

[그림 Ⅳ-6] 과제2에 대한 예비교사 답안(S22) 

[그림 Ⅳ-7] 과제1에 대한 예비교사 답안(S5) 

S22의 진술을 통해, S22가 과제1에서는 (1,2)를 {1,2}로 사용하고 있으

나, 과제2에서는 (1,2)를 (1,2)자체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표

기법을 혼용하고 있다. 예비교사가 보여준 이러한 표기법의 혼용은 (오

답을 제시한 예비교사들의 경우) 본인 스스로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

고, 나아가 (정답을 제시한 예비교사들의 경우) 교수 방법에도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 언급한 예비교사들과 대조적으로 표기법을 정확히 사

용하는 예비교사들(S5, S39, S42)도 있었다. 이들 가운데 오답을 제시한 

예비교사는 단 한명도 없었다. 예를 들어 S5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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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해당 예비교사

총합 
오답자 정답자

잘 못 된 

사용

(1,3)을 {1,3}의 

의미로 사용

S1, S8, S10, S11, 

S13, S14, S15, 

S25, S34, S40

S4, S6,  S41 13명

44명

(1,3)을 (1,3)의 

의미로도 사용

하고, {1,3}의 

의미로도 사용

X S22, S32, S43 3명

소계 10명 6명 16명

올 바 른 

사용

(1,3)을 (1,3)의 

의미로 사용
S9  

정답자 가운데 

S4, S6, S22, 

S32, S41, S43을 

제외한 S12 외 

26명

28명

소계 1명 27명 28명

<표 Ⅳ-7> 예비교사들이 사용한 표기법 요약

S5는 집합기호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개념적으로 집합을 사용함으로써 

순서쌍과의 차이를 명확히 하였다.

이상을 통해 예비교사들이 사용한 표기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기법의 사용은 면담을 진행하지 않은 예비교사들의 질문지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면담제외자들도 분석에 포함시켰다.

2.6. 등확률(Equally likely) 가정7): 수학적 확률을 계산하는데 있어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어야 하는 이

유는 무엇인가?

과제1의 또 다른 핵심은 지혜가 만든 표본공간의 각 결과가 같은 정도

7) ‘대칭성(symmetry) 가정’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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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8] 과제2에 대한 예비교사 답안(S22) 

로 기대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수학적 확률을 적용했다는 것

이다. 따라서 예비교사들이 이와 관련하여 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지 알

아보고자 하였다. 추가질문을 통해 이에 대한 개념을 물어본 결과, 대다

수의 예비교사들이 수학적 확률에서 등확률 가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 대부분 이유에 대한 설명 대신 ‘반례’

를 설명하느라 바빴으며, “수학적 확률의 정의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

이다.”라든지 “잘 모르겠다.”는 대답도 많았다. 다음은 S22의 답안이

다.

최대한 좀 더 자세한 대답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질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비교사들이 이에 대한 본질적인 개념인 비율 및 공정함

의 개념을 말하지 못했다. 이에 대한 바른 개념을 말한 예비교사는 면접

자 가운데 단 4명(S29, S30, S34, S38)이었다. 먼저, S30은 다음과 같이 말

했다. 

S30: 확률의 의미라는 것이 일어날만한 가능성이잖아요. 총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중

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상황이 일어날 만한 비중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확률의 의

미 자체가... 그래서 기하학적 확률의 경우 그래서 넓이
넓이

로 갔던 것이고, 그래서 사

건으로 그게 들어간다면 그 전체 사건 중에서 특정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는 

거잖아요.   

S30은 확률의 비율개념에 대해 ‘비중’이란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수

학적 확률의 본질적인 개념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다. 이번엔 S33

의 답안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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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확률 가정에 대한 생각
해당 예비교사

총합 
오답자 정답자

부족한 

관점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야 한

다. 
S1, S11 S23, S36 4명

2 1

명

주사위를 구별하면 다 해결된다. X S31, S37 2명

잘 모르겠다.

S8, S9,  

S10, S13, 

S14, S15,  

S25, S40 

S12, S16, 

S21
11명

소계 10명 7명 17명

적절한 

관점

확률이라는 것이 일어날만한 가능성이

고 비중이다.
X S30, S38 2명

확률이 가능성을 수로 반영한 것이므

로 가능성이 많으면 많이 일어나는 만

큼 한 번 더 헤아려주어야 한다.

X S29 1명

각각의 무게가 달라진다면 무게마다 

비율을 곱해서 더해야 한다. 
S34 X 1명

소계 1명 3명 4명

<표 Ⅳ-8> 수학적 확률에서 등확률 가정이 필요한 이유에 관한 예비교

사들의 지식

[그림 Ⅳ-9] 과제2에 대한 예비교사 답안(S33)

S33은 면담대상이 아니었기에, 이번 절과 관련한 분석에는 포함시키지

는 않았으나, 과제2에 대한 답안에서 {1,1}과 {1,6}을 설명하면서 ‘불공

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역시 수학적 확률의 본질적인 개념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다.

이상을 통해 수학적 확률에서 등확률 가정이 필요한 이유에 관한 예비

교사들의 지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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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문제 2. 예비교사들은 학생이 범한 복합사건의 확률 관련 오류

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가?

과제2의 특징 해당 예비교사 명수
수학적 개념이 전혀 없음 1, 15, 34, 40 4명

자신이 푼 것을 그대로 설명 8, 11, 14, 25, 9 5명

자신이 내세운 답과 다른 답에 대하여 

설명
13 1명

미기재 10 1명

<표 Ⅴ-1> 과제1에서 오답을 제시한 예비교사들의 과제2에 대한 

내용 요약

V. 복합사건의 확률과 관련하여 학생이 범한 

오류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대응 양상 분석

이 장에서는 연구 문제 2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연구 문제 2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2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과제1에서 

오답을 제시한 예비교사들이 작성한 과제2를 간단히 제시한다. 이들이 

처음에 제시한 과제2는 과제1의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전

반적인 연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개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제 구체적인 분석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다. 먼저 분석에서 사용될 

분석틀을 설명한 후, 그 다음 분석틀을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각 

분석틀은 연구자가 지정한 몇 개의 주제별로 적용될 것이다. 연구자가 

선정한 각 주제는 다음과 같다.



- 60 -

·두 주사위에 대한 관점((1,3)과 (3,1)의 관계 포함)

·오류를 범한 학생의 표본공간에 대한 관점 및 전체에 대한 관점

·{1,3}과 {2,2}의 비교(연구 문제 1에서는 등장하지 않은 주제)

·수학적 확률에 등확률 가정이 필요한 이유

·예비교사들이 사용한 다양한 예제들(연구 문제 1에서는 등장하지 않은 

주제)

한편, 연구 문제 2에 대한 분석대상은 과제1에서 오답을 제시한 예비

교사 9명을 제외한 예비교사 총 35명이다.

1. 학생이 범한 오류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대응 양상 분

석틀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분석틀은 크게 2개이다. 2개의 분석틀을 사용하

는 이유는 각각이 교수 상황 및 주제에 따라 적절한 틀로 사용되기도 하

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석틀은 각각 주제와 상황

에 맞게 적절히 적용될 것이다. 이를 통해 예비교사들의 반응의 효과성

에 대한 더 나은 통찰력 및 이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1.1. 학습자 중심 vs 교수자 중심

학습자의 어려움은 동일하거나 유사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학습자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교수자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지식과 방

법을 이용하여 교수가 행해진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소위 말하

는 표준방법이 모든 경우에 사용될 수는 있으나 경우에 최선의 방법일 

수는 없다(Ma, 2002). 

Son(2010)은 ‘말하기(telling)’나 ‘설명하기(explaining)’를 통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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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교수자 중심 접근으로 보았으며, ‘학생을 활동(activities)이나 질문

(questions)에 참여(engaging)’하게 하는 접근을 학습자 중심 접근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주제와 상황에 맞게 학습자 중심 교수법을 조작

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정의된 학습자 중심 교수법은 교수자 중심 교

수법과 대조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1.1.1. 학습자의 오개념 재활용

학습자 중심 교수법을 사용하는 교수자는 학습자의 오개념을 재활용한

다. 수학적 오개념과 오류는 수학적 지식에 대한 단순한 장애가 아니라 

합당하고 형식적인 근거를 가진 학생들의 사고 체계로서 반복적이고 분

명한 형태를 취하는 인지 구조의 일부분이다(김부미, 2006). 학습자 중심 

교수법은 오개념을 완전히 실패한 결과로 보는 대신 성공을 위한 과정으

로 본다. 따라서 오개념은 더 나은 곳을 향한 출발점임과 동시에 가교 

역할을 동시에 담당한다. 학습자 중심 교수법을 이용하는 교수자들은 학

습자의 오개념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요소들 가운데 재활용 가능한 것과 

재활용 불가능한 것을 구별한다.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있는 그대로 인

정하고 칭찬하지만 동시에 다듬어서 더 나은 곳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제거하여서 오개념의 본질을 좀 더 명확

히 한다. 이러한 방법은 또한 표준방법과 비표준방법을 이해하고 그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반면에 교수자 중심 교수법은 오

개념을 통째로 근절해야 할 악으로 본다. 따라서 오개념은 볼 것도 없이 

폐기처분 되어야 하고 교과서 지식으로 대체(어쩌면 강요)되어야 한다.

1.1.2. 중추-연결 예제 사용 

학습자 중심 교수법을 사용하는 교수자는 중추-연결 예제를 적절히 사

용한다. 수학적 반례들 가운데 학습자에게 인지적인 갈등을 주는 것은 

중추 예제인데 반해, 그러한 인지적인 갈등의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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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예제를 중추-연결 예제라고 한다(Zazkis & Chernoff, 2008). 반면에 

교수자 중심 교수법은 중추 예제를 넘어서지 못한다. 오히려 교수자 중

심 교수법을 사용하는 교수자들의 태도에는 학습자에게 해결책을 주려는 

것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느낌이 더 강하다. 중추-연결 예

제는 기본적으로 교수학적인 개념이므로 학습자에 의존하며 실험이 이행

된 후 결정되어질 수 있으나 예상은 가능하다. 더불어 예비교사들이 제

안한 다양한 예제에 대한, 오답을 제시한 예비교사들의 반응 역시 이 예

상에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준다.   

1.2. 개념 중심 vs 절차 중심

수학교육이 추구하는 것은 문제를 풀어내는 기술자를 양산하기보다, 

학습자로 하여금 수학이 근본적으로 말하는 것을 접하고 생각해보게 하

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학생의 오류가 오개념으로부터 나왔

다면 교수 상황에서 절차보다는 개념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교수자의 개념에 대한 바른 이

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바른 이해가 교수자의 개념 중심적인 반응을 필

연적으로 이끈다기보다는 개념 중심적인 대응을 위해서 바른 이해가 수

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르치는 각 주제마다 다양한 개념들이 나오는

데, 그 개념들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계층화를 시키

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일련의 지식꾸러미(Knowledge package)를 형성

하는 것도 중요하다(Ma, 2002). 지식꾸러미의 요소간의 다양한 연계를 통

해 주어진 주제를 견실하게 학습시킴과 동시에 학습자에게 다양한 기회

를 제공할 수 있다. 물론 개념 중심의 교수법에서도 절차적인 관점은 수

반된다. 다만 절차가 초점이 아니고 개념이 초점이다. 반면에 절차 중심

의 교수법은 개념보다는 절차에 중점적인 관심을 둔다. 심지어 그러한 

절차가 어떤 교수자에게는 피난처(shelter)구실을 하기도 한다(Ma,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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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독립의 개념 

확률에 있어서 독립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나 본 연구에서 사

용된 복합사건의 확률 계산에 있어서 독립에 대한 관점은 문제를 해결하

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한다. 독립의 개념을 개념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아

니면 절차적으로 받아들이느냐는 본 연구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확률문제의 이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동일한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은 기본적으로 독립의 

개념에 대한 중요성을 바탕으로 개발된 것이다. 두 개의 주사위가 겉보

기에 동일하여 구별할 수 없을지라도 각각이 독립적인 성향을 갖기에 이

들을 각기 다른 개체로써 바라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과제에서

는 독립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동시에 교수 상황에 있어서도 이는 

다른 것들로 대체되어질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두 주사위의 관계에 대

한 설명에 있어 독립을 통한 설명을 개념 중심 접근으로 보았다. 반면에 

그 이외에 기타 대안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절차 중심 접근으로 보

았다.

 

1.2.2. 비율로써의 확률 개념 

비와 비율 개념은 확률 학습에서 매우 중요하다(NCTM, 2000). 학생들

은 실험과 시뮬레이션의 결과에 관하여 그 가능성을 예측하고 실험에 의

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비율과 기본적인 확률 개념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비율개념이야말로 경우의 수와 확률을 구분해 주는 가장 좋은 도

구이다. 확률적 추론은 곧 비율적 추론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동일한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은 기본적으로 비율로

써의 확률 개념에 대한 중요성을 바탕으로 개발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합이 2인 경우’나 ‘합이 3인 경우’ 대신 ‘합이 4인 경우’를 생각

해보게 한 것은 {1,3}과 {2,2} 각각의 가능성을 비교해볼 수 있게 하기 위

함이었다.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지 않을 경우 수학적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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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틀 특징

첫 번째 

분석틀

학습자 중심 학습자의 오류 재활용 중추-연결 예제 사용

교수자 중심 학습자의 오류 폐기처분
중추-연결 예제가 아닌 

반례 사용

두 번째 

분석틀

개념 중심
‘독립’의 개념을 통한 

두 주사위의 관계 설명 

‘비율’의 개념을 통한 

수학적 확률의 설명

절차 중심

‘독립’이 아닌 대안적

인 도구를 통한 두 주사

위의 관계 설명

‘비율’의 개념이 아닌 

대안적인 도구를 통한 수

학적 확률의 설명

<표 Ⅴ-2> 학생의 오류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반응 분석틀

률을 구성하는 일종의 기저(basis)가 흔들리게 된다. 이는 마치 천 원짜리 

지폐4장과 만 원짜리 지폐1장이 있는데 만 원짜리 지폐1장을 가져가면서 

‘내가 

만큼만 가져간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한편, 비율개념은 곧 

‘비중’이나 ‘무게’의 개념과도 연결된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무게나 

비중이 곧 확률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는 앞에서 말한 예

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정함’과도 연결된다. 각각이 나올 가능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수학적 확률을 적용한다면 이는 ‘불공정한’ 혹은 

‘불공평한’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과제에서는 비율로써의 확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동시에 교수 상황에 있어서도 이는 다른 것들

로 대체되어질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1,3}과 {2,2}의 비교 및 수학적 

확률에서 등확률 가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함에 있어 비율을 통한 설명

을 개념 중심 접근으로 보았다. 반면에 그 이외에 기타 대안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절차 중심 접근으로 보았다.  

이상을 종합하면, 예비교사들의 반응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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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이 범한 오류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대응 양상 분

석

2.1. 두 주사위의 관계에 대한 관점((1,3)과 (3,1)의 관계 포함)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제에 대한 풀이는 두 주사위의 관계에 대한 인

식으로 시작된다. 즉, 두 주사위를 같게 볼 것인가, 아니면 다르게 볼 것

인가가 처음 접하게 되는 난제이다. 예비교사들 대부분이 두 주사위에 

서로 다른 이름을 매겼다(naming). 그 후에 (1,3)과 (3,1)을 다른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서로 다른 이름 주기’는 지혜에게 있어 매우 어색하

고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본래 두 개의 주사위를 다르게 볼 수 있었

다면 지혜는 결코 답을 

로 기술하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사전검사

에 응했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서로 다른 두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문제에서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지혜에게 필요한 것은 두 주사위

간의 명확한 관계, 즉 독립성에 대한 이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

수의 예비교사들이 일련의 정당화 없이, 혹은 잘못된 정당화를 하면서 

‘서로 다른 이름 주기’방법을 통해 지혜의 오류를 개선하려고 하였다. 

절차 중심 접근법을 사용한 것이다. 반면에 일부 예비교사들은 ‘서로 

다른 이름 주기’자체를 사용하지 않거나, 명확한 정당화를 진행한 후 

‘서로 다른 이름 주기’ 방법을 사용하였고 그 이후에 (1,3)과 (3,1)을 

구분하였다. 곧 개념 중심 접근법을 사용한 것이다. 이상을 정리하면 아

래와 같다. 참고로 두 주사위에 대한 관점을 명확히 기술하지 않은 예비

교사들(S3, S4, S17, S26, S28, S33, S35, S41, S43, S44)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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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주사위의 관계에 대한 관점 해당 예비교사 총합 

절차

중심

모든 확률을 동등하게 만들기 위해 

주사위를 다르게 보아야 한다.
2 1명

1 6

명

25명

오류를 막기 위해 두 주사위를 다

르게 보아야 한다.
6, 36 2명

이유가 명확하지 않지만 두 주사위

를 다른 것으로 간주한다.

5, 12, 15, 18, 19, 

20, 21, 22, 23, 27, 

29, 39, 42

1 3

명

개념

중심

주사위 두 개는 실생활에서 완벽히 

동일할 수 없으며, 동일하게 움직이

도록 던질 수도 없다.

16 1명

9명
주사위가 구별 불가능하더라도 존

재적으로 2개이며, 서로 다른 매체

로 존재함과 더불어 독립적이다. 

7, 9, 24, 30, 31, 

32, 37, 38
8명

<표 Ⅴ-3>예비교사들이 두 주사위의 관계와 관련하여 보여준 대응 양

상

2.2. 지혜의 표본공간에 대한 관점 및 전체에 대한 관점

두 주사위에 대한 인식이 끝나면, 수학적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 표본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여기서는 지혜가 만든 표본공간에 집

중한다. 먼저 지혜가 알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자. 지혜는 기본적으로 (수

학적)확률 =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

 로 계산한다는 것을 알고 있

었다. 문제에서 두 주사위가 구별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반응으로 가능한 합의 집합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순서쌍이 아닌 

집합 기호를 이용한 것에 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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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제에서 요구하는 합이 4가 되는 집합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

다.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확률을 


 

로 계산하였다. 지혜가 

제시한 표본공간에 대해서, 상당수의 교사가 잘못되었다고 말했다. 구체

적으로 지혜가 전체를 다 세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곧바로 그

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36개의 원소를 가진 전통적인 표본공간을 소개

하였다. 36에 대한 설득은 앞에서 소개한 ‘서로 다른 이름 주기’방법

을 통해 진행하였다. 이러한 예비교사들의 대응 방식은 학생의 오류를 

폐기처분한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개념을 주입시킨다. 교수자 중

심 접근법을 사용한 것이다. 반면에 일부 예비교사들은 지혜의 표본공간

을 일부 인정하였다. 일부 인정하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혜가 전체의 

모든 결과를 다 세었고 그에 근거하여 수학적 확률을 잘 적용한 부분을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1,3}을 {(1,3), (3,1)}로 구분하려는 작

업을 시작한다. 지혜의 표본공간을 교수 과정에서 재활용하는 것이다. 

즉, 학습자 중심 접근법을 사용한 것이다. 이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참고로 지혜의 표본공간에 대한 관점 및 전체에 대한 관점을 명확히 기

술하지 않은 예비교사들(S2, S3, S4, S5, S7, S17, S18, S19, S20, S24, S26, 

S27, S28, S32, S33, S34, S42, S43) 및 잘 모르겠다고 기술한 예비교사

(S21)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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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의 표본공간에 대한 관점 해당 예비교사 총합 

교수자 

중심

덜 세었다. 12, 16, 23, 30, 36 5명

6명

17명

덜 세었다. 바뀌는 경우도 세어 

주어야 한다.
31 1명

학습자 

중심

다 세었다. 다만 표본점의 확률

이 동일하지는 않다.

6, 9, 10, 22, 39, 

41, 44
7명

11명

다 세었으나 표현에 문제가 있었

다.
11, 37, 38 3명

다 센 것이다. 구별 가능한 경우

의 표본공간을 다 쓴 다음 지혜

가 구성한 21가지 원소 중 15가

지를 36가지 원소 중 30가지로 

연결하면서 표본공간을 수정할 

수 있다.

29 1명

<표 Ⅴ-4> 예비교사들이 지혜의 표본공간과 관련하여 보여준 대응 양

상

2.3. {1,3}과 {2,2}의 비교

먼저 언급해 둘 것이 있는데, 주제 ‘예비교사들이 사용한 다양한 예

제들’을 제외하면 다들 Ⅳ장에서 예비교사의 지식을 분석하면서 나온 

주제들이다. {1,3}과 {2,2}의 비교에 관한 주제를 Ⅳ장에서는 다루지 않은 

이유는, 오답을 제시한 예비교사들을 정답으로 이끄는 과정에서 {1,3}과 

{2,2}에 관한 비교를 주요 도구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1,3}과 {2,2}의 비교는 바로 앞에서 설명한 지혜의 표본공간에 대한 관

점과 무관하지 않다. 교수자 중심의 접근을 보여준 예비교사들은 지혜의 

오류와 무관하게 그들에게 익숙한 표본공간을 설명하는데 급급하였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지혜가 가진 오류에서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

을 구분하는데 실패하였다. 지혜가 보여준 답안에서 가치 있는 것은  

(수학적)확률 =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

라는 사실이었다. 예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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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실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을 때의 반응과 그렇지 않았을 때의 

반응은 매우 다르다. 후자의 경우 예비교사들이 지혜에게 제공할 수 있

는 것은 ‘2개의 주사위 던지기 문제는 두 주사위를 다르게 보면 되고, 

표본공간의 원소를 36가지로 만든 후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것뿐이

다. 반면에 전자의 경우 예비교사들은 지혜에게 스스로 ‘내가 만든 표

본공간의 모든 원소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가?’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Silver(1981)는 확률에 있어 가장 중

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로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는 개념을 꼽았다. 

이 개념은 특히나 수학적 확률이 ‘개수’를 기반으로 하여 계산되어진

다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다. 김정은(2000)은 그의 연구를 통해 

중학생들이 표본공간의 모든 원소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

대된다고 잘못 가정하는 ‘대칭성 가정’오개념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였

다. 예를 들어 내일 비가 올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 내일 비

가 올 확률을 

로 잘못 생각한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정도로 기대된

다.’는 개념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실제로 본 연구가 진행되는 중

간에 사전검사에 참여하였던 영재원 학생들 중 일부를 대상으로 4개의 

의자를 가진 원탁의 각 의자에 빨간색 2개와 파란색 2개를 랜덤하게 칠

할 때 같은 색깔이 이웃할 확률을 물었을 때 9명 가운데 8명이 

이라

고 대답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도 오답을 제시한 예비교사들

을 상대로 {1,3}과 {2,2}가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지 물었을 때, 쉽사리 대

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난해하고 학습에 필수적인 개념을 지혜에게 설

명할 수 있는, 아니 설명해야만 하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수자 

중심 접근법을 보여준 예비교사들 대부분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반

면에 학습자 중심 접근법을 보여준 예비교사들은 대부분 {1,3}과 {2,2}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교수 상황의 대부분을 할애하였으며, 이를 위해 지혜

가 보여준 표본공간을 시작점으로 하여 접근을 시작하였다. 이는 지혜의 

오류 가운데 가치 있는 것을 적절히 선별하였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한

편, 예비교사들이 보여준 {1,3}과 {2,2}의 구체적인 비교 전략은 결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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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과 {2,2}의 비교 해당 예비교사 총합 

교수자 

중심

(1,3)과 (3,1)이 다른 것임을 언

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3}과 

{2,2}의 비교는 하지 않음

9, 12, 16, 17, 

18, 19,  21, 23, 

24, 26, 27,  29, 

31, 35, 36, 37, 

38, 42, 44

19명 19명

35명

학습자 

중심

{1,3}과 {2,2}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지 않는다

는 것을 언급함

2, 3, 5, 7, 14, 

28, 30, 32, 39
9명

16명

{1,3}과 {2,2}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지 않는다

는 것을 언급함과 동시에 {1,3}

이 가능성이 더 높음을 언급함

6, 20, 43 3명

{1,3}과 {2,2}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지 않는다

는 것을 언급함과 동시에 {1,3}

이 가능성이 2배만큼 높음을 

언급함

4, 15, 33, 41 4명

<표 Ⅴ-5> 예비교사들이 {1,3}과 {2,2}의 비교와 관련하여 보여준 대응 

양상

과 (3,1)의 관계와 연관이 되고 이는 앞에서 살펴본 두 주사위에 대한 관

점과 다시 연결된다. 이는 앞에서 절차 중심과 개념 중심 틀을 통해 설

명하였으므로, 이곳에선 논의하지 않으며, {1,3}과 {2,2}의 비교를 교수 방

법에서 드러내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에 따라서만 교수자 중심과 학습

자 중심으로 구분하려 한다. 이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4. 수학적 확률의 등확률 가정

수학적 확률에서 등확률 가정이 필요한 이유와 관련한 논의 역시 지혜

의 표본공간에 대한 관점과 무관하지 않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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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치 있는 생각, 즉 (수학적)확률 =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여기서 지혜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버려야만 하는 오개념이 두 가지 있다. 첫 번째는 ‘그녀가 만든 표본공

간의 모든 원소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될 것’이라는 생각

이다. 이에 대한 교정과 관련한 대응이 교수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는 사실은 바로 전 절에서 강조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학적 확률 

개념을 이용하여 확률을 계산할 때, 표본공간의 모든 원소가 일어날 가

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실제로 

지혜가 확률개념을 처음 접했다면, 이러한 가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교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비교사들이 이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추가면담을 통해 일부 예비교사들에게 수학적 확률

에서 ‘등확률 가정’이 필요한 이유를 질문하였을 때, 대부분 타당한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낸 확률은 기본적으로 전체에서 해당 사건이 차

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비율적 추론은 Piaget와 Inhelder(1951)

의 연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사실상 확률

을 배우면서 학생들이 키워야 하는 능력은 어쩌면 비율적 추론 능력이라

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또한 이 비율개념은 비중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비중의 개념에는 이산적인(descrete) 관점보다 연속적인(continuous) 

관점이 들어가므로 어쩌면 더 필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다. 사실상 

우리가 7차 교육과정에서 배운 기하학적 확률 개념도 각각의 넓이를 계

산하여 분수로 나타내었다는 측면에서 비율의 관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율개념은 공정함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확률의 개

념은 기본적으로 승률 및 승산을 논하는 도박에서 시작되었으며, 드 메

레, 파스칼과 페르마와 관련된 소위 상금배분문제(the problem of points) 

역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만큼 확률에서 공정함 및 공평함의 개념은 중

요하다. 표본공간에서 각 원소들이 동등한 가치를 가질 때 수학적 확률

은 공평함을 유지할 수 있고 수학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는 개념은 단순히 수학적 확률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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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정도로 기대된다.’는 개념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태도

해당

예비교사
총합 

절

차

중

심

동질성 확보를 위해 두 주사위를 다르게 보고 

경우의 수를 생각한다.
2, 31, 37 3명

1 1

명

2 0

명

수학적 확률의 정의가 ‘각각의 경우의 수가 

발생할 정도가 같아야 한다.’는 표현이 있기

에 그렇게 한다.

6, 22, 39 3명

같은 정도로 기대 되어야 수학적 확률을 쓸 수 

있다. 이유는 잘 모르겠다.

9, 12, 15, 

16, 21 
5명

개

념

중

심

{2,2}에 비해 {1,3}에 비중치를 더 줘야 한다. 29, 38 2명

9명

(1하나6하나)와 (1두개)를 같게 봄으로써, (1하

나6하나)와 (1두개)가 불공평해지면 안 된다.
33 1명

ex)찌그러진 동전을 던지면 공정하지 못하므로 

앞면이 나올 확률이 

이라고 볼 수 없지 않

은가? 

5, 23, 27, 

30, 36, 44 
6명

<표 Ⅴ-6> 예비교사들이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는 개념과 관련하

여 보여준 대응 양상

한 도구로써 사용되는 것을 넘어 그 자체로써도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의 답안을 보고 비율개념을 이

용하여 수학적 확률에서 등확률 가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 예비교사

는 많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기보다 단순히 균일 확률 표본공간(equally likely sample space)을 형

성해야 수학적 확률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등확률 개념을 단지 도구

로만 사용한 경우, 혹은 그저 정의에 근거에 등확률 개념을 사용한 경우 

이를 절차 중심 접근법으로 보았으며, 이와 달리 비율로써의 확률개념을 

설명하거나 공정함을 일깨울 수 있는 예제로 접근한 경우 이를 개념 중

심 접근법으로 보았다. 이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참고로 수학적 확

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예비교사들(S3, S4, S7, S17, S18, 

S19, S20, S24, S26, S28, S32, S35, S41, S42, S43)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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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예비교사들이 사용한 다양한 예제들

2.4절에서 잠깐 언급하였지만, 예비교사들은 지혜가 범한 복합사건의 

확률 관련 오류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 ‘반례(counterexample)’를 자주 

사용하였다. 반례는 학습자로 하여금 인지적 갈등을 초래하게 하여 교수

활동에서 강력한 교수전략이 된다(Zazkis & Chernoff, 2008). 그러나 반

례가 학습자로 하여금 인지적 갈등을 초래하게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Zazkis와 Chernoff는 말한다. 이는 사실상 ‘반례’로써의 기능을 상실하

는 것이다. 그들은 반례가 학습자에게 인지적 갈등을 주고 동시에 갈등

의 해결을 도울 때, 그러한 예제를 중추-연결 예제라고 정의하였다. 예

비교사들이 사용하는 예제의 종류 및 사용방법을 분석해본 결과, 적지 

않은 수의 예비교사들이 반례의 사용에 있어서 미숙함을 드러내었다. 이

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반례가 학

생으로 하여금 ‘내가 틀렸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지 못하는 반례답

지 않은 반례이다. 또한 두 번째로는 반례를 통해서 학생의 학습을 도우

려는 의도보다 교수자 입장에서 학습자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선

언’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례이다. 반면에 바른 반례의 사용은 

중추-연결 예제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는 학생에게 인지적 갈등을 줌

과 동시에 학생의 실패에 도장을 찍는 대신 학생이 반례를 통해서 스스

로 인지적 갈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는 

학습자 중심 접근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반면에 전자의 경우는 교수자 중

심 접근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반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학생의 상황이

나 능력에 의존하는 것은 사실이며 사용한 반례가 유용한지에 대한 정확

한 확신은 교수가 끝난 이후에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수가 진행되기 이

전에 어떤 것이 바른 반례인지에 대한 예민한 감각이 있어야 함은 분명

하며, 교수 이전에도 반례의 유용성에 대해 예상이 가능하다. 기본적으

로 우리는 다른 예비교사들이 제안한 다양한 예제에 대한, 오답을 제시

한 예비교사들의 반응을 기초로 하고, 거기에 연구자의 판단을 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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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해당자

쌍둥이 형제가 있다고 가정한다. 청기백기 게임을 하는데, 이 형제를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이기든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항상 이기는 경

우가 ‘한 가지’인 게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엄연히 형이 이긴 경우와 

진 경우 ‘두 가지’ 서로 다른 경우가 나오는 게임이다. 

9

두 개의 동전을 던질 때 (앞,뒤)와 (뒤,앞)은 분명히 다른 경우라고 설명한

다. 
26

<표 Ⅴ-7> (1,3)과 (3,1)이 다른 것임(각각 경우의 수 1로 세어져야 함)을 

설명할 때 사용된 예제들

‘등확률인 경우만 수학적 확률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할 때 해당자

주사위 하나를 1다섯 개와 2하나로 썼을 때 과연 1과 2가 나올 확률을 


로 해야 하느냐?

1

앞면이 나올 확률이 

이고, 뒷면이 나올 확률이 


인 동전을 생각할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인가?

11

자를 던지면 눕거나 서겠지. 근데 설 확률이 

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30

<표 Ⅴ-8>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만 수학적 확률을 사용할 수 있

는 이유를 설명할 때 사용된 예제들

예비교사들이 사용한 다양한 예제를 분석하고, 중추-연결 예제로써 여겨

질 수 없는 것들을 사용한 예비교사의 접근을 교수자 중심 접근으로 보

았으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추-연결 예제로써 여겨질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한 예비교사의 접근을 학습자 중심 접근으로 보았다. 더불어 예제가 

사용된 각 교수 상황이 분석에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제시한다.

2.5.1. 각 상황에 따라 예비교사들이 사용한 예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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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해당자

1, 2, 3이 적힌 카드 두 쌍을 가지고 각각에서 둘을 뽑아 그 카드가 동일

할 확률이 클지 그렇지 않을 확률이 클지 생각해보게 한다. 
23

같은 회사를 다니는 두 사람이 서로 같은 종류의 6개의 차를 가지고 있다. 

주차장에 똑같은 차 두 대가 있을 확률보다, 가능성보다 서로 다른 차 두 

대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사람이 서로 다르지만 주차장만 집

중해서 보자.

29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앞앞이 많은지 앞뒤가 많은지 생각해볼

래?
36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둘 다 앞면이 나올 확률이 앞하나뒤하나 

보다 낮다.
20

6명 조원이 있는 조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제비를 두 개씩 넣는다(구별

불가능). 그리고 두 장을 뽑을 때, 다른 사람 제비가 뽑힐 확률과 같은 사

람 제비 두 장이 뽑힐 확률을 생각해보라고 한다. 

43

<표 Ⅴ-9> (1하나3하나)와 (2두개)의 빈도를 비교할 때 사용된 예제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확률이 

이고, 다른 하나는 확률이 


일 

때, 각각의 확률이 

인가?

36

동전 2개를 던질 때 두 동전 모두 앞면이 나오는 확률도 단순히 앞앞/앞뒤

/뒤뒤 3개중 1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이 아닌 것처럼...

5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오는 사건이 {앞면, 뒷면, 세워짐} 이라고 해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27

검은 공 100개와 흰 공 1개가 들어있는 주머니를 생각하자. 물론 공들은 

구별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가능한 경우의 수가 2이므로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이나 흰 공을 뽑을 확률이 동일하다 할 것인가?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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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목적 해당자

동전을 예로 들어서 학생처럼 풀어보면 (앞앞), (뒤뒤) (앞뒤) 각각 

확률

을 가지게 되는데 사실 (앞앞)은 확률이 

× 

 

이다.

16

똑같은 동전을 2개 던지면 앞앞, 앞뒤, 뒤뒤 나올 확률이 모두 

로 같은

가?

17

구별이 안 되는 두 동전을 던졌을 때 둘 모두 앞면이 나오는 확률이 

이

냐고 되물어봄으로써 스스로 잘못 생각한 부분을 잡아낼 수 있게 한다.

28

{비올, 비안올}이므로 

인가? 35

<표 Ⅴ-10> 정확히 어떤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는지 모호한 예

제들

2.5.2. 각 예제들에 대한 분석 

각 예제들은 중추-연결 예제의 틀 안에서 분석되어질 것이다. 한 가지 

언급하자면 예비교사가 사용한 예제 가운데 정확히 어떤 부분을 설명하

기 위해 사용되었는지 모호한 예제들이 있다. 연구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학생의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이거나, 교수 능력의 부족으로 추측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수학적인 개념 자체가 위계가 있으

며 연결되어 있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을 위해 예제를 사용해야겠다는 확

신을 갖고 예제를 사용하는 것이 언제나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관점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일단 본 연구에

서는 목적이 불분명한 예제들도 분석에 포함하였다.

(1) 학생에게 반례로 여겨지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예제

S26 등(S5, S17, S20, S23, S26, S28, S29, S36, S43)이 사용한 예제는 중

추-연결 예제가 아닌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S26이 사용한 

예제의 경우 마치 연구자가 선정한 과제에서 (1,3)과 (3,1)은 분명히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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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라고 설명하는 것과 같다. 차원도 축소되지 않았고, 그저 전체 경우

의 수가 줄었을 따름이다. 오답을 제시하였던 S13 및 정답을 제시하였던 

S23 등은 지혜의 머릿속에서 이미 주사위가 던져져서 섞여버리기 때문에 

동전 예제, 혹은 결과의 가짓수가 동전과 주사위의 중간정도인 1,2,3이 

적힌 카드 두 쌍을 가지고 하는 예제 등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

다. 실제로 18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였던 달랑베르(Jean Le Rond 

d’ Alembert)는 처음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앞면이 한 번 이

상 나올 확률을 

로 답하였다. S26 등은 그렇게 지혜에게 인지적 갈등 

및 해결책은커녕 지혜 스스로 ‘반례가 있구나.’라는 생각조차 주지 못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2) 학생에게 반례로 여겨지지만 인지적인 갈등을 주지 못할 것으로 생
각되어지는 예제 

S36이 사용한 예제는 중추-연결 예제가 아닌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

다. 그가 제시한 예제는 다분히 인위적이다. 두 가지 경우를 실제로 상

정한 것도 아니며,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플

라토닉한 예제이다. 이 예제를 접한 후 지혜는 예비교사의 말대로 확률

을 

로 하는 것이 이상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예제 자체의 인위성으로 인해 이는 자칫 반례가 아닌 예외로써 

무시되어질지도 모른다. S36은 지혜가 ‘반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녀 스스로 인지적인 갈등을 할 수 있도록 유

도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3) 학생에게 반례가 되며 인지적 갈등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예제

S16 등(S16, S27, S30, S35)이 사용한 예제는 중추-연결 예제가 아닌 것

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S30이 제시한 예제는 지금까지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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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수
개수

 로 인식하고 계산하여왔던 지혜에게 인지적인 갈등을 줄 수 있

다. 표본공간의 원소들이 동등하지 못하면 수학적 확률 계산을 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진정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지는 못한다. 즉, ‘확률을 개수
개수

로 무조

건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지할지 모르나, ‘동등한 

가능성을 가질 때 수학적 확률을 쓸 수 있다.’는 생각까지는 미치지 않

을 수 있다. S16등은 학생에게 인지적 갈등을 유도하였으나, 반례만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주지는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4) 학생에게 반례가 되며 인지적 갈등을 주고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예제

S9와 S44가 사용한 예제는 중추-연결 예제인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

다. 먼저 S9의 경우부터 살펴보자. 지혜가 오답을 내는데 핵심적인 역할

을 한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없으면 같은 

경우이다.’라는 오개념이었다. S9는 이를 하나의 반례로 해결한다. 쌍둥

이 형제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데 한 사람만 이기지는 않을 것이

고 언젠가 다른 사람도 이길 것이다. 그러나 시각적으로는 어찌 보면 같

은 사람이 계속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지혜는 시각적

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 대신 S9가 과제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건이 

발생하는 상황을 조금 더 면 히 살펴봐서 사건을 일으키는 주체나 과

정, 원리, 규칙 등을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나아가 두 대상

이 구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르다는 것 역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엔 S44의 경우를 살펴보자. 일단 하나를 뽑는 경우이기 때

문에 1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고, 기존의 문제인 2차원보다 쉽다. 또한 

제비를 뽑는 상황은 난해하지 않으며, 익숙하고, 학생의 수준에 맞다. 결

정적으로 검은 공 각각, 그리고 흰 공 각각은 구별되지 않는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학습자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확률을 1/2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학습자에게 일단 반례가 되며, 이를 넘어 인지적인 갈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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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사들이 사용한 다양한 예제들 해당 예비교사 총합 

교수자

중심

학생에게 반례로 여겨지지 못할 것

으로 생각되어지는 예제 사용

5, 17, 20, 23, 

26, 28, 29, 36, 

43

9명

14명

1 6

명

학생에게 반례로 여겨지지만 인지적

인 갈등을 주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

어지는 예제 사용

36 1명

학생에게 반례가 되며 인지적 갈등

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해결책을 제

시해주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예제 사용

16, 27, 30, 35 4명

학습자

중심

학생에게 반례가 되며 인지적 갈등

을 주고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생

각되어지는 예제

9, 44 2명 2명

<표 Ⅴ-11> 예비교사들이 사용한 예제에 대한 분석

형성하게 한다. 결과의 가능성이 동등하지 못 할 수도 있고, 이를 고려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뿐만 아니라 확률의 비율개념, 혹은 전체

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개념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어 주사위가 아무리 구

별 불가능할지라도 {1,2}가 {1,1}보다 2배만큼 더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게 만든다. 이는 사실상 우리 과제의 모든 것이다. S9와 

S45는 그들의 반례를 통해 지혜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주었을 가

능성이 크다.

이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참고로 본 분석에는 예제를 사용한 예

비교사 16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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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문제 3. 예비교사들이 지닌 복합사건의 확률에 대한 지식과 학생

이 범한 오류에 대한 그들의 대응 양상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가?

VI. 예비교사들이 지닌 복합사건의 확률에 대한 

지식과 학생이 범한 오류에 대한 그들의 대응 

양상 사이의 관계 분석

이 장에서는 연구 문제 3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연구 문제 3은 

다음과 같다.

분석은 연구 문제 1을 위해 수행된 분석결과 및 연구 문제 2를 위해 

수행된 분석결과를 토대로 진행되었다.

1. 과제1에서 오답을 제시한 예비교사의 복합사건의 확률 

관련 지식과 학생이 범한 오류에 대한 그들의 대응 양

상 사이의 관계 

1.1. 수학이 전혀 없는 대응

첫 번째 분석을 위해 과제1에서 오답을 제시한 S40의 과제2에 대한 답

안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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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1] 과제2에 대한 예비교사 답안(S40)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S40이 지혜를 상대로 한 대응에서 수

학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대신 절차적이고 방법적인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는 과제1에서 오답을 제시한 다른 예비교사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다. 물론 이들이 과제2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르게 이해하

였을 수도 있다. 그저 교수학적인(pedagogical) 내용만 기술해도 되는 것

이라고 오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과제1에서 오답을 

제시한 11명 가운데 4명(37%)이나 수학이 전혀 없는 대응 방식을 보여준 

것은 정답을 제시한 33명 가운데 단지 3명(9%)만이 수학이 전혀 없는 대

응 방식을 보여주었다는 사실과 대조를 이룬다. 다시 말해 이는 과제1에

서 오답을 제시한 예비교사들의 독특한 특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

다. 학생의 오류에 대한 대응 방식의 대부분이 수학이 전무한 방법적인 

지식만을 나열하는 것이었던 예비교사들에게 수학이 전혀 없는 대응 방

식은 어쩌면 가장 안성맞춤인 피난처(shelter)(Ma, 1999)로 작용하였을지

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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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2] 과제2에 대한 예비교사 답안(S11)

1.2. 오답에 대한 잘못된 대응

두 번째 분석을 위해 과제1에서 오답을 제시한 S11의 과제2에 대한 답

안을 살펴보자.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S11은 지혜를 상대로 한 대응에서 지

혜의 답이 옳다고 잘못 설명하였다. 이는 과제1에서 오답을 제시한 11명 

가운데 5명(45%)에게서 드러난 특징이다. 이 상황에서 지혜가 보인 오류

에 대해 바른 설명이 불가능했던 이유는 S11이 복합사건의 확률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 이는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졌듯이 수학적 지식의 부족이 교사의 교수에 

제한을 가져온다(Carpenter et al., 1988; Spillane, 2000)는 것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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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복합사건의 확률과 관련한 교사들의 지식을 키우기 위한 교사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시사점을 줄 수 있다. 

2. 과제1에서 정답을 제시한 예비교사의 복합사건의 확률 

관련 지식과 학생이 범한 오류에 대한 그들의 대응 양

상 사이의 관계

2.1. 두 주사위 간의 관계에 대한 지식과 대응 방식

두 주사위를 다룰 때 예비교사들 대부분은 ‘서로 다른 이름 주기’방

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두 주사위의 관계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이 

방법을 사용하는 예비교사들이 많았다. 이는 그들의 교수 상황에 영향을 

주었다. 지혜의 오류가 사실상 수학적 확률에 대한 불충분한 개념(이해)

으로부터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혜에게 ‘서로 다른 이름 주

기’를 강요함으로써 지혜의 오답을 개념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절차적으

로 다루었다. 면담을 진행하였던 정답자 중 이에 대한 부족한 지식을 가

지고 있었던 예비교사 5명 가운데 5명 전원(100%)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2.2. 표본공간에 대한 지식과 대응 방식

면담자 중 과제1에서 정답을 제시한 예비교사들 가운데 표본공간에 대

한 바른 지식 즉, 비(非)균일 확률 표본공간(unequally likely sample 

space)의 존재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예비교사는 10명중 단 3명

(30%)에 불과했다. 나머지 예비교사들은 지혜의 표본공간을 틀린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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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지혜의 오류는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처

분되었다. 면담을 진행하였던 정답자 중 이에 대한 부족한 지식을 가지

고 있었던 예비교사 6명 가운데 6명 전원(100%)이 이러한 대응 양상을 

보여주었다. 예비교사들의 표본공간에 대한 부족한 지식은 학생의 가치 

있는 생각(‘다 세었다.’)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한편 과제1에서 오답을 제시한 11명의 예비교사들 가운데 9명이 지혜

의 ‘다 세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에 따른 표본공간 구

성 역시 인정하였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임과 동시에 흥미로운 결

과이다. 쉽게 말해 오류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학생의 생각을 더 잘 이해

하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와 관련하여 

예비교사들도 그러한 상황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예비교사들로 하

여금 학생들의 오류나 어려움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Chernoff & Zazkis, 2011). 이 역시 예비교사 교육에 있어서 하나의 큰 

시사점이 될 수 있다. 

2.3. 표기법사용에 대한 지식과 대응 방식

(1,3)과 {1,3}의 차이와 관련한 표기법의 문제는 복합사건의 확률에 대

한 특정 주제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학생의 오류에 대한 예비교사의 대응 

양상을 알아본 Ⅴ장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지식은 학생의 오

류에 대한 대응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정답자의 경

우 33명 가운데 6명(18%)이 표기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본인 

스스로 개념적으로 헷갈릴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교수 상황에서도 적

절한 교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오답자의 경우 11명 가운데 

10명(90%)이 표기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다. 이 역시 교수 상황에서 바

르지 못한 접근법을 야기할 수 있다. 하나의 기호는 여러 개의 개념과 

대응되어서는 안 된다(Skemp, 1971). 하나의 기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되

는 순간 교수 상황은 엉켜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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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1,3)을 적어놓고 머릿속으로 {1,3}으로 이해했던, 

즉, 과제1에서 오답을 제시했던 예비교사에게는 이러한 경험이 오히려 

학생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수 있다. 이는 지

혜가 제시한 표본공간의 (1,3)을 {1,3}일 수 있다고 추측한 대부분의 예비

교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될 수 있다. Peirce(1977)의 

언어를 빌리자면 과제1에서 오류를 경험한 대부분의 예비교사들은 학생

이 사용한 (1,3)이라는 표현체(representamen)를 {1,3}이라는 해석체

(interpretant)로 바르게 이해하였다.

2.4. 등확률 가정에 대한 지식과 대응 방식

면담자 중 정답을 제시하였던 예비교사 10명 가운데 수학적 확률에서 

필요한 등확률 개념에 관하여 부족한 지식을 보여주었던 예비교사는 총 

7명(70%)이었다. 이들의 부족한 지식은 등확률 가정에 대해 지혜에게 설

명하는 과정에서 다분히 절차 중심적인 접근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있

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면담을 진행하였던 정답자 중 이에 대

한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예비교사 7명 가운데 5명 (71%)이 이러

한 대응 양상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때, 예비교사들이 ‘잘 모르겠다.’라

고 표현한 것이 진정 그 의미를 모른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오히려 이 경우 ‘그것을 알고 있으나,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는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다.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교사교육에 있어 지금까지 언급하였던 경우와는 

다른 새로운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즉, 수학적인 지식과 무관하게, 학생

에게 특정 주제를 가르치는데 있어서 방법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 교사교육은 수학교사의 수학적 지식 함양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방

법에 대한 능력 함양에도 좀 더 주의를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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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예비교사들

이 복합사건의 확률에 대해 갖고 있는 지식이 어떠한지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예비교사들이 학생이 범한 복합사건의 확률 관련 오류에 대해 어

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것이며, 셋째는 예비교사들이 지닌 복합사건의 

확률에 대한 지식과 학생이 범한 오류에 대한 그들의 대응 양상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먼저 예비교사들이 복합사건의 확률에 대해 갖고 

있는 지식에 관하여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 및 예비검사를 통해 예비교

사들에게 주어질 과제1을 선정하였다. 또한 예비교사들이 학생이 범한 

복합사건의 확률 관련 오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과

제1과 동일한 문제에 대해 주관적인 표본공간을 구성한 후 표본공간의 

대칭성을 가정하고 수학적 확률을 잘못 적용한 한 학생의 상황을 가상으

로 설정한 후 이때 예비교사가 어떠한 대응 방식을 취할 수 있을지를 묻

는 과제2를 설계하였다. 과제2는 앞에서 만든 과제1의 다음에 위치하며 

함께 질문지에 포함되었고, 질문지는 특정 수업시간을 할애하여 배부되

었다. 질문지 조사 및 면담을 통해 예비교사의 지식과 대응 양상을 분석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예비교사들이 지닌 복합사건의 확률에 대한 지식과 

학생이 범한 오류에 대한 그들의 대응 양상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

였다.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예비교사 교육에 대한 시

사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한 후, 연

구의 제한점 언급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덧붙이기로 한다.

제 Ⅱ장에서는 다양한 선행연구를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에 대한 이론

적 틀을 마련하였다. 첫 번째로 오개념과 오류의 의미 및 종류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먼저 가장 기초적이지만 혼동하기 쉬운 오개념

과 오류의 구별된 정의를 살펴본 후 오개념과 오류에 대한 다양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더불어 오개념과 오류를 버려져야 할 것으로 보지 

않고 가치 있게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는 학습자에 대한 지식으로서의 

오개념과 오류의 관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오개념과 오류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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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에 대해 조사하였다. 차례로 수학 용어와 기호, 형식적 오류(formal 

fallacy)와 비형식적 오류(informal fallacy), Tversky와 Kahneman(1974)의 

이용가능성 휴리스틱(availability heuristic)과 특성 대체 모형(attribute 

substitution model)을 소개하였다. 두 번째로 오류에 대한 교사들의 대응 

방식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교사에게 필요한 지식으로 내용

지식(CK)과 교과내용지식(SMK) 및 교수학적 내용 지식(PCK)에 대해서 알

아보았다. 이어서 학생이 범한 오류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대응 양상을 

분석할 틀로 사용될 개념인 개념적 지식(conceptual knowledge)과 절차적 

지식(procedural knowledge) 및 학습자 중심 접근(learner-centered 

approach)과 교수자 중심 접근(teacher-centered approach)에 대해 조사

하였고, 특별히 학습자 중심 접근법의 범주 안에 속하는 중추-연결 예제

(pivotal-bridging example)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세 번째로 확률 관련 

오개념 및 오류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인 확률 관련 오

개념 및 오류와 관련하여 Stohl(2005)의 결정론적 관점(deterministic 

view)과 Chernoff(2011)의 플라토닉(platonic)의 개념을 조사하였고, 비율

(proportion)과 공정함(fairness)의 개념도 소개하였다. 이어서 복합사건의 

확률 관련 오개념 및 오류와 관련하여 단순사건과 복합사건의 정의 및 

선행연구를 살펴본 후 학생의 표본공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드러낼 수 

있는 표본집합(sample set)의 개념을 알아보았다. 더불어 본 연구의 과제

와 접한 관련을 갖는 겉보기 경우의 수(a collection or set)와 실제 경

우의 수(a sequence)에 대해 알아보고, 개념 중심 접근과 절차 중심 접근

의 중요한 열쇠로 사용될 독립사건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리고 끝으로 

복합사건의 확률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제 Ⅲ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될 연구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소개하

였다. 연구문제 1과 2, 그리고 3 모두에서 연구자가 선정한 ‘동일한 주

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특정 눈의 합이 나올 확률을 계산하는 

문제’가 사용되었다. 이에 대한 언급이 과제1과 과제2에 제시되었으며, 

이 둘을 모두 질문지에 포함한 후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이후 

과제1에서 오답을 제시한 예비교사 및 정답을 제시한 예비교사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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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예비교사들을 선정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 예비교사들이 

작성한 검사지, 면담 시 전사자료 및 기록지를 분석함으로써 연구 문제 

1, 2, 그리고 3에 대한 답을 얻으려 하였다. 

제 Ⅳ장에서는 복합사건의 확률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지식을 분석하였

다. 예비교사에 대한 지식 분석은 오답을 제시한 예비교사와 정답을 제

시한 예비교사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두 집단 모두에게 일련의 

공통된 질문을 제시한 후 그들의 대답 및 반응을 통해 그들이 지닌 지식

을 조사하고자 하였으며, 특별히 오답을 제시한 예비교사들에게는 

라

는 오답이 나온 상황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구 참여자 44명 가운데 11명이 과제1에서 오답을 제시하였다. 그들 대

부분은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없으면 같은 것이다.’라는 잘못된 생각

을 하고 있었으며 연구자는 이를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 개념으로 해

석하였다. 이어서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 예비교사들의 복합사건의 확률 

관련 지식을 알아보았다. 예비교사들이 가진 두 주사위에 대한 잘못된 

관점은 ‘결정론적 관점’ 혹은 ‘이상적인 관점’과 ‘맥락적인 관점’

으로 분석하였으며, 지혜의 표본공간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성급한 일

반화의 오류’ 및 ‘특성 대체 모형’을 통해 바라보았다. 나아가 예비

교사들의 전체에 대한 편협한 생각은 ‘이용가능성 휴리스틱’으로 해석

하였으며, 표기법의 잘못된 사용은 Skemp(1971)의 기호의 기능 및 

Peirce(1977)의 기호학 이론의 관점으로 해석하였다. 끝으로 예비교사들

이 수학적 확률 계산에서 필요한 등확률 가정의 정당화에 관하여 지니고 

있는 지식이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제 Ⅴ장에서는 복합사건의 확률과 관련하여 학생이 범한 오류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대응 방식을 분석하였다. 대응 양상 분석은 면담자와 면담

제외자 모두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예비교사들이 보여준 대응 양상을 

각 주제별로 절차 중심 vs 개념 중심, 그리고 교수자 중심 vs 학습자 중

심 의 틀을 적절히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두 주사위의 관계 및 

수학적 확률의 등확률 가정과 관련하여 상당수의 예비교사들이 절차 중

심 접근법을 보여주었다. 또한 지혜의 표본공간, 전체, {1.3}과 {2,2}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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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및 예제의 사용과 관련하여 역시 상당수의 예비교사들이 교수자 중심 

접근법을 보여주었다. 

제 Ⅵ장에서는 예비교사들이 지닌 복합사건의 확률에 대한 지식과 학

생이 범한 오류에 대한 그들의 대응 양상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

구 문제 1을 위해 수행된 분석결과 및 연구 문제 2를 위해 수행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 둘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예

비교사의 부족한 확률 지식이 학생의 오답을 정답으로 인정하는 잘못된 

대응 방식 혹은 지극히 절차적이거나 교수자 중심인 대응 방식을 유도하

고 있음을 알아내었다. 하지만 동시에 확률 지식이 풍부해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교수 상황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도 추측해볼 수 있게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일단 예비교사들

이 지닌 복합사건의 확률 관련 지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먼저는 오개념 

및 오류와 관련한 예비교사의 수학내용지식(CK)이 예비교사교육 프로그

램에서 다시금 강조되어야 함을 주장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복합사건을 

다루는 상황 자체가 학습자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상당한 인지적 부담

이 된다(신보미, 2008)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처방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동시에 오개념 및 오류를 제외한 다른 주요 수학내용지

식에 대한 강조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강조는 단순히 수학

적 명제의 주장 자체를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 그것이 말하고 있는 본질

적인 개념 이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복합사건의 확률과 관련하여 학생이 범한 오류에 대한 예비

교사들의 대응 양상 분석을 통해, 먼저는 학습자의 오류를 바르게 인지

할 수 있도록 예비교사교육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오개념 및 오류에 대한 

접촉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앞의 내용과 연결한다면, 내용지식도 

부족하면서 학생의 오류를 접할 기회도 적은 교사들에게는 당연히 ‘절

차’가 편할 것이다. 따라서 교사가 절차 중심적인 교수 방법만을 고집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학생의 관점 및 오류를 접할 다양한 기회가 주어져

야 한다. 다음으로 학생의 오류를 교수 상황에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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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Son(2013)이나 Chernoff 와 Zazkis(2011)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

다. 교사들은 의외로 학생들의 의견을 종종 듣지 않고 그저 절차를 반복

하면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Son & Crespo, 2009). 이는 

교사가 교수 상황에 임하는 자세로써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학생의 

오류는 더 이상 폐기처분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개념과 바른 개

념을 이어주는 가교(bridge)역할을 담당해야 하며(Chernoff & Zazkis, 

2011) 동시에 수학적 개념 탐구를 위한 발판이 되어야 한다(Son, 2013). 

이를 위한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한편 예제에 대한 적절한 사

용에 관한 교육도 요구되어진다. 단순히 학생의 주장을 반박하는 수단으

로써의 반례를 넘어 학생에게 인지적인 갈등을 주고 나아가 해결책을 줄 

수 있는 중추-연결 예제를 교수 환경에서 생각해내고 구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예제 사용에 대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

밖에 교수 상황에 있어 어떤 것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상

대적으로 덜 중요한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 동시에 어떤 주제에서 가

장 개념적인 것을 바르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

이 요구되어진다. 예를 들어 지혜의 표본공간을 통해 반드시 설명해야 

할 것은 각 표본이 동등하지 못하다는 것 혹은 {1.3}과 {2,2}가 동등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복합사건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것은 맹목적인 

‘서로 다른 이름 주기’가 아니라 독립에 대한 개념적 설명이다. 나아

가 수학적 확률에 있어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는 개념은 단지 정의

로써 갖다 쓰이거나 수학적 확률 자체를 구하기 위한 단순한 도구로써 

사용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 확률개념의 본질적 개념인 

비율 및 공정함에 대한 강조가 요구되어진다. 

마지막으로 예비교사들이 지닌 복합사건의 확률에 대한 지식과 학생이 

범한 오류에 대한 그들의 대응 양상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먼저는 교사들의 내용지식(CK)이 다시 한 번 강조되어진다. 과제1에서 

오답을 제시한 예비교사 대부분은 지혜에게 수학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절차적으로만 접근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나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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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을 정답으로 인정하였다. CK가 PCK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장면이었

다. 적절한 교수는 적절한 내용지식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앞에서도 강조한 교사의 내용지식을 향상시

킬 수 있는 다양한 교사교육 프로그램들이 고안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주장이 수학내용지식이 뒷받침되면 바람직한 교수 상황을 언제나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연구를 통해, 개념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주제에 대해서도 예비교사들은 적절히 설명하는 것

을 어려워하였다. 이를 통해 교사교육 프로그램에서 내용적인 측면을 차

치하고서라도 수학을 가르치는 방법적인 지식도 길러줄 수 있어야 할 것

이다. 그밖에 과제1에서 오답을 제시한 예비교사들 대부분이 표기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볼 때, 표기법 또한 수학개념 이해에 중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교수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스스로 표기법을 다르게 사용하거나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개인에게도 혼란을 줄 수 있을뿐더러 학습자에게도 큰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 따라서 표기법에 대한 바른 사용도 예비교사교육을 통해 

길러져야 한다. 한편, 이를 다른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 과제1에서 표기

법을 혼동함으로 인해 오답을 제시하였던 예비교사 대부분의 이러한 경

험이 학생의 생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는 지혜가 제시한 표

본공간의 (1,3)을 {1,3}일 수 있다고 추측한 대부분의 예비교사들을 통해

서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된다. 개념에 대한 완벽하지만 다소 경직된 이해

가 때로는 학생의 생각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될지도 모른다. 분명히 예

비교사들 스스로 겪는 오류나 어려움은 학생들의 오류나 어려움을 제대

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Chernoff & Zazkis, 2011). 따라서 예비교사

들 스스로 오류를 겪을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제시해줄 수 있는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되어진다.   

끝으로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존재한다. 표본 크기가 작고 한 

대학에 소속된 예비교사들, 그리고 한 수업에 참여한 예비교사들을 대상

으로 하였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고, 일련의 통찰 정도로 이해하

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예비교사들은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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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에게 대응을 하도록 요구되어졌다. 따라서 그들이 보여준 반응이

나 접근은 그들이 실제 수업의 교수 상황에서 보여주게 될 행동과는 일

치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진정으로 교사의 추론과 실천에 관하여 중요한 통찰

력을 제공하고 따라서 그러한 복잡한 현상에 대한 공동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공헌할 수 있다(Son, 2013). 더불어 가상 상황에 대한 제한점은 

다양한 면담 방법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하려고 노력하였다. 한편 연구

에 사용된 질문지는 과제1과 과제2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었고 예비교사

들에게 배부되었을 때 연구자는 그들의 문제풀이 순서에 제약을 가하지 

않았었다. 면담결과 과제1에서 오답을 제시했으나 과제2를 본 후 과제1

을 정답으로 수정하였거나, 혹은 과제1에서 정답을 제시했으나 과제2를 

본 후 과제1을 오답으로 수정한 예비교사들이 존재하였다. 면담 시 다양

한 질문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과제1과 과제2 서

로 간에 미친 영향 또한 본 연구의 작은 제한점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학생이 범한 복합사건의 확률 관련 오류에 대한 예비교사의 

대응 양상을 조사하는 것이 주요한 목표였다. 기본적으로 복합사건의 확

률을 주제로 한 국내 및 해외 연구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질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학생의 오류에 대한 현직교사의 대처 

방법에 관한 연구(Santagata, 2005; Schleppenbach et al., 2007; Tsamir & 

Tirosh, 2005)는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 따라서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복합사건의 확률 이외에 다른 확률 분야

에 대한 후속 연구 및 확률을 제외한 다른 수학 분야에 대한 후속 연구 

역시 필요하다. 끝으로 교사가 지닌 지식과 학생이 범한 오류에 대한 대

응 양상 사이의 관계를 좀 더 명확히 드러내줄 수 있는 다양한 연구 또

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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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연구문제1과 연구문제2 관련 예비교사들이 지닌 복합사건의 확률 관련
지식 및 학생의 오류에 대한 대응 양상 본검사지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이 연구는 예비교사의 확률교수법을 알아보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의 책임자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이충훈(chloris@snu.ac.kr)입니다. 귀하는 예비교사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

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것입니다. 귀하가 오늘 참여에 동의할 경우 15분가량

의 시간동안 교수법에 대한 질문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작성도중 참여를 그만 

둘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수집된 귀하의 개인 정보의 비 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 및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지 작성에 참가한 참여자 중 일부는 사후 면담을 요청받게 됩니다. 사후 

면담 연구에 대한 동의절차는 별도로 진행되게 됩니다. 

위의 사항에 동의하면 다음 서명란에 서명하고 질문지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본 참여자는 위의 설명을 숙지하였고, 예비교사의 확률교수법에 대한 이충훈

의 연구 중 질문지 작성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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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지>

      대학교       대학            학과      학번  이름:                  

본 질문지는 예비교사들의 확률교수법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

니다. 과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각각의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은 아래에 제시될 것입니다. 질문지에 성심성의껏 임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

습니다. (여백이 부족하면 뒷면을 이용하십시오.)

과제1: 동일한 두 개의 주사위 동시에 던지기

모든 조건이 동일한(즉, 구별 불가능한) 공정한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

지는 시행에서 두 눈의 합이 4가 될 확률을 구하여라.

(다음 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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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2: 과제1에 대한 가상의 교수 상황 설계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보자: 한 학생을 가르치면서 당신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게 된다. 

“모든 조건이 동일한(즉, 구별 불가능한) 공정한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두 눈의 합이 4가 될 확률을 구하여라.”

당신이 가르치는 그 학생은 정답이 


라고 주장한다. 이 때, 이 학생의 주

장에 대해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라.

(성실한 답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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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면접양식

[과제1에서 오답을 제시한 그룹]

[면접대본1]

           

      대학교       대학            학과      학번  이름:                  

면접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접대상자는 이충훈의 연구 관련 질문지에 

피면접자가 이전에 기술하였던 내용을 근거로 선정되었습니다. 면접은 20분-30

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녹음 및 녹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면접 진행 중에

는 면접대본 및 면접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먼저 본인이 검사지의 과제1에서 기술한 답안을 천천히 확인하고 스스로 정

답인지 그렇지 않은지 생각해 본 후 자신의 의견을 말하십시오.(정답이라고 생

각한다고 말한다면 2번부터,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면 3번부터 진

행할 것임) 

2. 본인이 과제1에서 기술한 답안에 대한 면담자의 설명을 들으십시오. (당신의 

답안이 옳지 못하다고 말해줄 것임)

3. 본인이 왜 정답을 맞히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하십시오.(피험자가 이

유를 모른다고 판단되면 4번부터, 이유를 알고 있다고 판단되면 5번부터 진행할 

것임)

4. 면담자로부터 과제1에 대한 본인의 답안이 옳지 못한 이유에 대해 들으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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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5. 과제2를 다시 작성하십시오. 

6. 작성이 완료되면 면접자의 질문에 성실히 대답해 주십시오.

7. 질문이 끝나면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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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1에서 정답을 제시하였으나 과제2에서 진단을 바르게 하지 못한 그룹]

[면접대본2]

      대학교       대학            학과      학번  이름:                  

면접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접대상자는 이충훈의 연구 관련 질문지에 

피면접자가 이전에 기술하였던 내용을 근거로 선정되었습니다. 면접은 20분-30

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녹음 및 녹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면접 진행 중에

는 면접대본 및 면접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먼저 본인이 검사지에 기술한 과제1과 과제2의 답안을 확인하십시오. 특히 

과제2의 답안을 유심히 확인하십시오.

2. 그다음 면접자가 나누어주는 오류를 범한 학생의 실제 자료를 보십시오. 실

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자료에 대한 이해가 끝나면 과제2를 다시 작성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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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성이 완료되면 면접자의 질문에 성실히 대답해 주십시오.

5. 질문이 끝나면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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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인 개념이 전무하고 말로만 설명한 그룹]

[면접대본3]

      대학교       대학            학과      학번  이름:                  

          

면접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접대상자는 이충훈의 연구 관련 질문지에 

피면접자가 이전에 기술하였던 내용을 근거로 선정되었습니다. 면접은 20분-30

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녹음 및 녹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면접 진행 중에

는 면접대본 및 면접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먼저 본인이 검사지에 기술한 과제1과 과제2의 답안을 확인하십시오. 특히 

과제2의 답안을 유심히 확인하십시오.

2. 본인의 답안에 수학적인 개념을 넣어서 과제2를 다시 작성하십시오.

3. 작성이 완료되면 면접자의 질문에 성실히 대답해 주십시오.

4. 질문이 끝나면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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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1과 과제2를 모두 제대로 맞힌 예비교사들 中 면접대상자들]

[면접대본4]

      대학교       대학            학과      학번  이름:                  

      

면접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접대상자는 이충훈의 연구 관련 질문지에 

피면접자가 이전에 기술하였던 내용을 근거로 선정되었습니다. 면접은 20분-30

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녹음 및 녹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면접 진행 중에

는 면접대본 및 면접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먼저 본인이 검사지에 기술한 과제1과 과제2의 답안을 확인하십시오. 특히 

과제2의 답안을 유심히 확인하십시오.

2. 확인이 끝나면 면접자의 질문에 성실히 대답해 주십시오.

3. 질문이 끝나면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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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Pre-service 

Teachers’Responses to Student 

Errors 

- Focused on the Probability of Compound Events -

Lee, Choong Hoon

Department of Mathemat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dicting the probability of compound events which mean multi-stage 

or multi-dimensional random experiment is a key learning goal for the 

middle school and is an essential ability required of the high school 

students. However, many students experience difficulties in dealing with 

probability of compound events and have misconceptions about it 

resulting in various errors. 

Responding to student errors appropriately is one of the main tasks 

of teachers in teaching mathematics. Especially, many researchers 

recommend teachers to use student errors as potential avenues or 

catalysts for better learning, not to regard them as dead 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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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many teachers still consider student errors just as 

something to be detected and then removed. Therefore, investigating 

teachers’responses to student errors is important in teacher education. 

Although many studies investigated in-service teachers’ responses to 

student errors, ones focused on the misconceptions and errors related 

to the probabilities are not many. Decisively, studies on pre-service 

teachers' responses to student errors are very few. Because the 

teacher’s PCK should be properly formed from when they are 

pre-service teachers, progressive researches on this are needed. 

This thesis is a study on pre-service teachers’ responses to 

student errors related to the probability of compound events and its 

goal is providing information for the design of teacher education. We 

investigated the content knowledge of 44 pre-service teachers about 

probability  of compound events using a written task asking the 

probability of throwing indistinguishable two dices simultaneously. Also, 

after presenting a wrong answer to the same question from a virtual 

student, we asked pre-service teachers to write responses to this 

student's error. we also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ervice 

teacher’s knowledge and their responses. With using a written task, 

we conducted interviews with the study subjects to find out pre-service 

teacher’s answers in detail. 

Analysis results revealed that a considerable number of pre-service 

teachers had limited knowledge concerning probability of compound 

events. This study also revealed that when the pre-service teachers 

respond to student errors, a majority of them used procedure-based 

approaches and teacher-centered approaches. Furthermore, pre-service 

teachers’ knowledge affected their responses to student errors directly 

or indirectly. Based on these results, we discusse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ed directions for furthe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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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 compound events,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PCK), 

conceptual knowledge and procedural knowledge, learner-centered 

approach and teacher-centered approach, sample set, pivotal-bridging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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