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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정의와 성질의 지도를 위한 

What-If-Not 전략의 활용 

- 중학교 1학년 기하 영역을 중심으로 - 

수학에서 가장 기본이자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정의이며 성질이지만 

정의와 성질은 최종적인 형태로 학생들에게 곧바로 주어져 종종 암기의 

대상이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의하기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학생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활동이며 정의하기를 포함한 

교수학적 상황을 설계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의

와 성질 지도의 교수학적 전략으로 문제제기와 문제해결 맥락에서 논의

되어 오던 Brown&Walter(2005)의 What-If-Not 전략을 활용한 ‘정의 탐

구 활동’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정의 탐구 활동’을 고안한 정윤지, 

이경화(2018)의 후속 연구로 정의 탐구 활동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여 학

생들의 학습 경로를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중학교 1학

년 기하 영역 중 다각형의 성질을 중심으로 5차시 과제를 설계하고 수업

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학습 경로 및 도달점 수준(1~4 수준)을 분석하였

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태도 및 실천 역량을 중심으로도 분석하였

다. 

도달점 수준 분석 결과 수업의 초기에는 1 수준의 학생들이 가장 많았

으나 과제와 조별 활동을 통해 정당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원리를 이해

하며 3~4 수준으로 수준이 상승하는 사례가 많이 관찰되었다. 이유를 3

가지씩 생각하게 하는 과제의 특성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당화 과정 및 

원리를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여 수준 상승에 기여하였다. 또한 

What-If-Not 전략을 적용한 2차시의 문장 바꾸기 과제는 학생들에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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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외각의 크기의 합에 대해 스스로 탐구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

으며, 1차시의 사각형에서의 내각, 외각의 관계에 대한 교사의 질문이나 

5차시의 외각의 정의를 변형해보고 탐구하는 과제에서는 교육과정을 넘

어서는 탐구와 확장의 기회, 정의가 갖고 있는 의미, 맥락을 학습할 기

회를 제공하였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태도 및 실천 역량을 함양

한 사례로도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정의 지도와 성질 지도를 위해 What-If-Not 전략을 

적용하는 방안을 중학교 1학년 기하 영역을 중심으로 고안하여 새로운 

교수학습 전략을 제안하고 이를 검증하였다는 데 있다. 또한   

What-If-Not 전략을 적용한 수업은 학생 각자의 수준에 맞게 주어진 정

의를 출발점으로서 정의를 탐구할 수 있어 난도가 낮은 편이며, 절차가 

명확하여 교수학적 상황을 설계하기도 수월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탐구를 통해 수준을 상승시킬 기회, 사고를 확장할 기회를 얻었으며, 태

도 및 실천 역량과 관련하여서도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수학의 가

치를 인식하게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정의와 성질의 지도에 

What-If-Not 전략을 적용한 다양한 후속 연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주요어 : 정의 지도, 성질 지도, What-If-Not 전략, 학습경로, 

    사고 수준, 태도 및 실천 역량

학  번 : 2016-2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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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우정호(2007)는 Polya의 연설문 “수학은 지력을 증진시킨다. 단 적절

히 가르치고 배운다면 말이다.”의 교훈을 음미하며 ‘적절히’ 가르치

고 배우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학교에서 수학을 적절히 가

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가장 효과적으로 학생들이 수학을 

배우고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수학교육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수학에서 어떤 개념을 다루기 시작하는 것에 대해 처음 배우는 것이 

바로 정의이며, 정의를 토대로 성질에 대해 탐구하므로 수학교육에서 정

의와 성질이 중요함은 재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 정의는 

종종 학생들에게 곧바로 최종적 형태로 주어지며 암기의 대상으로 여겨

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De Villiers(1998)는 정의하기(defining)의 중요성이 수학교육연구에

서 오랫동안 강조되어왔음을 밝혔다. 학생 스스로 정의를 구성하는 활동

과 관련된 연구들은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Freudenthal, 

1973; Mariotti & Fischbein, 1997; Ouvrier-Buffet, 2006; Zandieh & 

Rasmussen, 2010; 고은성, 이경화, 송상현, 2008; 조영미·박하나, 2011). 

정의하기와 정의 구성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지만 국내의 적용 연

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며, 특히 정규 수업시간에 적용한 연구는 거의 없

다. 따라서 일상의 수업시간에 정의가 갖고 있는 상황과 맥락에 대해 이

해하고 정의를 제대로 음미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의와 성질을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으로 하

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정의 지도에 Brown & 

Walter(2005)의 What-If-Not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의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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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활동’을 제안한 정윤지, 이경화(2018)의 후속 연구로 실제로 과제를 

설계하고 수업에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론적으

로만 적용가능성을 검토했던 연구를 실제 학교 현장에 적용하고 학생들

이 어떤 학습 경로를 따르는지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정의와 성질의 지

도에 What-If-Not 전략을 적용한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정의 지도와 성질 지도를 위해 What-If-Not 전략을 적

용하는 방법을 고안하고 중학교 1학년 기하 영역 중 다각형의 성질을 중

심으로 과제를 설계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수실험을 진행한 뒤 학생들의 

학습 경로를 수준으로 나눠 분석하고 학생들에게 어떤 학습 기회를 제공

하였는지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본 수업에서 2015 개

정 교육과정의 태도 및 실천 역량을 함양한 사례도 분석에 함께 다루고

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정의와 성질의 지도를 위해 What-If-Not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어떠한 과제를 설계할 수 있는가?

연구문제2. 정의와 성질의 지도에 What-If-Not 전략을 적용한 수업에서 

학생들의 학습 요소별 사고 수준과 각 수준별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3. 정의와 성질의 지도에 What-If-Not 전략을 적용한 과제는 

학생들에게 어떤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어떻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태도 및 실천 역량을 함양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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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 분석1)

이 장에서는 정의 및 성질의 지도 중에서 정의 지도와 관련한 선행 연

구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전통적인 정의 지도의 문제점과 대안으로 

제시된 수학화 활동으로서의 정의하기에 대해 알아보고 기존 연구의 한

계와 정의 지도의 지향점을 파악한다. 그리고 What-If-Not 전략이 어떤 

맥락에서 논의되어 왔고 적용했을 때 어떤 교육적 이점이 있었는지 문헌 

분석을 통해 검토한 후 정의 지도에 What-If-Not 전략을 적용할 수 있

는 방법으로 제안한 정의 탐구 활동(정윤지, 이경화, 2018)에 대해 살펴

본다. 이를 중학교 1학년 기하 영역 중 다각형의 성질에 적용하여 과제

를 설계하기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드러난 다각형의 성질의 학습 

목표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분석하고 학생들의 반응을 분석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태도 및 실천 역량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1. 정의 지도

학교수학에 제시되는 정의는 학문수학에서의 정의와는 다른 특징을 갖

는다(조영미, 2001). 학교수학에 제시된 정의는 학습자로 하여금 수학을 

이해하도록 하는 교수학적 목적을 가지고 선택된 것이다. 여기서의 이해

란 단순한 도구적 이해를 넘어선 De villiers(1994)의 기능적 이해를 얘기

하는 것이며, 조영미(2001)는 정의를 함에 있어 특정한 정의 방법을 택하

게 된 이유를 아는 것이 정의의 역할이나 기능을 이해한다는 의미에서의 

기능적 이해라고 하였다(p.6). 따라서 학교수학에서 정의가 어떤 역할이

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특징을 갖는지 아는 것이 정의 지도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고에서 말하는 ‘정의에 대한 이해’는 정의에 대한 

기능적 이해를 포함하며 ‘정의 지도’는 정의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1) 이 연구는 정윤지, 이경화(2018)의 후속 연구로 문헌 분석 중 정의 지도와 

What-If-Not 전략에 대해서는 정윤지, 이경화(2018)를 토대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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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를 말한다.

조영미(2001)는 학교수학에 제시된 정의에 대해 정의 방법과 정의 기

능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하였으며, 정의방법은 내포적 방법, 외연적 방

법, 동의적 방법으로 나누고 정의 기능에서는 기술 기능, 약정 기능, 판

별 기능, 분석 기능, 개선 기능, 논증 기능으로 세분화하였다. 학교수학

에 제시된 정의의 기능을 학생들이 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조영미(2002)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약정기능이 과하

게 강조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약정기능이 아닌 다른 기능은 고려하지 못

하게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약정기능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학생들이 

용어의 뜻을 약속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왜 그 방식을 선택하였는가

에 대한 답을 찾을 때 약정 기능이 아닌 다른 기능들은 고려하지 못하게 

되므로, 교사, 교과서 저자가 주의해야 함을 강조했다. 따라서 정의 지도

에서는 학생들이 정의는 약속한 것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정의가 왜 그

렇게 약속된 것인지, 어떤 기능과 특징을 갖는지 고민하고 이해하게 하

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과거의 정의 지도처럼 

가장 최종적인 결론의 정의가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직접 정의를 제시하거나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De Villiers, 

1998), 수학화 활동으로서의 정의하기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제시되

어 왔다(Borasi, 1992; Freudenthal, 1973; Mariotti & Fischbein, 1997; 

Swinyard, 2011; Zandieh & Rasmussen, 2010). 이하에서는 정의 지도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연구 중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수학화 

활동으로서의 정의하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수학화 활동으로서의 정의하기란 정의 자체를 가르치기보다는 정의가 

형성되기까지의 과정, 곧 수학화 활동을 학습자가 되밟게 하는 것으로 

용어 이면에 담긴 인간의 사고를 지도해야 한다는 Freudenthal(1973)의 

견해를 따른 것이다(조영미, 2001). Borasi는 수학화 활동으로서의 정의하

기 수업을 통해 수학적 정의가 처음부터 완벽한 형태로 제시된 것이 아

니라 수학자들의 요구에 따라 정의를 조정하며 재구성한 것임을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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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알려줄 수 있다고 하였다(조영미, 박하나,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여전히 정의하기의 지도가 어렵다고 주

장하고 있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 조영미, 박하나(2011)의 연구에서 학

생들은 과제에 어려움을 느끼고 제대로 탐구를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학

생들 스스로 정의를 구성하는 활동이 학생들에게 다소 난도가 높은 과제

임을 알 수 있었다. De Villiers(1998)도 정의하기 활동은 교수학적 과정

을 잘 설계하지 않으면 학생들 스스로 정의를 구성하기는 힘든 본질적으

로 복잡한 과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p.2). 또한 Ouvrier-Buffet(2011)도  

정의하기가 라카토스의 모델처럼 자연스럽지 않으며, 정의하기 과정을 

포함하는 교수학적 상황을 설계하는 게 여전히 어렵다고 하였다(p.17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의 지도에 What-If-Not 전략을 적용하는 새로운 

수단을 제안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정의 지도의 지향점을 다음과 같이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정의를 최종적 형태로 학생에게 제시하지 말고, 학생이 

활동으로서 정의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에게도 

용어 이면에 담긴 사고를 추측할 수 있도록 정의가 갖고 있는 의미를 이

해할 수 있는 활동을 경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학생이 자신의 

수준에 맞게 학생 스스로 정의를 탐구해나갈 수 있도록 과제의 난도를 

낮춰야 한다. 학생들이 정의하기 활동을 어려워하였기에 정의를 탐구하

는 과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출발점을 제공하는 등 과제의 난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셋째, 학생들이 약정 기능 외의 정의의 기능도 고려

할 수 있게 지도해야 한다. 학생들이 정의란 약속되어 정해진 것이라고

만 생각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의를 바꿔보는 활동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는 학생들에게 정의가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정의

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정의 지도의 지향점을 달성할 수 있는 교수학적 전략으로 

학생들이 주어진 정의를 출발점으로 정의를 변형·탐구하여 용어 이면의 

맥락을 이해하고 정의에 대한 오개념도 바로잡을 수 있는 What-If-Not 

전략을 제시하고, 다음 절에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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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hat-If-Not 전략

2.1. What-If-Not 전략에 관한 선행연구

What-If-Not 전략은 주어진 문제의 조건, 속성 등을 바꾸어 새로운 문

제를 만드는 전략으로 ‘만약 이게 아니라면 어떨까?’를 생각해보는 

Brown & Walter(2005)의 문제제기 전략 중의 하나이다. Brown & Walter

는 문제제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문제제기에는 수용하기와 도전하기 

두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였다. 첫째, 수용하기에서는 관찰과 추측, 내적

탐구와 외적탐구, 정확한 탐구와 근사적 탐구, 역사적 탐구(실제적 탐구

와 가설적 탐구)를 제시하였으며 문제생성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사용하기 간편한 질문 목록들을 제시하였다. 둘째, 도전하기에서는 구체

적 전략으로 What-If-Not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5가지 수준으로 나누고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여 제시하였다. 수준0은 출발점을 선택하는 것이

고, 수준1은 속성을 나열하여 목록을 만드는 것이며, 수준2에서는 “만

약~이 아니라면”을 물어서 변형 속성을 만든다. 수준3에서는 변형 속성

에 대해 질문을 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며, 수준4에서는 질문이나 문제를 

분석한다(p.86). 

기존의 What-If-Not 전략은 5가지 수준으로 상세하게 제시되었지만 연

구자에 따라 What-If-Not 전략의 핵심적 내용만을 상황에 맞춰 적용하

기도 한다. Lavy & Bershadsky(2003)는 What-If-Not 전략을 2개의 수준

으로 간략하게 표현하기도 하였다. 첫 번째 수준에서는 문제에 대한 설

명에 포함된 모든 특성을 나열해야 하고, 두 번째 수준에서는 “k가 아

니라면 어떨까?”를 묻는 방식으로 각 특성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Lavy & Bershadsky, 2003, p. 371). 이렇게 문제, 정리 등에 포함된 모든 

특성을 나열하고 특성에 도전함으로써 문제를 제기하는 전략이 

What-If-Not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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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If-Not 전략은 주로 문제제기와 문제해결의 맥락에서 논의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문제제기-문제해결(최혜길, 2014; Lavy & Bershadsky, 

2003)뿐만 아니라 수학적 추측을 만들고 탐구하는 것(Lin, Yang, Lee, 

Tabach, & Stylianides, 2011; Silver, 2013), 반례를 생성하여 명제를 정교

화하는 것(이정곤, 2012; Koichu, 2008), 일반화하는 것(Fahlgren & 

Brunström, 2014) 등의 다양한 맥락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What-If-Not은 문제제기와 문제해결 외에도 다양한 수학교육연구에 접

목되어지고 있다.

위의 연구들에서 언급된 What-If-Not 전략을 적용했을 때 얻는 교육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았다. 학생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

게 도와주었으며(최혜길, 2014) 개념을 다시 생각하게 하여 개념을 친숙

하게 받아들이고 개념과 관계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만들었다(구본

왕, 송상헌, 2011). 학생의 수학적, 메타수학적 지식을 늘리고, 수학적 사

고 수준을 높였으며(Lavy & Shriki, 2010), 학생의 사고를 확장시키고 학

생의 탐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왔다(Yerushalmy, Chazan, & 

Gordon, 1990). 또한, What-If-Not 전략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오개념을 

방지할 수 있으며(Lee, Lee, & Park, 2018), What-If-Not 전략을 이용한 

추측과 반박의 활동들이 수학적 정확성을 높이고, 인지적 장애를 스스로 

극복하게 하였다(이정곤, 2012). 이 밖에도 What-If-Not 전략을 이용한 

문제제기 활동이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함양했다는 정의

적 영역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김원주, 2010). 

본고는 What-If-Not 전략이 이와 같이 다양한 수학교육연구에 적용되

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적 시사점을 얻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What-If-Not 전략이 갖고 있는 강점이 앞서 살펴본 정의 지도의 지향점

과 부합하며, 정의 지도에 적용했을 때도 이러한 장점을 얻을 수 있으리

라는 기대에서 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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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의 지도에 What-If-Not 전략의 적용-정의 탐구 활동

본고에서는 새로운 정의 지도 전략으로 What-If-Not 전략을 제안한다. 

기존의 What-If-Not 전략과 관련하여 진행된 다양한 연구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What-If-Not 전략의 절차가 명확하여 교수학적 상황을 설계

하는 것도 수월하리라 판단하였다. 학생들은 정의에 대해 약속된 것이라 

변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오개념을 갖고 있다. 정윤지, 이경화(2018)는 학

교수학에서 학생들이 정의의 기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직접 정의를 바꿔보는 ‘정의 탐구 활동’을 What-If-Not 전략을 활용

해 고안하였다. ‘정의 탐구 활동’의 절차는 Brown & Walter(2005)의 

도전하기 전략을 정의 지도에 적용한 것으로 ‘기존 정의 제시 – 정의 

속성 변형 (What-If-Not 적용) – 변형한 정의에 대한 탐구 – 분석’이며 

이를 <표 Ⅱ-1>에 Brown & Walter의 도전하기와 대응시켜 나타냈다. 

절차 Brown & Walter의 도전하기

기존 정의 제시 수준 0 : 출발점 선택

정의 속성 변형 

(What-If-Not)

수준 1 : 속성 목록 나열

수준 2 : 속성 변형 (What-If-Not)

변형한 정의  탐구 수준 3 : 질문이나 문제제기

분석 수준 4 : 질문이나 문제 분석

<표 Ⅱ-1> WIN 전략을 활용한 정의 탐구 활동 절차

이와 같은 정의 탐구 활동을 통해 앞서 언급했던 정의 지도의 지향점

을 추구할 수 있다. 첫째, 우선 학생들에게 최종적 형태의 정의를 제시

하긴 하지만, 학생들에게 단순히 암기 형태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

의에 대해 탐구해보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용어 이면에 담긴 사고를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생들에게 기존의 정의가 출발점으로 제

공되므로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정의 탐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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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준에 맞게 변형할 수 있으므로 정의하기보다 과제의 난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학생들이 정의를 바꿔보는 활동을 통해 정의가 약속

되어 정해진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정의를 왜 그렇게 약속한 것인

지, 정의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Brown & Walter(2005)는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뒤집어 

보고 변형해보는 등 도전하고 난 후에야 주어진 것의 암묵적인 가정, 맥

락, 의미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주어진 것은 보이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아서 What-If-Not 전략을 적용하여 변형시켜볼 때야 

그것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아이러니가 있다는 것이다(p.224). 정

의 역시 마찬가지로 정의가 만들어진 이유, 맥락을 간결한 정의 자체만 

보고 파악하기는 어려우므로 정의를 바꿔보며 역설적으로 정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활동에서 학생들이 변형한 정의 중

에 일부는 학생들이 착각하기 쉬운 정의의 오개념일 수 있으며 

What-If-Not 활동을 통해 이러한 정의에 대해 직접 탐구해보는 것은 

Borasi의 논의처럼 열린 탐구를 자극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정의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다(노은정, 2001). 또한 기존 연구에서의 

What-If-Not 전략의 의의를 살펴본 것처럼 학생들의 탐구를 용이하게 

도울 수 있으며, 학생들이 정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이해하는 과정

을 통해 개념을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인지적 장애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게 도울 것이다.

본 연구는 정의 탐구 활동을 제안한 정윤지, 이경화(2018)에 대한 후속

연구로 실제로 과제를 설계하고 수업을 진행하여 교수학적 분석을 하고

자 한다. 5차시로 과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정의 탐구 활동의 절차를 

수업에 맞게 변형하여2) 5차시 중 5차시의 수업에 중점적으로 반영하였

으며 성질에 대한 지도에 What-If-Not 전략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고

안하여 5차시 중 2차시 수업에 중점적으로 반영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자세한 과제와 절차는 Ⅲ장의 연구 방법에서 살펴볼 것이다. 

2) 본 연구에서 다룬 과제에서는 속성 목록을 나열하고 변형하는 과정 없이, 주어진 외각

의 정의를 변형해보는 활동으로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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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여기서는 본 연구에서 과제를 설계한 중학교 1학년 기하 영역 중 다각

형의 성질에 대한 선행연구와 2015 개정 교육과정 속에서 다각형의 성질

과 관련된 성취기준, 목표 등을 살펴보고 학습요소를 추출하여 분석틀을 

만들고자 한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여섯 가지 역량 

중 태도 및 실천 역량을 보이는 학습 사례를 분석하여 제시하기 위해 태

도 및 실천 역량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3.1. 중학교 1학년 기하 영역 - 다각형의 성질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학습 요소는 중학교 1학년 기하 영역 중 

다각형의 성질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학교 수학의 목표는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기능을 습득하여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을 수학으로 관찰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며, 수학 문제 상황을 

수리·논리 사고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이다(p.3). 기하 영역은 이 중에서도 구체적인 조작 활동과 탐구 활동

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개념, 원리를 발견하고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또한 도형의 성질을 정당화하는 과정에

서 요구되는 연역적 추론은 수학적 소양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p.33). 

그러나 한국의 기하교육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우정호

(2007)는 학교수학에서의 수많은 단편적인 정보와 규칙의 암기, 그 기계

적인 적용의 부적절성을 지적하였다(p.10). 과도한 사교육과 입시의 폐해

로 학생들은 공식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공식을 암기하여 

문제를 푸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 기하교육 역시도 그러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기하교육 전반에서 학생들이 정말 그 정의와 성

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정당화 활동과 수학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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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원리를 익히며 ‘아하-!’하고 놀라움의 순간을 겪도록 지원하는 연

구가 필요한 것이다.

그 동안 다각형의 성질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던 국내의 연구로는 대부

분의 선행 연구가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 그 중에서도 삼각형의 내

각의 크기의 합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며, 초등수학교육과 관련해 

이루어진 연구가 많았다(김수미, 2016; 홍갑주, 송명선, 2013; 이혜진, 

2009) 등이 있었다. 현재까지 중학교 기하교육에 대한 연구는 중학교 2

학년 기하 영역 - 삼각형의 내심, 외심, 무게중심, 사각형의 성질 등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 많고 중학교 1학년 기하 영역, 그 중에서도 다각형

의 성질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학교 1학년 다각형의 

성질은 학생들이 문자를 배우고 각형에 대한 ‘일반화’와 ‘귀납추

론’ 등 수학의 핵심적인 전략을 다루는 시기이므로 그 중요성이 다른 

단원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으며 평면도형이 불변으로 갖는 고유한 성질

에 대해 탐구를 하는 중요한 단원이다(2015 개정 수학과 공청회 자료집, 

p.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 기하 영역 중 다각형의 성질을 중심

으로 What-If-Not 전략을 적용하여 효율적으로 정의와 성질을 지도하고

자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다각형의 성질을 암기하지 않고 이해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제 수업을 진행했을 

때 학생들의 반응 및 학습 경로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드러난 다각형의 성질의 기

능 및 유의사항과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은 다음 <표 Ⅱ-2>, <표 Ⅱ-3>과 

같다. <표 Ⅱ-2>에서 제시된 교수학습 기능 중 이해하기, 추론하기, 설명

하기, 규칙 찾기 등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여 과제에 설계하였으며, <표 

Ⅱ-3>에서 교육과정에서는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과 외각의 크기의 

합을 구하고, 그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을 학습 목표로 설정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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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핵심 

개념
기능,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기

하

평면

도형

<기능> 

만들기, 꾸미기, 그리기, 구별하기, 분류하기, 활용하기, 이름 

짓기, 이해하기, 채우기, 추론하기, 설명하기, 규칙 찾기

<교수학습방법 및 유의사항>

다각형의 성질에서는 내각과 외각의 크기의 합, 대각선의 개

수를 다룬다. 

<표 Ⅱ-2>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다각형의 성질 영역

교육과정 성취기준 평가기준

[9수04-05]

다각형의 

성질을 

이해한다.

[평가준거 

성취기준 ②]

다각형의 

내각과 외각의 

크기의 합을 

구할 수 있다.

상

다각형에서 내각의 크기의 합과 외각의 

크기의 합을 식으로 나타내고,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중
다각형에서 내각의 크기의 합과 외각의 

크기의 합을 구할 수 있다.

하
삼각형에서 내각의 크기의 합과 외각의 

크기의 합을 구할 수 있다.

<표 Ⅱ-3>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3.2. 태도 및 실천 역량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길러야할 6가지 수학 교과 

역량을 문제 해결, 추론, 창의･융합, 의사소통, 정보 처리, 태도 및 실천

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중 태도 및 실천이란 수학의 가치를 인식하고 

자주적 학습 태도와 민주 시민 의식을 갖추어 실천하는 능력이다(p.4).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이 여섯 가지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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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적합한 교수･학습을 운영하도록 하며(p.37) 

그 중 태도 및 실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강조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p.39-40).

(사) 태도 및 실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수･학습에서는 다음 사항

을 강조한다. 

① 수학을 생활 주변과 사회 및 자연 현상과 관련지어 지도하여 수학

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알게 하고, 수학의 역할과 가치를 인식할 수 있게 

한다.

② 수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 호기심과 자신감을 갖고 수학 학습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며, 끈기 있게 도전하도록 격려하고 학습 동기와 

의욕을 유발한다.

③ 학생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을 수행하며 학습 결과를 평가하

는 자주적 학습 습관과 태도를 갖게 한다.

④ 수학적 활동을 통하여 정직하고 공정하며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어

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도전하는 용기 있는 태도,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

하며 협력하는 태도, 논리적 근거를 토대로 의견을 제시하고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하는 태도를 갖고 이를 실천하게 한다(2015 개정 수학과 교육

과정, p.39-40).

수학교육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던 문제 해결, 추론 등의 역

량과는 달리 태도 및 실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본 수업에 설계한 과제와 수업에서는 학

생들의 태도 및 실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과제와 교사의 발문이 포함

되어 있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학생들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태도 및 실

천 역량을 함양하는 장면을 분석하여 연구 결과에서 함께 다루고자 한

다.



- 14 -

Ⅲ. 연구 방법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택한 연구 방법인 사례 연구의 의미와 특징

에 대해 살펴보고, 연구 대상 및 연구 진행 절차를 간략히 기술한다. 이

후 학생의 개념 형성을 돕기 위해 What-If-Not 전략을 적용하여 설계한 

과제에 대해 소개하고, 자료 수집 절차와 분석 방법을 살펴본다.

1. 사례 연구

본 연구에서는 정의 지도와 성질 지도를 위해 What-If-Not 전략을 적

용한 과제를 설계하고 교수실험을 통해 학생들이 어떤 학습 경로를 거치

는지를 파악하여 과제가 학생들에게 어떠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지 분

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질적 연구 중에서도 하

나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사례연구로 실시하며 사례연구 방법론

(Yin, 2002)에 근거하여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한다. 

우정호 외(2006)에 의하면, 사례 연구란 사례에 집중하여 연구하려는 

현상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밝히며 

사례가 속해있는 부류의 특징적 양상을 파악해내는 연구이다(p.111).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 기하 영역 중 다각형의 성질에 What-If-Not 전략

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정의와 성질에 대해 개념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확

인하고자 하므로 학생들이 개념을 형성해가면서 보이는 학습 경로를 있

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사례 연구가 적합하다. 

사례 연구의 분석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법 중 기술적 분석은 연구사례가 

갖는 일체의 특징적 양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을 말한다

(우정호 외, 2006. p.125).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학습하며 보이는 양상

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사례 연구의 분석 방법 중 기술적 분석을 

택하여 학생들의 학습 경로 및 사고 수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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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및 연구 진행 절차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A 중학교 1개 학급, 학생 27명을 대상으로 진

행하였다.3) 학생들은 정규 수업시간에 총 다섯 차시의 수업동안 참여하

였으며, 각 차시의 수업은 약 45분씩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중학교 1학

년 기하 영역 중 다각형의 성질 단원에서 학생들의 구체적인 학습 경로

를 파악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정규 수업 외에 따로 시간을 들여 하는 것

보다 정규 수업시간에 수업을 실행하고 관찰하는 것이 교수학습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1차시 수업은 2018년 

9월 4일에 수행하였고, 2차시 수업은 2018년 9월 5일에, 3차시 수업은 

2018년 9월 6일에, 4차시 수업은 2018년 9월 7일에, 5차시 수업은 2018

년 9월 11일에 수행하였다. 5차시 수업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논의하지 

못했던 부분은 2018년 11월 26일에 수업 시간에 약 10~15분 정도 시간

을 주고 추가 학습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업은 A 중학교의 교직경력 5년차 교사인 연구자가 가르치는 다섯 

반 중에 한 학급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7월부

터 학교에 복직하여 약 2개월 밖에 학생들을 가르치지 못한 상태였지만 

학생들은 그 동안 교사와 수업하며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고 발표하는 활

동, 조별로 발표 포스터를 만들어 칠판에 붙이고 발표하며 함께 내용을 

공유하고 정리하는 활동에 익숙해져 있었다. 조별 활동이 본 연구의 주

가 되는 활동이고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더 많이 표현해야 학생들의 

학습 경로를 세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활동에 익숙한 학생

들을 대상으로 연구자 본인이 직접 수업을 하는 게 더 세밀한 연구 자료

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를 다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혹은 다른 교사가 수업을 진행할 시에는 사회적 규범과 사회․

수학적 규범(Cobb & Yackel, 1996, p.178), 즉, 교사와 학생의 기대와 역

할, 학생의 수학적 설명과 정당화와 관련된 규범(norm) 등이 달라져 본 

3) 교수실험은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 진행하였다(IRB No. 

1801/0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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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연구자가 이미 학생들의 학습 수

준, 성향 등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수업에서 보일 학생의 반응이 좀 더 

예측 가능하여, 그에 맞게 구체적인 사고실험을 통하여 수업을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었으며 실제 수업에서도 학생들에게 각각 적합한 피드백을 

통해 더 많은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연구의 진행 절차로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정의, 성질 지도에 What-If-Not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한 

뒤 그에 맞는 과제를 설계하였다. 과제는 다각형의 성질을 중심으로 연

구자가 파악한 학생들의 특성을 토대로 사고실험 및 예비실험을 진행하

여 완성도를 높였다. 이후 학생들에게 동의를 구한 뒤 4~5인 1조의 조별 

활동 중심인 5차시의 수업을 실시하고 이를 녹화 및 녹음하였다. 수업 

실시 후 일차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좀 더 세밀하게 수준을 파악

해야 하는 학생들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2018년 12월 5일, 12월 13일, 

각각 7명, 3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담을 실시하며 녹음을 진행하였다. 

초점집단면담을 통하여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정서적 불안감, 부담을 

덜고자 하였으며, 집단면담을 하면서도 개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학습

지를 준비하여 학생들의 개별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반구조화된 면담(우정호 외, 2006)으로 실시하여 학생들의 풀이에서 명확

하게 해야 할 점이나 구체적으로 파악해야하는 이해 수준에 대해서 곧바

로 질문에 추가하여 진행함으로써 상황에 맞춰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

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설계한 과제에 대해 자세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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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제 설계4)

과제는 다각형의 성질 중에서도 대각선을 제외하고 내각과 외각에 대

해 중점적으로 다루는 다섯 차시로 구성되었다. 각 수업에서 주로 다룬 

학습 요소는 다음 <표 Ⅲ-1>과 같다. 

과제 주요 내용 요소

1차시 다각형, 내각, 외각의 정의, 삼각형의 내각과 외각의 관계

2차시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다‘의 문장 바꾸기

3차시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 정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

4차시 다각형의 외각의 크기의 합, 정다각형의 한 외각의 크기

5차시 다각형의 외각의 정의와 성질에 대한 탐구

<표 Ⅲ-1> 과제별 주요 내용 요소

<표 Ⅲ-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차시는 새롭게 배울 내각, 외각의 

정의에 대해 탐구하고 내각과 외각의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하였

다. 2차시는 What-If-Not 전략을 적용해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다 라는 문장을 주로 바꾸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3차시에서

는 내각의 크기의 합, 4차시는 외각의 크기의 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

며, 5차시는 What-If-Not 전략을 이용하는 외각의 정의에 대한 탐구를 

중심으로 수업을 설계하였다. 학생들에게 주어진 과제의 종류는 다음과 

같았으며, [그림Ⅲ-1~4]는 본고에서 분석에 주로 사용한 과제다.

4) 이 과제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자-교사의 연구 공동체 활

동에 의한 중등수학의 교수학적 변환 연구(NRF-2016S1A5A2A01024273)에 참여하며 

연구자들과 함께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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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문장의 핵심 단어(조건) 빈칸 채우기

� 주어진 주장에 대해 찬성/반대를 판단하고 이유 3가지 이상 답하기

� 주어진 문장 바꾸기

� 배운 개념을 적용하여 문제 해결하기

� 외각의 정의가 될 수 있을 법한 다른 정의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 

정의의 성질들을 탐구하고 기존의 정의와 비교하기

수업에서 학생들은 각 과제를 해결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먼저 해결해 

볼 시간을 갖고 고민해보았다. 이 과정에서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도움을 받거나 조원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그 후에는 조별로 함께 

논의하여 발표 포스터를 만들어 칠판에 붙이고 발표하며 조별 논의 결과

를 공유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배움을 공

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조별 활동, 발표 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학생들은 자신이 생각해내지 못한 이유나 원리

를 다른 학생들에게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자

신의 의견을 공유한 학생에게는 자신과 조원들이 의논하여 발견한 이유

나 원리를 수학적·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수학적 의사소통의 기회와 더 

논리적으로 잘 전달하기 위해 자신의 원리를 논리적으로 검증, 반성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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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1차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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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2차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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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3, 4차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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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5차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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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5차시 수업을 녹화 및 녹음하여 조별 및 학급 전체에 

대해 영상 자료와 음성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수업 후 이뤄진 두 차

례의 면담을 녹음하여 음성 자료를 수집하였다. 문서 자료로는 학생들이 

수업과 면담에서 직접 작성한 개별 활동지와 조별로 만든 발표 포스터를 

수집하였다. 활동지와 조별 토론과 전체 논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사와 

학생들의 담화를 전사하여 학생들의 이해도, 주요 반응, 전체적인 수업

의 흐름, 상호작용 등을 수집·분석하였다. 이때 모든 전사 자료에서 학

생의 이름은 “S1, S2, ...”와 같은 형태로 익명화하여 처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들의 학습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므로 조별 토론과 전

체 논의, 면담에서 수집된 전사 자료에서 사고 수준과 태도 및 실천 역

량 부분에서 학생들의 학습 경로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수업을 분

석하였다.

기존의 수업은 학생들이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 공식을 알고, 적

용하여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중점적인 목표지만, 본 연구에서는 개념 

형성과 성질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중점적인 목표로 설정하였다. 따라

서 수집한 자료를 통해 학생들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어느 수준까

지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

에서 공식 및 지식이 없는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 공식은 알지만 원리는 모르는 학생들이 본 수업을 하고 나서 어떤 

학습 기회와 과정을 통해 원리를 이해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

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외각의 크기의 합을 구하는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였고, 어디까지 수학적으로 표현하였으며(말, 글, 식으로) 어디까지 

정리할 수 있었는지의 수준을 파악하여 어려워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혀내고자 하였다. 

또한, 내각과 외각의 정의를 학생들이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교과서에 내각과 외각의 정의는 ‘이웃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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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한 변의 연장선’과 같이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으로 서술되

어 있는데 학생들이 이러한 문장의 ‘조건’들을 어느 정도나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 익숙한 내각

보다 외각의 정의를 더 어려워하기에 외각의 정의에 대하여 어느 정도나 

이해하고 있으며, 헷갈리는 정의에 대해 What-If-Not 전략을 적용해 구

체적으로 생각해볼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외각의 정의가 될 수 있는 

정의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정의를 바꾸면 성질이 어떻게 달라질

까? 어떤 정의를 선택하겠느냐?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파악하고자 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학생들의 학습 경로를 세밀히 분석하기 위해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다각형의 성질 내용 요소와 기능

에 대한 사고 수준의 측면에서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본 수

업을 통해 학생들이 다각형의 성질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그에 따라 학생들이 이해한 정도, 도달한 수준에 대해 분석하

였다. 수업을 실시 후 전사 자료 및 활동지를 통해 학습 요소마다 학생

들의 주요 반응과 패턴을 나열하고, 그 안에서 학생들의 사고 수준을 귀

납적으로 나누어 분석틀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목표로 한 도달점과 

적용한 분석틀은 다음 <표Ⅲ-2>와 같다.

<도달점>

① 내각, 외각의 정의를 이해한다.

② 내각과 외각의 관계와 그 원리를 정확히 알고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③ 내각의 크기의 합을 구하는 다양한 원리를 이해하고 구할 수 있다.

④ 외각의 크기의 합을 구하는 다양한 원리를 이해하고 구할 수 있다.

⑤ 외각의 정의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정의에 대해 생각해보고 

   정의에 따라 성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할 수 있다.5)

5) 다섯 번째 도달점은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내용이지만 본 수업에서의 목표로 설정하였으

므로 분석틀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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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수준
분류기준

1

지식이 

없거나 

헷갈

리는

수준

① 다각형의 내각, 외각의 뜻을 알지 못한다.

② 다각형의 내각과 외각의 관계를 알지 못한다.

③ 삼각형,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만 알거나 모른다.

④ 외각의 크기의 합을 알지 못한다.

⑤ 외각의 정의를 대체할 다른 정의에 대해 생각하지 못한다.

2

지식

(공식)

만 

갖고 

있는

수준

① 다각형의 내각, 외각의 뜻을 알고 있다.

② 다각형에서 내각과 외각의 관계를 알고 있다.

③-1.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을 (외워서) 알고 있거나 공식만  

   알고 있다.

③-2. 다각형을 삼각형, 사각형으로 직접 나눠 보거나 180도씩    

   커진다는 것만 이용해서 내각의 크기의 합을 구할 수 있다.6)

④ 외각의 크기의 합이 임을 알고 있다.

⑤ 다각형의 외각의 정의를 대체할 다른 정의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예. 단어 그대로 바깥에 있는 각 정도)

3

관계

이해 

및

적용

② 다각형에서 내각과 외각의 관계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③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의 간단한 원리를 설명하고       

   구할 수 있다.

   (삼각형의 개수에 따라 혹은 정다각형의 경우)

④ 다각형의 외각의 크기의 합을 구하는 간단한 원리는 설명    

   할 수 있다.

   (정다각형의 경우 × ×과 같은 구체적인 수의      

    계산을 통해서)

⑤ 다각형의 외각의 정의를 대체할 다른 정의에 대해 생각해    

   보고 성질에 대해 간단히 탐구할 수 있다. 

  (바깥 어디인지 정확히 나타내거나 그 외의 다양한 정의 탐구)

<표 Ⅲ-2> 다각형의 성질 사고 수준에 따른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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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리

적 

이해

① 다각형의 내각, 외각의 정의의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예7) : 내각에서 왜 ‘이웃하는’ 두 변이여야 하는지 

          왜 외각은 맞꼭지각 중 하나만 생각하는 지)

②-1. 삼각형에서 내각과 외각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②-2. 삼각형에서 내각과 외각의 관계가 사각형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탐구할 수 있다.

③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을 구하는 원리를 이해하고 논리적  

   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각형의 경우에 대한 일반화)

④ 다각형의 외각의 크기의 합을 구하는 원리를 이해하고 논리적  

   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문자를 이용한 각형 일반화-평각과 내각의 합을 이용하여  

   180x3-180, 한 점에 모아 원을 만든다, 비례식 등)

⑤ 다각형의 외각 정의를 바꿨을 때 성질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할 수 있다. 

   (바깥각 (-내각)으로 합을 구하는 등 좀 더 복잡한 성질  

   에 대한 탐구)

※ 더 높은 수준의 도달점을 만족한 경우 그 수준으로 분류한다.

※ 한 수준의 응답이 3/5 이상이면 그 수준으로 종합 수준을 분류하였으

며 해당되는 수준이 없는 경우 평균도 함께 고려하였다.8)

6) 구체적으로 조작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씩 커지는 이유는 이해하지 못한 채 반복

되는 계산으로 를 더하면 된다는 것만 알고 그것만 하는 수준이다.

7) 다각형의 정의에서 왜 ‘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라고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논의도 참

고하여 정의에 대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8) 윤채원(2007)은 Leake(1996)와 CSMS 프로젝트(Leake, 1996)에서 한 수준의 응답 비

율이 2/3 이상이면 그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수학적 언어 수준을 분류한 것을 토

대로 3/5를 고려하였다. 이는 각 수준에서 다양한 문제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

른 5가지 용어의 개념을 각 수준에서 한 문제씩 제시하여 5가지 용어 중 3가지 이상의 

용어에 나타난 수준을 학생의 이해수준으로 본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다양한 과제를 

토대로 수준을 평가한 것이 아니므로 3/5 이상을 고려하는 것으로 반영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3/5 이상을 만족하는 수준이 없는 경우도 있었으며, 모든 학습요소가 1~4 수준

에 다 분류되는 것이 아니므로(예, 학습요소1의 경우는 3수준으로 분류된 기준은 없다) 

평균을 고려하여 최종 수준을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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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생들의 도달점 사고 수준을 1 수

준~4 수준으로 나누었으며, 1 수준은 지식이 없거나 헷갈리는 수준, 2 

수준은 원리는 모르고 공식만 아는 수준, 3 수준은 관계를 이해하고 적

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간단한 원리를 이해하는 수준이며, 4 수준은 논

리적이고 다양한 원리들을 이해하고 일반화할 수 있으며 개념을 확장·

탐구할 수 있는 수준이다. 분석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 외 수학교육 전공자 2명9)과 분석틀 및 분류기준에 대해 논

의하였다. 논의 결과 약 98.8%의 일치를 보였으며, 일치하지 않는 수준

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였다. 또한 <표 Ⅲ-2>의 분석틀

을 설정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다.

� 1차시 1번 다각형의 정의의 빈칸 채우기 문항은 초등학교 때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는 것이 많았으므로 분석틀로 사용하지 않았고, 세부적

인 수준을 조정해야 할 때 학생의 대답을 참고자료로 사용하였다.    

(예. ‘선’이면 왜 안 되는지 등 정의에 대한 ‘조건’을 구체적으

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도달점 ①에서 4 수준으로 분류)

� 3, 4차시 정다각형의 한 내각, 한 외각의 크기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

지 못하여 학생 수준을 파악하기 부족해 분석틀로 사용하지 않았다. 

� 수준을 분류함에 있어 스스로 해결한 것 외에도 교사와의 상호작용, 

조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획득한 수준도 학생의 반응, 학습지에 

스스로 썼는지 베껴서 쓴 것인지, 그 다음 차시에서 그 개념을 다룰 

때 알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 적용 과정에서 단순한 계산의 오류가 있어도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간주하였다. (예. 내각의 크기의 합을 구할 때 곱셈 실수)

� 학생이 낸 아이디어들은 엄밀하게 완벽하게 정돈되지 않더라도 학생

9) 이들은 연구자-교사의 연구 공동체 활동에 의한 중등수학의 교수학적 변환 연구

(NRF-2016S1A5A2A01024273)에 함께 참여하여 본 과제 및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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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창의적인 발상을 인정하여 다양한 원리를 추구했다고 간주하였다.

5개의 도달점 중 학습 요소 ②의 내각과 외각의 관계의 경우 본 수업

에서 다룬 과제(1차시 3, 4번 문항)로 직접적으로 수준을 판단하기 어려

운 경우가 있었다. 

[그림 Ⅲ-5] S12의 1차시 활동지 

[그림 Ⅲ-5]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들은 주어진 과제에서 평각을 이용하

여 ∠C의 값은 알 수 있지만 ∠A의 값은 알 수 없어서 ∠A∠C의 값

을 알 수 없다고 한 경우가 많았다. 일부 학생들은 찬성, 반대를 넘어서 

조별 논의나 조별 포스터에 ∠A∠C의 값이 아니라 ∠A∠B의 값을 

알 수 있다는 것까지도 드러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삼각형에서의 

내각과 외각의 관계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었

다. 이에 수준을 판단하기 모호한 부분이 있던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로 나눠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초점집단면담을 실시하되 개별적인 수

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그림 Ⅲ-6]과 같은 간단한 학습지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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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 면담에 사용된 학습지 

면담을 진행하였다10). 이를 통해 학생들이 삼각형에서의 내각, 외각의 관

계를 알고 있는지,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왜 그러한 관계가 

성립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지 등의 수준을 파악하여 분석 결과에 반영하

였다. 

10) 면담은 초기에 수준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삼각형에서의 내각과 외각의 관계는 알고 

있는데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지 헷갈리는 3명과 관계를 알

고 있는지부터 명확하지 않은 7명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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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11)

사고 수준

총
1 수준 2 수준 3 수준 4 수준

수업 전 11 (41) 7 (26) 7 (26) 2 (7) 27 (100)

수업 후 7 (26) 5 (19) 9 (33) 6 (22) 27 (100) 

<표 Ⅳ-1> 4가지 사고 수준에 대한 수업 전, 후 분석 결과

Ⅳ. 연구결과

1. 사고 수준에 따른 분석 결과

1.1. 종합적 사고 수준 분석 결과

앞서 제시된 4가시 사고 수준에 대한 분석틀로 학생들의 수준을 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Ⅳ-1>과 같이 1 수준의 학생은 7명, 2 수준

의 학생은 5명, 3 수준의 학생은 9명, 4 수준의 학생은 6명으로 나타났

다. 분석 결과는 5가지 학습 요소를 토대로 사고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

단하여 결정하였으며, 3~4 수준인 경우에는 4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또

한 수업 중 수준이 올라간 학생들은 최종 수준을 토대로 종합 사고 수준

을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공식이나 지식도 없는 1 수준에서 출발하였지

만 교사나 조원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과제를 해결하면서 수준이 3~4까

지 상승한 경우는 그 학습요소에 대한 도달점을 4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11) 자료는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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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생들의 종합적인 사고 수준은 초기

에는 1 수준에 해당하는 학생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업 후 3 수

준에 해당하는 학생이 가장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수업 전 1, 2 수준

의 학생들이 18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1 수준은 지식이 없

는 상태이며 2 수준은 지식만 있고 원리는 알지 못하는 수준으로 외각의 

크기의 합이 360도라는 것, 육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이 720도임을 외

워서 알고 있는 수준이었다. 선행 학습을 했으나 내용을 잊고 있거나 헷

갈려하여 1 수준으로 분류된 학생들도 있었고, 선행 학습을 통해 원리는 

모른 체 공식만 알고 있는 상태였던 학생들도 있었다. 수업을 통해 지식

도 얻고 원리에 대해 탐구하며 1, 2 수준에서 3, 4 수준으로 상승한 학

생들이 많아 종합적인 사고 수준으로는 3 수준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아래의 <표 Ⅳ-2>는 전체 학생의 학습요소별 수준과 종합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에서는 도달점으로 설정했던 5가지의 학습요소별 분석 결과

를 통해 학습요소별로 학생들의 반응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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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요소
학생   

① ② ③ ④　 ⑤ 평균 종합
수준

S1 4 4 4 4 4 4 4

S2 4 4 4 4 4 4 4

S3 4 4 4 4 4 4 4

S4 4 4 4 4 4 4 4

S5 2 4 4 4 4 3.6 4 

S6 2 4 4 4 3 3.4 4 

S7 2 3 3 4 4 3.2 3

S8 2 3 3 4 4 3.2 3

S9 2 4 3 3 4 3.2 3

S10 2 3 4 3 4 3.2 3

S11 2 4 3 3 3 3 3

S12 2 4 3 3 3 3 3

S13 2 4 3 3 2 2.8 3 (2~3)

S14 2 1 3 4 3 2.6 3 (2~3)

S15 2 3 3 2 3 2.6 3 (2~3)

S16 2 1 3 2 2 2 2

S17 2 1 3 2 1 1.8 2 (1~2)

S18 1 1 3 2 2 1.8 2 (1~2)

S19 2 1 1 312) 1 1.6 2 (1~2)

S20 2 1 2 1 2 1.6 2 (1~2)

S21 1 1 2 2 1 1.4 1

S22 1 1 2 2 1 1.4 1

S23 1 1 2 1 2 1.4 1

S24 1 1 2 1 1 1.2 1

S25 1 1 2 1 1 1.2 1

S26 1 113) 1 1 1 1 1

S27 1 1 1 1 1 1 1

<표 Ⅳ-2>전체 학생의 학습요소별 및 종합 수준 분석 결과

12) 교과서를 참고하여 학습지를 작성하였으나, 면담에서 외각의 합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

결하려는 모습을 보여 교과서와 과제를 통해 학습하여 3수준이 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13) 조원에게 물어봐 스스로 1차시 4(2)번 문제를 해결하였지만, 단순히 두 값을 더하는 

것으로 계산하여 관계를 알게 되거나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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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학습 요소별 사고 수준 분석 결과

학습요소

수준   

①

내각, 

외각의
정의14)

②

내각 

외각의 
관계15)

③
내각의

크기의 합

④
외각의 

크기의 합　

⑤
정의에 

대한 탐구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1 10 8 16 13 7 3 15 6 16 8

2 13 15 0 0 9 6 3 6 2 5

3 1 4 7 11 6 6 5 5

4 4 4 10 10 4 7 3 9 4 9

총 27 27 27 27 27

<표 Ⅳ-3> 학습요소별 수업 전, 후 수준 분석 결과

위의 <표 Ⅳ-3>은 학습요소별 수업 전, 후 수준 분석 결과이다. 수업 

전에 따로 실시한 검사지는 없었으며 과제 초기에 보인 학생들의 반응을 

토대로 수업 전의 수준을 분류하였다. 첫 번째 학습요소인 정의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수업 후 내각, 외각의 정의를 모르는 학생이 8명, 뜻을 

알고 있는 학생이 15명이었으며, 정의의 조건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학생은 4명이었다. 학생들은 내각, 외각이 어디인지 알고 있는 학

생들도 있었고, 모르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생은(19명) 내각, 

외각의 뜻에 따라 주어진 삼각형에 내각과 외각을 표시할 수 있었다. 수

업 후에도 여전히 1 수준으로 분석된 학생들이 많은데 이는 제대로 나타

내지 못한 학생들이거나 학습지에 표시를 할 때 베낀 학생들이다. 또한 

1차시에서는 표시할 수 있었지만 2, 4차시에서 외각과 관련된 수업을 할 

14) 학습요소 ①에 대해서는 3 수준의 분석틀은 없었다.

15) 학습요소 ②에 대해서는 2 수준으로 내각, 외각의 관계를 아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나 

수준이 상승하며 중간에 2 수준을 거치며 올라간 학생들은 있으나 최종적으로 2 수준

으로 분류된 학생은 없었다. 내각, 외각의 관계에 대해서는 분류가 모호하여 면담으로 

수준을 확인한 경우가 다수여서 초기 수준이 최종 수준과 같게 분류된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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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외각의 정의를 혼동하고 있거나 외각의 정의가 뭐였는지 다시 물어봐 

정의를 헷갈려하는 1 수준으로 분류된 학생들도 있었다. 수업을 통한 학

생들의 반응에서 학생들이 ‘외각’의 정의를 이해하기 다소 어려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학습요소인 내각, 외각의 관계에 대해서는 1차시의 3, 4번 문

항을 토대로 분류하였다. 가장 많은 13명의 학생들이 관계를 모르는    

1 수준으로 분류되었다16). 앞서 언급하였듯이 1차시의 3번 문항에 대한 

답변으로 내각, 외각의 관계를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모호한 경우 면

담을 통해 세부 수준을 분석하였다. 또한 1차시의 4번 문항을 통해 내

각, 외각의 관계를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지 평가하고자 하였

는데 [그림 Ⅳ-1] 과 같이 익숙한 삼각형 내각의 크기의 합으로 계산한 

학생들이 많았다. 그러나 구조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는 학생들은 내

각, 외각의 관계를 적용하여 [그림 Ⅳ-2]처럼 해결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

여 3 수준이라고 분석하였고, 그렇지 않았던 학생들은 면담을 통해 적용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분석하였다.

[그림 Ⅳ-1] 내각, 외각의 관계를 
적용하지 못하고 푼 학생의 답안

[그림 Ⅳ-2] 내각, 외각의 관계를 
적용하여 푼 학생의 답안

16) 면담을 통하여 세부적으로 수준을 분석하긴 하였으나, 본 수업의 과제만으로 내각과 

외각의 관계를 아는지 모르는지 판단하기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 전체적인 수준 및 학

습지의 반응, 수업 시간의 반응 등을 토대로 관계를 알 수 있을 법한 학생들만을 대상

으로 면담을 실시하였기에 면담을 하지 않고 1 수준으로 분석된 학생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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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리를 명확히 이해한 학생들은 수업 또는 면담에서 삼각형의 내

각의 크기의 합과 한 내각의 크기와 그 외각의 크기를 더하면 임을 

이용해 내각과 외각의 관계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이를 4 수

준으로 분류하였다. 본 수업의 과제로 내각, 외각의 관계에 대한 사고 

수준을 엄밀하게 나누기에는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었지만, 면담을 토대

로 학생들이 원리를 알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 역시 많았기에 

4 수준으로 분류한 학생들도 10명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수업에서 내각, 외각의 관계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What-If-Not 전략

을 적용하여 전체 토의 시간에 ‘사각형이라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탐

구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에 학생들은 사각형이여도 될 수 

있다고 답하기도 하고, 사각형이면 안 된다고 답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에 왜 사각형이면 안 될지를 정확한 논리로 대답한 학생들도 교육과정의 

학습목표를 넘어서 탐구와 확장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므로 가장 상위 

수준인 4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본고의 두 번째 학습요소에서

는 1 수준은 관계를 모르는 학생, 3 수준은 관계를 적용할 수 있는 학

생, 4 수준은 원리까지도 설명할 수 있거나 사각형에 대해 내각, 외각의 

관계를 탐구할 수 있는 학생으로만 나뉘었지만 과제나 수업에 따라서는 

2 수준에 관계를 알기만 하는 학생들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학습요소인 내각의 크기의 합에 대해서는 공식을 알고 간단한 

원리는 설명할 수 있는 3 수준의 학생들이 가장 많았는데 2차시에서 

What-If-Not 전략을 이용한 문장 바꾸기 과제나 3차시에 내각의 크기의 

합에 대한 찬성 / 반대의 이유 3가지를 쓰는 과제에서 조별 논의, 교사

와의 상호작용 등으로 간단한 원리를 이해하거나 논리적인 이유를 이해

할 수 있어 수준이 상승한 학생들이 많았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3, 4 

수준으로 분류된 학생들이 18명으로, 초기에 공식만 아는 수준이 16명인

데 비해 수업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내각의 크기의 합의 원리를 이해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네 번째 학습요소인 외각의 크기의 합 역시도 이와 비슷한 반응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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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처음엔 인 것만 알고 있거나 외각의 크기의 합을 모르던 

학생들이(18명) 2차시, 4차시 수업을 통하여 간단한 원리를 설명하거나 

좀 더 수준 높은 원리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3, 4 수준

으로 분류된 학생들이 15명이 되었다.

다섯 번째는 외각의 정의에 대해 탐구하는 5차시에 대한 학습 반응으

로 분류하였다. 외각의 정의가 될 수 있을 법한 것을 문장 또는 그림으

로 표현해보는 활동이 학생들에게 다소 낯설었기 때문에 수업 초기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1 수준으로 분류된 학생들이 16명이나 되었다. 

이 중에는 후에 3~4 수준으로 분류되었는데 초기에 1 수준인 학생들도 

있었다. 이처럼 학생들은 처음에는 과제를 다소 낯설어했지만 교사, 조

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밖의 각, 연장선을 그렸을 때 평각 등을 외각의 

정의가 될 수 있을 법한 것들로 제시하였고, 외각의 성질로 배운 것들이 

어떻게 변할지를 탐구하였다. 3 수준의 학생들은 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

로 제시하거나 간단하게 (내각)(외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탐구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4 수준으로 분류된 학생들은 밖에 있는 각, 즉 

(내각)으로 정의된 각의 크기의 합을 삼각형, 사각형 등에 대해 

구할 수 있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정의에 대해 탐구하는 5차시 활동이 낯선 과제일 

수 있으며 외각의 기존 정의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정의

를 변형한다는 것이 다소 어려운 과제였을 수 있다. 그러나 수업을 통해 

과제를 잘 수행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도 조별 활동과 발표를 통해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보며 정의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였고, 수업 후 시간이 부족하여 추가로 진행한 학습지를 통해 학생들

이 외각에 대해 좀 더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는 태도 및 실천 역량과 관련지어 좀 더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다음에

서는 각 수준별로 특징적인 학습 장면을 통해 각 수준에 대해 좀 더 자

세하게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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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준별 세부 특성 분석

이번 절에서는 위에서 분석한 각 수준별로 특징적인 학습 장면을 소개

하고, 그로부터 각 수준의 학습 경로를 도출하고자 한다. 수준의 특성이

나 수준의 상승이 이뤄진 경우 상승이 이루어진 요인과 과정을 밝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2.1. 1 수준

1 수준의 학생들은 7명(26%)으로 공식, 지식이 없는 상태이며 5차시 

수업을 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공식과 지식을 정확히 획득하지 못하였

다. 이 학생들은 내각과 외각의 정의나 내각의 크기와 외각의 크기의 합

과 같은 본 연구의 수업 주제에 대한 목표를 대부분 달성하지 못하였다. 

1 수준의 학생들은 수업에 참여하면서 대부분의 활동지를 베껴서 제출하

였다. 간혹 조원들에게 외각의 크기의 합이 몇 도인지 등의 질문도 했지

만 조원들이 알려주지 않거나 답만 알려줘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

였다. 그렇게 단편적인 질문 후 다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질문하

지 않고 장난을 치거나 딴 짓을 해서 1 수준에 머물렀다. 

개별 학생의 반응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1 수준의 S26은 운동부라 선

행학습을 하지 않는 학생인데 본인이 궁금한 점이 생기면 조원들이나 교

사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수업 시간의 주요 학습 요소와 관

계가 없는 질문이거나 질문에 대한 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

며 수업 시간 전체 논의 시간에 답할 때도 생각 없이 바로 툭툭 얘기하

는 경우가 많아서 맞는 대답을 했던 게 있어도 우연의 일치로 판단하여 

그것을 상위 수준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내각, 외각의 관계를 적용하여 

푸는 문제에서도 S26은 조원들에게 어떻게 푸는지 질문 하고 S6이 설명

해준 것을 토대로 스스로 4번의 (2)의 답을 구하였다. 이는 관계를 제대

로 이해하고 적용한 것으로 판단하기엔 다소 부족하여 1 수준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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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518)

T S22야. 얼른 문장 바꿔야지

46 S22 모르겠어요.

47 T 어디 바꿀 수 있을까요?

하였지만, 충분히 수준이 상승될 수 있는 여지가 보인 부분이었다.

S27의 경우에는 1차시 수업 때 발표를 했지만 조원들이 준비한 발표 

자료를 나와서 그대로 읽을 뿐이고 관계는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

다.17) S23도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고 조원의 틀린 답안지를 그대로 베껴 

제출하였다. 조원이 설명해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해하고 활동지에 반

영하는 모습이 관찰되지는 않았다. S25도 대부분의 활동지를 베껴서 제

출했으며 S15로부터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씩 더해진다는 것을 듣고 

180씩 더하며 2차시 프린트를 채웠다. 다만 본인이 그 원리에 대해 궁금

해 하며 질문을 한다거나 다음 차시에서 내각의 크기의 합을 기억하고 

계산할 수 있지 않아 수준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

S21, S22의 경우에는 1~2 수준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지식이 

없는 상태의 1 수준에서 출발하여 대부분의 활동지를 베끼거나 백지로 

제출하였다. 2차시에는 두 학생이 같은 조에 있으면서 교사와의 상호작

용을 통해 사각형, 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으

며 두 학생 모두 상호작용을 할 때는 질문에 맞게 대답하였다. 그러나 

상호작용 후에도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조원이나 교사에게 질문

하거나 그 다음 차시에도 정확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교사가 대답하

기 쉬운 단답형의 질문을 구사하여 이끌어 갈 때는 학생이 답할 수 있었

으나 본인이 적용하는 수준만큼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17) 수업에서 발표자는 조원들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해야 한다거나 조별로 발표 자료를 준

비할 때 기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원들이 시켜서 나온 경우도 많았으므로 발표할 때 

한 발언은 스스로 이해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엔 수준 분석에 반영하지 않았다.

18) 2차시 45번 문장의 전사 자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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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S22 삼각형을 사각형으로 바꿀 수 있어요 

49 T 바꿔 그럼.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ㅡ?

50 S21 사각형의 내각의 합을 어떻게 구해요?

51 T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 네가 아는 사각형 중에 제일 특별
한 사각형? 

52 S21 90도.

53 T 90, 90, 90, 90이면 뭐야?

54 S22 90, 90, 90, 90.

55 S21 아 그거하면 돼요? Okay. 이해했어! 360도 그러니까 그거라고? 

(중략)

64 S22 선생님 오각형 내각의 크기의 합은요?

65 T

오각형? 오각형은 어떻게 구할까 그럼? 사각형 360도인 거를 

아까 90, 90, 90, 90 말고 또 어떻게 알 수 없을까?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면 어떻게 할까? (일반적인 사각형 그림)

66 S22 이것도 근데 합은 결국에 360 아녜요?

67 T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68 S22 어-각도기로 재요.

69 T 원래 네가 삼각형이 몇 도인걸 알고 있어? 

70 S22 삼각형은 180.

71 T 그럼 이거 혹시 삼각형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까?

72 S22 아, 잘라요.

73 T 잘라요. 그럼 오각형도 해봐. 오각형은 어떻게 할까?

74 S22 아- 잘라요.

75 T 오각형은 몇 개로 잘리나?

76 S22 어, ㅡ 하나.. 3개로 잘려요

77 T 그럼 얘는 180이 몇 개라서?

78 S22 2개, 얘는 3개.

79 T 그럼 몇 도인지 구하겠지?

80 S22 네

번호 화자 전사

3-
14

S21 선생님 이거 맞죠? (오답을 제시함)

15 T 네가 생각해봐. 맞는지 틀린지. 맞아? 왜 맞을까?

16 S21 이거 곱하기 2한 거 아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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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1의 경우에는 위의 전사 자료에서 2차시에 교사와 상호작용을 통해 

원리를 학습했다. 그럼에도 아래의 3차시에서 삼각형이 일 때 육각

형이 임에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며(3-14~16) 아직도 내각의 크기의 

합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S21이 보

여준 오류는 학생들이 많이 보여주는 오류로 학생들은 선형적으로 2배가 

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이후 조별 영상에서 S21은 다시 반대로 의견을 

바꾸며 각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답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설명

하지 못하고 여전히 혼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S22의 경우에는 

상호작용 후 [그림Ⅳ-3]의 학습지에서 씩 더하여 2 수준을 달성함을 

확인할 수 있으나 다른 학습 요소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집중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1 수준으로 분류되었다.

[그림 Ⅳ-3] S22의 2차시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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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준의 학생들은 수학에 흥미가 없는 경우가 많았고 조별 활동에서

도 수준 격차가 너무 많이 나서 성실히 참여하지 않거나 무기력한 모습

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다. 조별 활동이 활발한 조여도 아무것도 모른

다는 이유로 1 수준 학생들에게는 잘 설명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초

등학교에서 배우고 온 개념도 모르고 선행 지식이 부족하여19) 상호작용 

후에도 수준이 상승되지 않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S26, S25, 

S22, S21처럼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하면 내각, 외각의 관계를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180도씩 더해지는 간단한 수준의 원리는 파악하고 

계산할 수 있다든지 수준 상승의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는 모습이 관

찰되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학생들이 모르고 있는 선행 지식을 명확하

게 심어주고 이유나 원리에 대해 탐구하는 충분한 상호작용의 기회가 주

어진다면 수준이 상승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2. 2 수준

2 수준의 학생들은 5명(19%)으로 1~2 수준으로 분류된 4명과 2 수준으

로 분류한 1명이다. 2 수준은 지식은 알지만 원리는 잘 모르고 적용도 

잘 못하는 경우로, 예를 들어 내각과 외각이 어디인지도 알고 내각의 크

기의 합, 외각의 크기의 합을 구하는 공식은 알지만 제대로 적용하지 못

한다거나 원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학생들이다. 

개별 학생의 반응을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S24의 경우는 “내

각이 이므로 외각이 아냐? 2배 인거 아냐?”라고 말할 정도로 

외각의 정의, 외각의 크기의 합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여 종합적으

로는 1 수준으로 분류되었지만 다음 내각의 크기의 합에서는 전형적인 2 

수준의 학습 경로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기에 여기에서 다루고자 한다. 

S24는 3차시 조별 활동에서 육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이 도임을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묻는 S8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 처음에는 모

19)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 배운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이 임을 모르는 경우 다

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을 배우는 데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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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다고 그냥 쓰라고 답하다가 나중에는 “나도 몰라 어제 학원 답안지에 

적혀있었어 라고 육각형이”라고 답하는 모습을 보인다. 내각의 크

기의 합의 공식도 배웠겠지만 3차시 활동지에 [그림 Ⅳ-4]에서 볼 수 있

듯 정팔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을 (× )로 계산하며 제대

로 적용하지 못한다. 학원 등 선행학습을 통해 지식은 암기하였지만 원

리를 모르고 무작정 암기하였고 제대로 적용하지 못함을 드러내는 대표

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림 Ⅳ-4] S24의 3차시 활동지

2 수준으로 분류된 S17도 학원에서 ×라는 공식을 배워서 삼

각형의 개수를 물을 때 라고 대답할 줄 안다. 또 2차시의 문장 바꾸

기에서는 칠각형, 팔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에 대해 직접 씩 더하거

나 곱해가며 계산을 한 다른 학생들과는 다르게 [그림Ⅳ-5]와 같이 ‘십

삼각형의 내각(의 합)÷ ’과 같은 창의적인 형태의 문장을 만들

기도 하였다. 그러나 3차시에서 ‘육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 ’이라고 계산하였다가 조원들이 지적하자 이번에는 ‘사

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 ’이라고 고치며 여전히 내각의 

크기의 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그림Ⅳ-6] 참고). 4

차시에서도 외각의 크기의 합에 대한 원리를 구체적인 수 계산으로도 전

혀 탐구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배웠다는 이유를 작성하는 수준(2 수

준)에 머물렀다([그림Ⅳ-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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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S17의 2차시 활동지

[그림 Ⅳ-6] S17의 3차시 활동지

[그림 Ⅳ-7] S17의 4차시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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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2 수준으로 분류된 학생들은 선행 지식은 있는 상태였으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적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혼란을 겪

는 경우가 많았다. S16의 경우에는 내각의 크기의 합에서는 상호작용을 

통해 3 수준까지 상승하였고, 외각의 크기의 합에서도 교사와 정다각형

의 경우(3 수준)를 예로 상호작용을 했지만 학습지에 적지 못했다(않았

다). 이처럼 수업에서 상호작용을 하며 그 순간에는 수준이 상승하는 경

우도 있었지만 명확히 이해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있기에 그

대로 2 수준에 머무른 학생들도 많았다. 따라서 상호작용 후에 본인 스

스로 이해를 검토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중요한 학습 기회가 될 것이다.

2.3. 3 수준

3 수준의 학생들은 관계적인 이해와 적용을 할 수 있는 수준 9명(33%)

으로 2~3 수준으로 분류된 학생이 3명, 3 수준으로 분류된 학생이 6명이

다. 3 수준의 학생들 중 대표적인 경우는 S11이다. S11은 내각, 외각이 

어디인지 알고 나타낼 수 있으며 삼각형에서 내각과 외각의 관계를 논리

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내각의 크기와 외각의 크기의 합의 간단한 원리

를 알고 있고 공식을 적용하여 값을 계산할 수 있는 학생이다([그림Ⅳ-8] 

참고). 단, [그림Ⅳ-9]와 같이 외각의 크기의 합을 정다각형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 있고(3 수준), 마지막 5차시에 주로 칠판을 보고 전체 논의 시

간에 활동지를 작성하여 외각의 정의에 대해 성질을 탐구하는 능력이 다

소 부족하여 종합적으로는 3 수준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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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8] S11의 3차시 활동지

[그림 Ⅳ-9] S11의 4차시 활동지

3 수준으로 분류된 학생들 중 S11, S9, S10, S13의 경우는 전사 자료나 

영상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특별한 상호작용 없이 기존의 수준이 유

지된 것이라고 보인다. 반면 S12, S15, S8의 경우는 상호작용의 영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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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 전사

2-5조

S1

(8:30~)20)

내각. 그러면 사각형은 360도고. 오각형은 몇 도냐?

S12 몰라.

S1 오각형은 540도.

S12 540도가 나와? 내각이?

S6 내각이?

S12 그건 아닌 거 같은데.

S1
(S12, S6에게 그려서 설명 중) 오각형 있잖아. 이게 이렇게 가면 삼
각형 3개 나오잖아. 180x3이잖아. 이거 하면 180도고 이거 하면 180
도고 이거하면 180도니까 180x3하면 8x3 24에

S12 우와 얘 천재다. 

S6 오-신기하다. 540도?

3 수준으로 수준이 상승함을 보여주는 학생들이다. 3 수준으로 분류된 

S12와 S15는 처음에는 내각의 크기의 합을 구하는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상태인데 조별 논의를 통해 각각 S1과 S2로부터 내각의 크기

의 합을 구한다는 원리를 깨닫게 된다. 다음은 조별 활동에서 S12와 

S6(4 수준)이 S1로부터 내각의 크기의 합의 원리를 배우는 장면이다.

외각의 경우도 S12는 삼각형 외각의 크기의 합이 인지 물을 만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인데 2차시에 S1이 직접 정사각형, 정오각형을 구체

적인 수로 계산하는 것을 보고 에 대해 알게 된다. 같은 조인 4 수

준의 S6과 3 수준의 S12는 S1로부터 같은 상호작용을 하지만 반응이 달

라 외각의 크기의 합 및 종합 수준이 다르게 분류되었다. S6, S12는 4차

시에 외각의 크기의 합 과제에서 이유 3가지를 쓰는 다 쓰지 못하고 S1

이 쓴 이유를 듣는다. 이 때, [그림 Ⅳ-10], [그림 Ⅳ-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S12는 S1의 답을 그대로 베끼는 반면 S6은 [그림 Ⅳ-12]처럼 자

기가 이해한대로 표현을 정리하고 이유를 추가로 생각해 작성하여 두 학

생의 수준은 다르게 분류되었다. 

20) 2차시 5조의 조별 음성 8분 30초부터 나오는 부분을 전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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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2] S6의 4차시 활동지

[그림 Ⅳ-10] S1의 4차시 활동지

[그림 Ⅳ-11] S12의 4차시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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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화자 전사

3-172 S7 선생님 마지막 하나를 모르겠어요. 

4-6조 S8 (4:15~) 그런데 이유 하나 쓰면 더 이상 이유가 안 나오는데?

4-129 S4 한 내각 말고 뭔가 다른 이유를 못 찾겠어요.

[그림 Ⅳ-12]에서 확인할 수 있듯 S6은 외각을 다 합치면 원이 될 것

이라는 등 다양한 원리를 생각해낸다. 여기에서 동일한 상호작용을 하여

도 학생의 이해도 및 반응이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다음 차

시인 5차시 수업 장면에 영향을 미치는데 S6은 외각의 정의가 달라짐에 

따라 성질이 어떻게 달라질지 좀 더 탐구할 수 있는 반면 S12의 경우에

는 다른 정의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수 있었지만 성질에 대한 탐구는 거

의 하지 못하였다.

또한 3 수준의 S7, S8은 4 수준의 S421)와 같은 조에 있으며 이들이 속

한 6조는 조별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조이다. 그 결과 S7은 2 수준에

서 3 수준으로 S8은 1 수준에서 3 수준으로 수준이 상승하였다. S7의 경

우에는 선행학습 등을 통해 관련된 지식을 배운 상태인데 일부는 까먹었

고, 일부는 기억하고 있었다. S8의 경우에는 학원을 다니지 않고 선행 

학습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지만 수업 시간에 늘 모르거나 이해가 

안 되면 바로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 것에는 본 과제가 미치는 영향도 존재한다.

3, 4 수준의 학생들은 처음에는 기본적인 원리만 이해하고 있었으나 

이유를 3가지 답하라는 과제의 특성 때문에 더 많은 이유를 쓰기 위해 

고민하며 상호 작용 등을 통해 탐구의 수준을 높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

인다. 위의 전사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S7, S8, S4는 3가지 이유를 쓰

라는 과제의 영향을 받아 끊임없이 고민하며 수준이 상승한 것임을 관찰

할 수 있다. 6조의 조별 활동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항상 S8이 

21) 4 수준인 S4의 경우는 3 수준인 S7, S8과 같은 조여서 조별 활동, 상호작용의 영향을 

함께 받은 경우가 많아 전사 자료에 주로 함께 등장하므로 여기에서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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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런지 끊임없이 조원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S4, 

S7이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교사와 혹은 조 안에서의 상호작용이 일어나

며 함께 수준이 상승하는 모습이다.

화자 전사

3-6조

S8

(3:00~) 

육각형은 몇 도야?

S7
그거를 삼각형으로 나눠서 하면 할 수 있어. 이걸 말하면 안 될 거 
같은데. 

S24 720도, 720도.

S8
알아 그건 나도. 이유가 뭐야 ? 720도인 이유가 뭐야 ? 나 그걸 지
금 생각하고 있었어.

S24 그냥 720도. 몰라 그냥 써. 

S4 그거를. 형식(공식)을 말해야 하나?

S7 그거를 말하면 수업시간에 수업을 못하는 거 아냐?22)

S4
솔직히 처음엔 이렇게 배웠지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인 건 기본
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사각형에 삼각형 몇 개 있어?

S8 2개.

S4 180x2가 뭐야?

S24 360도. 그럼 360x2하면 되잖아

S8 360.

S4 어, 그래가지고 360도잖아. 그러면 오각형에는 몇 개가 있을까?

S8 아아. 

S4 그렇게 찾는 거야.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4 수준의 S4가 대부분의 활동에서 논리적 이

해를 토대로 조원들에게 원리를 잘 설명하고 조별 활동을 이끌며 S7, S8

의 수준이 상승될 수 있도록 돕는 상호작용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S7, S8, S4의 조는 4 수준까지 수준이 상승하는 모습도 4차시, 5차시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S4, S7은 외각의 크기의 합을 정다각형을 이용해서는 

22) S7은 수업 시간에 선행학습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이는 평

상시에 교사가 선행학습을 해서 알고 있는 바를 수업시간에 함께 배우기 전엔 되도록 

지양하고 정확히 원리까지 이해하고 나서 말하라고 한 것의 영향을 받은 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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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화자 전사

4-129 S4 한 내각 말고 뭔가 다른  이유를 못 찾겠어요.

130 S8 (육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이) 720도야?

131 T
음. 그럼 그림을 그려서 힌트를 줄 테니까 생각해볼까? 이렇
게 그림이 그려지지 ? 여기서 나는 외각만 보고 싶은 거지? 
근데 우리 외각이랑 뭐랑 같이 배우고 있어?

132 S8 내각

133 T 내각이랑. 그러면 우리 이 내각이랑 외각을 묶어서도 안 단 
말이지? 이거 무슨 각?

134 S4 180.

135 S8 평각.

136 T 평각. 그러면 평각에서 뭐만 싹 빼면 외각만 남을 거 같은데

137 S7,
S8

내각

138 T 그거를 아이디어 잡아서 한번 생각해봐.

139 S4 그게 이거 아녜요?

140 T 그거는 하나 하나 하나를 계산한 거고 그거 말고 합 전체, 
합 자체를 구할 수 있어 합에서. 합으로.

141 S4 아~.

142 S7 아~. 알겠다.

143 S4
(교사 가고) 그러니까 180도가 3개가 있잖아. 그러면 180x3이
잖아. 540, 아 400.

144 S8 540아냐 ? 540?

145 S4 540맞지? 거기에서 내각만 540-180. 360. 이렇게 

146 S8 아~

간단히 구할 수 있었지만 이유를 3가지 쓰는 과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

다. 이럴 때는 아래처럼 교사와의 상호작용과 조별 논의로 명확히 하는 

과정을 통해 과제를 해결하며 4 수준까지 수준이 상승하기도 하였다.

S8의 경우에는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3 수준까지 수준이 상승한 

것이 놀라운데 끊임없이 이유를 물어보고 질문 하여 정확히 이해할 때까

지 생각했으며 조원들과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잘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위의 4차시에서 교사와의 상호작용 후에도 외각의 크기를 

구하는 과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S4의 설명을 듣고 이해한 S8

이 아래 5차시에서는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외각의 

정의를 바꿔 합을 구하는 것까지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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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 부분에 정의를 비교할 때도 기존의 외각의 정의가 더 배우는 데 가

치가 있으며, 내각의 크기를 알 수 있어서라고 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히려 선행 학습을 하지 않은 학생들이 원리부터 제대로 탐구

하여 상황을 변형했을 때 훨씬 잘 적용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23)

번호 화자 전사

5-
176

T
(바깥각( 내각 으로 바꿔 합을 구해보는 중)
이거 어떻게 구할까? 어려우면 정삼각형 먼저?

177 S4 300

178 T 정삼각형은 여기 300. 근데 이거 몇 개 나와?

179 S4 3개

180 T 그럼 몇도 돼?

181 S4,S7 900

182 T 근데 우리 원래는 외각은 외각의 합이 몇 도야?

183 6조 360

184 T 그러면 이제 얘는 이렇게 바꾸면 다 900으로 일정할까? 사각형
도 900?

185 S8 아니, 아니요.

186 T 아닐 거 같아? 왜? 이건 몇 도 될 거 같아?

187 S8 그. 이해는 했는데 말로 표현이 안돼요.

188 T 아님 써봐.

189 S8
여기가 이제 다 360도라고 생각하고 하나가 만약에 정사각형이
라면 

190 T 그치 정사각형

191 S8 그럼 이게 각이 몇 도지?

192 S8 어?

193 S4 90도 안에가 90도.

194 S8 하면. 맞아. 이게 270도가 되가지고 다 하면 얘하고 달라져요

195 T
그치 그런 걸 이제 해보는 거지. 삼각형일 때 몇 도, 사각형일 
때 몇 도 이런 식으로 외각의 합이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진다

196 S4,S7 아아~

197 S4
진짜 외각의 성질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를 보는 거네.

23) 3 수준의 S8과 4 수준의 S3, S5가 이러한 형태의 수준 상승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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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 수준

3 수준의 학생들이 개념의 뜻과 간단한 원리를 이해하여 내각, 외각의 

크기의 합을 구할 수 있는 학교 교육과정 상의 성취기준 ‘중’을 달성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학생들이라면, 4 수준의 학생들은 학교 교육

과정의 성취기준 ‘상’에 해당하는 설명, 논리적 이해를 할 수 있는 수

준의 학생들이다. 4 수준의 학생들은 총 6명(22%)으로 4 수준의 학생들

은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탐구뿐만 아니라 태도 및 실천 역량에서 수학의 

가치, 필요성과 유용성을 인식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다. 3 ~ 4 수준으

로도 볼 수 있는 S5나 S6의 경우에는 상호작용을 통해 수준이 2 수준에

서 4 수준으로 상승하였고, S3의 경우에도 상호작용을 통해 3에서 4수준

으로 상승하였다24). 

4 수준은 <표 Ⅲ-2>의 분석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교육과정의 성

취기준을 넘어서는 것들까지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에게 

질문, 과제를 통하여 교육과정 이상의 탐구를 해볼 수 있는 확장의 기회

를 제공하였다. 삼각형에서 내각과 외각의 관계가 사각형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각형의 내각, 외각의 크기의 합을 문자를 이용하여 일반

적인 각형에 대해 정리할 수 있는지, 다각형의 외각의 정의가 될 수 있

는 문장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렇게 바뀌었을 때 성질이 어떻게 달라지

는지 탐구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4 수준의 학생 S1, S2, S3, S4는25) 평상시에도 수학적 호기심이 풍부하

고 학습동기와 수업 집중력이 높은 학생들이다. S1은 평상시에도 문제를 

풀 때 해설을 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2시간을 붙들고 있는 과제 

24) S3의 경우 학습요소 ①, ②의 초기 수준이 잘 드러나지 않아 최종 수준인 4수준과 동

일하게 초기 수준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종합 수준이 많이 상승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

나 선행 학습을 하지 않아서 1 수준에서 4 수준까지 상승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25) 4 수준인 S4의 경우 S7, S8과 함께 3 수준에서 다루었고, 3~4 수준으로 분석된 S6의 

경우에도 S12와 함께 3 수준에서 다루었다. S5의 경우도 선행학습 없이 상호작용을 통

해 3 수준 S8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며 수준이 상승하였다. 이에 여기에서는 4 수준 중

에서도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탐구 수준을 보인 S1, S2, S3의 경우를 중점적으로 다루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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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 전사

2-5조
S1

(2:40~8:00) 
삼각형의 외각의 크기의 합은 몇 도야?

S6 외각의 크기의 합 180도 똑같지 않아?

S12 외각? 외각이? 아닐 거 같은데?

S1 외각. 해볼까? (정삼각형 그려서 해봄)

S6 근데. 합하면 180도 똑같지 않아?

S12 아아,

S27 근데 삼각형의 외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야? (그대로 프린트에 씀)

S1 360도

S12 360도 오 대박

(중략)

S1 삼각형. 삼각형. 잠깐만 하나 더 해보고 있어 (직각삼각형 그려서 해
봄). 오케이 360도 맞아. 

S1 (사각형 해보고 나서) 아니 근데 사각형도 360도야. 외각. 

S6 사각형 맞지?

S1 아니 사각형도 360도 삼각형도 360도야

(중략)

S1 그럼 사각형은 직사각형이라고 치면. 사각형도 360도야. (S6에게) 삼
각형의 외각은 360도고 사각형도 360도야. 오각형도 해볼까.

집착력이 돋보이는 학생이며, 논리적으로도 매우 엄밀하게 정당화를 추

구하는 성향이 있는 학생이다. S2, S4는 수업시간에 늘 가장 적극적으로 

대답하며 발표, 조별 활동에도 매번 적극적으로 나서고 조원들에게도 수

학적 내용을 잘 알려주는 수학적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이다. S3은 선행 

학습을 하지는 않지만 수학적 호기심이 높아서 늘 원리를 궁금해 하고 

스스로 탐구하는 것을 좋아하며 사고력이 우수한 학생이다. S2나 S1, S4 

같은 경우에는 선행 학습을 통해 기본적인 지식과 원리를 갖추고 있는 

반면, S3 같은 경우는 선행 학습을 하지 않은 상태지만 수업 시간 중 활

동을 하며 빠르게 수준이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학생들은 

찬성, 반대를 판단하고 이유를 3가지씩 답하는 과제를 다루며, 다른 학

생들과 다른 답, 좀 더 괜찮은 답을 추구하려는 성향을 드러내기도 하였

다. 학생들의 구체적인 반응을 살펴보겠다.



- 54 -

(중략)

S1
오각형, 육각형 다 해보는 거지. 내 생각엔 오각형도 360도 일거 같
아. 오각형 한 내각에 몇 도냐?

S12
몰라. 오각형 합이 몇 도인지도 모르는데. 난 아예 몰라. 그냥 이런 
단어를 바꿔도 되는 거 아냐?

S1 108도야 108도. 그러면 72도. (S12에게)그러면 정오각형의 외각의 크
기의 합은 360도. (듣고 쓰는 S6, S12)

S12 아 이거 앞에 다 정삼각형 이렇게 붙여야해?

S1 근데 다른 도형은 안 될 수도 있잖아.

S12 그래 붙이자 (학습지에 '정'추가)

S1 삼각형은 안 붙여도 될 거 같은데. 삼각형은 내가 이것도 해봤거든,

번호 화자 전사

1-
287 T

우리가 오늘 배운 게 이 외각의 크기를 알면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합을 알 수 있다는 건데 이거 어느 도형에서만 되
는 거야?

288 S 삼각형

289 T 왜 삼각형에서만 되는 거야? 사각형에서는 안 돼요?

290 S26 안 돼요.

291 T 왜 안 될까? (S26 : 머리가 안 좋으면 안돼요~26))

292 S3 왜냐면요, 이웃하는 게 너무 많아요.   

293 T 사각형 혹시 각C의 외각 알 수 있을까?

295 S2 그거 90도니까. 아니, 잘못 말했다.

296 S1 각A+각B+각D와 같다 27)

297 T 각A+각B+각D를 알 수 있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위의 전사 자료에서 외각의 크기의 합이 궁금해진 S1은 삼각형을 그려

서 탐구해보고, 사각형, 오각형까지 확인해보며 외각의 크기의 합에 대

해 추측한다. 이 때, 정삼각형을 그려서 확인하고 직각삼각형을 하나 더 

확인해보며 일반적인 삼각형의 외각의 크기의 합에 대해 추측하는 모습

과 본인이 정다각형만 확인해봤기에 정다각형이 아닌 다각형은 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명확한 논리를 토대로 탐구하는 모습을 보

인다. S1은 이후에 “이렇게 가면 외각은 360도야. 아니 (한) 외각이 점

점 작아지고 있어 크기가. 올라갈수록.”이라고 말하면서 외각의 크기의 

합이 일정하다는 것에 대해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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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S26 그러게요.

299 S3 사각형을  다 더했을 때 360도니까 360-각C는 각A+각B+각D
랑 같아요.

300 T 그런데 이거는(360-C)은 각C? 

301 S26 그러게요.

302 S3 그러네요.

303 T 각C의 외각은 어떻게 써야 해?

304 S4 180-각C

305 T 180-각C지. 그러면 얘는 얘랑 뭘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까? 
사각형에서는.

306 S3 그거 전체를 해요.

307 T 그거 전체를 해? 어떻게?

308 S3 그러니까요 각을요. 그 외각 하나만 하지 말고 맞꼭지각이랑 
다 해서 계산을 해요. 

309 T 여기 바깥 전체 다 본다고?

310 S3 네-

311 T

아~그렇죠. 여기랑은 같다는 걸 알 수 있겠죠(S1: 아~) 우리 
기존의 외각이랑은 다르겠죠?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이 말 
자체는,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합과 같은 거 어디서만 되
는 거야 얘들아. 삼각형에서 라는 거죠. 

위의 전사 자료는 1차시 전체 논의 장면으로 사각형에서 내각과 외각

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를 탐구해보라는 교사의 질문에 다른 학생들은 거

의 대답하지 못한 반면 4 수준 학생들은 탐구해볼 시간을 주지 못했음에

도 사각형으로 변형된 상황에 대해 즉각 탐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S2는 

안 될 것 같다는 것만 직관적으로 확인하였고 S1은 로 합이 변함을 

이용하여 ∠A∠B∠D 를 이용해 ∠C를 구할 수 있음을 얘기하였고, 

S3은 사각형으로 관계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외각의 정의가 바깥 전체를 

보는 것이면 관계가 성립한다고 얘기하였다. 

또한 이들의 탐구는 외각의 크기의 합을 다루는 차시에서도 두드러진

다. 4차시 수업에서 대부분의 3~4 수준 학생들은 구체적인 수를 통한 계

산이나 교사가 준 힌트에 의해 평각을 이용하는 계산을 하는 정도였다. 

26) 1 수준에서 S26에 대해 분석할 때 얘기하였듯이, 툭툭 장난하며 던지는 답이 많아서 

위의 경우처럼 사각형에 대해서는 내각, 외각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이 맞지만 4 수준

으로 분석하지 않는다. 

27) 조별 영상자료(42:30~)를 보면 와 ∠C들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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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S3
외각? (혼자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계산해보고) 엥?? (알아들을 
수 없음.) 다 360이 돼?

32 S14 그러니까 전부 다 360이야.

33 S3 허- 대박이야.

34 T 왜? 왜 그럴까? 근데? 대박인데

35 S3 왜냐면요,

36 T 그러니까 왜 그럴까 이제 오늘 생각해보는 거지. 

37 S3
각이 그러니깐 요. 외각의 크기는 같은데 거기에서 각의 크기가 
늘어나. 그니까 n이 늘어나면서 그게 나누는 거예요. 360을

38 T 360을 쪼개면서 이렇게 커지는 거야? 그러면 각은 쪼그맣게 되겠
네. 점점?

39 S3 아니죠. 확대되죠.

40 T 각이?

41 S3 크게 돼야지 외각이 작아지죠?

43 T 아 내각이 커지니까 외각은 작아진다고?

44 S3 그러니까 그만큼 n의 값은 늘어나니까 외각×이 360이 무조건 
일정하게 나오겠죠. (그러고 쓴 게 이유 2,3)

45 T 좋아 좀 더 생각해보자. 되게 특이하지 그지?

[그림 Ⅳ-13] S3의 4차시 활동지

심지어 S3은 위의 전사 자료와 [그림 Ⅳ-13]에서 알 수 있듯이 외각의 

크기의 합이 임을 본인이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의 경우에 계산을 

해보고 알게 되어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즉, S3은 외각의 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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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4

S3 선생님 외각은 왜 무조건 360도가 나오는 거죠 , 왜?

75 T
그니까 왜 그럴까? 왜 360도가 나오는 걸까? 아주 특이한 거 
같은데.

76 S3 평각이 있어서요. 평각에서 그려서요.

77 T 평각에서 관련이 있겠지? 평각에서 빠지니까 계속 내각이?

79 S3
평각 위에다가 그어 봐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쭉 해가지고 
다 뜯어가지고 늘리면 180도가 되는 거죠.

80 T

그거 비슷한 아이디어가 있어. 그러니까 외각을 이렇게 숫자 계
산 하는 거 아니고 뭔가 행동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거 혹시 S3이 생각할 수 있으려나? 뭔가 각의 정의, 각의 크기
의 정의 기억나 너네?

81 S3 각의 크기요?

82 T
회전한 각이라는 그 표현 기억나? 회전한 양? 그 느낌을 가지
고 외각을 증명하는 것도 있거든. 회전, 회전, 회전을 모아서.

83 S3 회전을 모아서… 아!

84 T 뭐가 될 거 같다는 느낌이 들어?

85 S3 원이 되죠!

86 T
그런 비슷한 식으로 하는 설명이 있어, 혹시 그 이유 정리할 수 
있을까?

87 S14 아 360도가 원이니까

88 T 그림 하나 그려서 요 모양을 잘 보여주면 표현할 수 있거든?

S3
(교사 가고) 각이 예를 들어서. 아~! 한 점에서 직선으로 이루어
지는데 원이 돼.

합에 있어서 수업 전에는 외각의 크기의 합을 알지 못하는 1 수준의 학

생이었다. S3은 아래에서 외각이 왜 무조건 인지에 의문을 갖기 시

작하고 이를 밝혀내기 위해 평각에 이어 붙여본다는 아이디어를 내고 교

사는 그와 비슷한 회전시키는 방법에 대한 힌트를 준다. 

S3은 이 과제를 하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 아이디어를 정돈하는 데 몰

두한다. 심지어는 조별 발표 과제를 준비해야한다는 S11의 말에도 네가 

쓰고 있으라며 집중하고 구체물인 매직을 이용해 삼각형을 만들어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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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
S11

(11:50~) 
미소 의견 반대한 사람 없지?

S3
네 걸로 쓰고 있어. 나는 이걸 생각을 해봐야겠어. 원이 됐을 땐… 
아~! 아~! 아하! 

S14 정삼각형의 외각을 뜯어서 붙이면 원 모양이 돼. 

S3 나 알았어! 아니 . 아 알았어. 뭔 말인지 난 이걸 쓰겠어. 엄청난 논리
를 알아냈다

S11 이건 뭐 쓰는데?

S14 그럼 거기다가는

S3

120x3=360도 써. 오케이. 오케이. 내가 이제 정의를 밝히겠어. 봐봐 내

가 한 게 맞는지 봐봐. 이게 원리 이 각이 이렇게 있다가 각의 정의
가 한 점에서 시작하는 두 개의 반직선이잖아 그러니까 오케이. (매직
으로 설명하는 중)이렇게 되면 은 이렇게 되지. 근데 원은 이 외각이 
없어 그지. 그러니까 얘가 이게 이렇게 돌리면 돌아다니면서 원이 될 
수 있어 원이 되면 여기 360이 되는 거지 그런데 외각의 크기가 없
어. 그러니까 모든 정-도형은, 봐봐. 잠깐. 아 생각을…

S14 S3아, 그거 설명하는 건 좋은데 이해가 하나도 안가. 좀 이해가 가게 
설명을.

S3 아 생각을 다시 해봐야겠어.

을 설명하고, 좀 더 논리적으로 쉽게 표현하기 위해 집중한다. 

번호 화자 전사

4-
165 T

그니까 어렵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회전한 거 가지고 설명해
도 되고 아니면 요 그림을 아.. 삼각형의 내각의 합 180이다 초
등학교 때 배울 때 어떻게 했어?

166 S3 이거를요? 잘랐죠.

167 S14 찢어서 붙였어요.

168 T 그런 식으로도 사실 접근할 수 있는 거지 외각도.

169 S3 자를 수가 있지.

이에 교사는 위의 전사 자료(4-165~169)에서처럼 초등학교 때 삼각형

의 내각의 크기의 합을 설명했던 잘라서 붙이는 힌트를 주고 S3은 수업

시간에 [그림 Ⅳ-14]와 아래 전사 자료에 드러나듯이 학급에 본인이 발

견한 논리에 대해 설명한다. S3은 발표 자료에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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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말로 설명하겠다고 하고, 조별 발표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신의 

발견을 학급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계속 본인을 발표시켜달라고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친구들 앞에서 본인의 발견에 대해 공유한다. 

[그림 Ⅳ-14] S3이 칠판에 발표한 그림

번호 화자 전사

4-
245 S3

어-이게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이쪽 외각이 이렇게 있죠. 

근데 이 외각을 딱 눈으로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도 그렇

고 이게 딱 맞아 보여요 얘네 둘이. 이렇게 두면은 맞을 거 

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맞췄을 때 120도, 120도, 120도니까 

얘가 이런 모양의 원이 생기게 돼요. 그래가지고 얘가360도 

인 거 같아요.

246 S 벤츠예요?  벤츠.

247 S3 그리고 사각형의 경우에도

248 S26 몇 개 그려요?

249 S3
여기, 아  여기구나. 여기도 각 90도일 때 여기다 붙이면   

이렇~게 원상태가 돼요. 오각형의 상태일 때도 .

252 S3
이 상태 오각형의 원 360도처럼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육

각형일 때도

253 S12 몇 개나 하는 거야?

254 T 우리가 수많은 예를 검증해야 확인 할 수 있지. 

255 S3
이렇게 원이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외각은 무조건 360도가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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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57

S1

어, 일단은. 이 한 외각의 크기가 120도예요. 그런데 외각의 

크기가 외각은 한 꼭짓점에 1개씩 있는데 2개씩 있는데 크기

가 똑같으니까 하나를 빼고 하나씩 해서 외각이 3개잖아요. 

그러니까 합해서 3개를 붙여보면 원이 나와요.

258 T
또 해줄래? 2번? 2번도 5조가 독특하게 생각한 거니까 한번 

볼까요?

259 S1

외각을 라고 했을 때, 외각의 총합을 라고 했을 때 180:

=1:2라는 비례식이 성립되고요. 그래서 는 360도가 나와요. 

근데 이게 왜 1:2나면 외각과 내각의 비를 구했을 때 60하고 

120이니까 간단한 비로 나타내면 1:2예요. 음-180의 반인 90보

S1의 경우에도 다양한 논리를 발표 자료에 담기 위해 노력하고 미소와 

민영이의 의견의 이유가 숫자만 달라진 대부분의 조들과 다르게 (1), (2) 

문항에 대해 다 다른 이유를 적으며 가장 다양한 논리의 이유를 담아 발

표한다([그림 Ⅳ-15]참고). S1 이는 조에서 다양한 논리적 이유를 제공하

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하였다.

[그림 Ⅳ-15] S1네 조의 4차시 발표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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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60이 작으면 은 외각의 크기는 둘이 합치면 180이니까 외

각은 180의 반인 90보다 커야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거

를 총합으로 따졌을 때 외각이 270보다 크니까 360이예요.

S2의 경우에는 문자로 일반화하는 능력이 우수하다. 학생들이 정다각

형처럼 구체적인 숫자로는 익숙하게 계산을 하는 편이지만 문자를 다루

는 능력은 다소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S2의 경우에는 각형에 대해 생

각해볼 시간을 주자마자 나와서 발표를 하였다. 다른 학생들은 구체적인 

수인 ×의 경우도 교사의 힌트를 통해서 알아낸 경우가 많았는

데 S2는 각형에 대해 능숙하게 일반화하는 수준을 보여줬다. 

번호 화자 전사

4-
273 T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사실은 정삼각형이나 정다각형에 대해

서만 확인을 해봤는데 일반적인 n각형은 외각의 합이 몇 도

가 될까요?

274 S 360

275 T
일단 추측이야 360도 일거 같죠? 나머지 다 360도니까. 왜 

그럴까 얘들아?

276 S2 × × .

284 T 쓸 수 있어? 그럼 S2 나와서 해볼까?

285 S2 × × 

286 T 이거 어떻게 나온 식이예요?

287 S2 그거 뭐지. 평각에서 내각의 합을 뺀 거요.

288 T 그렇죠. 평각이 몇 개 나와 n각형이니까?

289 S2 3개

290 T n개겠지 n각형이니까

291 S2 아 n개.

292 T

거기서 뭐만 다 빼면 되는 거야? 내각의 합만 빼면 외각만 

남겠죠? 여러분 이거 정리하시면 돼요. 곱셈기호 생략하고 

전개하면 180n-360이야. 더하기 빼기해서 없어지면 몇 도 나

와? 360도 이렇게 나오죠?

또한 전체 논의 시간에 외각의 크기의 합을 문자로 정리한 뒤 한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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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화자 전사

4-
293

T

얘들아 이걸 어떻게 설명하기도 하냐면 아까 회전한 양으로 

해서 어 여기서 출발해서 . 우리 각의 크기 뭐였는지 기억나

요. A반28)?

294 S3 한 꼭짓점에서 시작하는 두개의 반직선.

295 T 뭐한 양? 이거 뭐한 양이었어?

296 S1,S3 회전한 양.

297 T

회전한 양. 여기서 이만큼 회전했지 외각 ? 그래서 여기와. 

여기서 또다시 이만큼 회전했지 여기 왔어 여기서 또다시 이

렇게 회전해. 그러면 지금 딱 몇 바퀴 회전했어? 선생님 손 ? 

여기서 출발해서 

298 S2 3바퀴

299 S1 아~

300 T 쭉 돌아서 몇 바퀴 회전했어? 

301 S1 1바퀴

302 T 1바퀴 회전했지. 1바퀴 회전하면 몇 도야?

303 S1 360도

304 S2 아~그거였구나.

회전하여 가 된다는 아이디어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때도 아래 전사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S3, S1은 ‘각’, ‘각의 크기’에 대한 정의도 

명확히 기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S2가 회전의 바퀴 수에 대해 

다소 착각하기는 했지만(4-298), S2와 S1은 외각을 합하면 바퀴 돌은 것

과 같아 라는 논리 역시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 외각의 정의에 대해 탐구를 해보는 5차시 수업에서도 S2는 변

형한 정의(바깥각, 내각)가 기존의 외각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바깥각으로 외각의 크기의 합을 일반화하는 과정을 보

이기도 한다. 또한 삼각형에서 내각과 외각의 관계도 다른 학생들처럼 

성립하지 않는다는 넘어서 어디까지 더해줘야 크기가 같아지는 지까지 

정확하게 설명한다.

28) 반이름도 가명처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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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41

S2

한 외각은 360-내각. 한 외각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

기의 합과는 달라졌어요. 이유도 설명해야하나? 시간이 없으

므로 스킵 하겠습니다. 한 외각은 180-내각과 다릅니다. 삼각

형의 외각의 크기의 합은 360x3=1080에서 내각의 크기의 합

을 빼서 1080-180=900. 알게 된 점은 바깥각으로 할 경우 외

각의총합의 크기가 360에서 n각형일 때는 한 내각을 라고하

면× ×입니다.29)

345 T
우리 삼각형에서 한 외각이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합과 

같다는 게.

346 S2
원래는 이렇게 여기가 같았어요. 그니까 여기랑 같으니까 여

기까지 더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므로 얘는 달라요.

347 T 그렇죠. 달라지고 더 커졌겠죠? 두 내각의 합보다는?

348 S2

한 외각은 180-내각이 아녜요. 옛날에는 180도에서 이게 외

각, 이게 내각이므로 더하면 180도였지만 이제는 360도이기 

때문에 달라요. 어? 이거 왜 이렇게 썼지? 삼각형의 외각의 

크기의 합은.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요때 여기서 뭐죠? 

더했을 때 360도가 3개, 180도. 거기서 내각의 크기의 합을 

빼면 은.

349 S26 엥?

350 T 1080

351 S2
아 1080도. 하. 그리고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 180을 빼

면 900도가 나와요. 그러면 외각의 크기의 합은 900도예요. 

이처럼 4 수준의 학생들은 교육과정을 넘어서 높은 수준의 사고를 보

여주었다. 이들은 단순히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수학적 가치를 인식하는 태도 및 실천의 역량을 보여주었다. 다

음에서는 본 수업에서 학생들이 보여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태도 및 

실천 역량과 관련된 성취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9) 이와 같은 일반화는 정n각형일 때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논리적 오류가 포함되어 있지

만 새롭게 바뀐 정의를 식으로 일반화하여 표현한다는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4 수준 분

석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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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13

S3

일단 저희는 내각의 맞꼭지각의 엇각을 외각이라고 생각했습

니다. 내각의 한 각과.어? 잘못 썼네. 내각의 한 각과 외각의 

한 각의 크기가 같아요. 그리고 내각은 외각이구요 내각의 합

은 외각의 합과 같고 그리고. 음 이런 형식의 모양이 나오겠

네요. 알게 된 점은 이렇게 되면 도형을 배울 필요가 없어서 

행복해지고 배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판이 되게 됩니다.

314 T 아 -개판이 돼요? 왜 이렇게 하면 배울 필요가 없어 2조?

315 S3 왜냐면요. 어차피 전에 배웠으니까 또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318 T 이거는 사실 뭐랑 똑같은가?

319 S2 평각

320 T
그렇죠. 이 각은 사실 평각이랑 똑같은 각이죠? 그럼 2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배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321 S2,S1 없어요.

(중략)

3. 태도 및 실천 역량 분석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듯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수학적 가치

를 인식하고 자주적 학습 태도를 갖춰 실천하는 태도 및 실천 역량에 대

해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태도 및 실천 역량에 관하여 구체적인 성취 

기준 및 구현된 수업 장면 등에 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에 본고에서는 What-If-Not 전략을 적용하여 실시한 수업에서 학생들이 

태도 및 실천 역량을 보여준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며, 앞에서 

살펴본 태도 및 실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수･학습에서의 강조 사항

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반응에서 드러난 사례를 분석할 것이다. 

첫 번째로, 태도 및 실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수학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알게 하고, 수학의 역할과 가치를 인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p.38). 5차시 수업에서 학생들은 외각의 정

의를 변형하고 성질에 대해 탐구하며 기존의 외각과 변형한 외각을 비교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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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T

n-2를 빼면 n각형일 때를 여러분이 일반화도 할 수 있죠. 얘
들아 우리가 외각의 정의가 될 수 있는 3개를 비교해봤는데 
그리고 원래 기존의 정의가 있고 뭐가 제일 나은 거 같아? 외
각의 정의로?

365 S1 기존의 정의요

366 T 기존의 정의가 왜 더 나은 거 같아요?

367 S8 배우는데 가치가 있어요.

368 S2 아는 성질이 많아서.

위에서 학생들은 이미 배운 것과 똑같아서 또 배울 필요가 없다거나 

기존의 정의가 더 낫고, 아는 성질도 많아서 배우는 데 가치가 있다고 

답하는 등 외각의 정의가 갖는 의미에 대해 탐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기존의 외각 정의의 유용성과 가치를 인식하게 된다. 5차시에서는 종합

적으로 비교해볼 시간이 부족하여 [그림Ⅳ-16]과 같이 학습지를 추가로 

10 ~ 15분 정도 조별로 발표했던 포스터를 참고 자료로 할 수 있도록 나

눠주고 실시하여 정의에 대한 학습 기회를 좀 더 제공하고 태도 및 실천 

역량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림Ⅳ-16] 5차시 추가 학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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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7] S6의 5차시 추가 학습지

[그림 Ⅳ-18] S2의 5차시 추가 학습지

[그림 Ⅳ-19] S1의 5차시 추가 학습지 

추가로 실시된 학습지에서도 [그림Ⅳ-17]~[그림Ⅳ-19]와 같이 학생들이 

외각의 정의의 가치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

은 로 합이 일정하다는 중요한 성질이 있다는 것과 


으로 알기 

쉽다는 것에 주목하며 기존의 외각이 더 의미 있고 활용하기 좋다고 말

한다. 외각의 크기의 합이 갖는 불변성을 통해 외각의 정의가 갖고 있는 

맥락, 의미를 이해하게 된 것이다. 교과서에 주어진 대로 외각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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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고 학습을 할 때와는 달리 학생들은 외각이 왜 이렇게 정의되었

는지 이렇게 정의하면 어떤 점에서 나은지를 비교하게 된다. 본 과제를 

통해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정의되어 있고 실제로도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외각의 정의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돕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수학적 개념에 대한 가치를 인

식하고 유용성을 인식하는 것은 수학에 대한 유용성과 가치를 인식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3차시에서도 학생들은 내각의 크기의 합의 공식

이 있으면 계산하기 쉽고(S2), 이 클 때도 각형 내각의 합을 구하기가 

쉽다고 하며(S4) 수학적 공식과 일반화의 가치와 유용성을 인식하는 모

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학생들이 수학적 개념의 유용성을 문제 

풀이에 이용하는 것에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림Ⅳ-17]~

[그림Ⅳ-1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S6은 기존의 외각이 문제를 풀 때 이

용할 수 있으므로 더 낫다고 하였으며, S2는 내각과 외각의 비율을 이용

하여 내각, 외각을 구하는 문제를 응용하여 설명하였고, S1은 삼각형에

서 내각, 외각의 관계를 이용하여 삼각형을 활용하는 문제를 다양하게 

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실생활에 수학적 개념을 바로 적용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자신들이 쉽게 접하는 수학 문제에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을 유용성, 가치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태도 및 실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수학에 대한 관심

과 흥미, 호기심과 자신감을 갖고 수학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

며, 학습 동기와 의욕을 유발해야 한다는 것이다(2015 개정 수학과 교육

과정, p.38). 학생들은 What-If-Not 전략을 적용하여 문장을 바꾸는 2차

시 과제에서 문장을 바꾸라고만 했음에도 내각의 크기의 합과 외각의 크

기의 합이 얼마인지, 왜 그런지 관심을 갖고 자기 주도적으로 탐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What-If-Not 전략을 적용한 과제들이 학생들의 관심

과 흥미를 갖게 하여 수학 학습 동기를 유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세 번째로, 태도 및 실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수학적 활동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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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협력하는 태도, 논리적 근거를 토대로 

의견을 제시하는 태도를 기르고 실천하게 해야 한다(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p.39). 학생들은 이유를 묻는 과제에 답하기 위해 개별 / 조별

로 고민하며 논리적 근거를 찾는 법, 또 이를 정리하여 조별 발표 포스

터를 만들어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과정을 통하여 조별로 협력하고, 

논리적 근거를 토대로 의견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공유하였다. 또한 수업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조별 활동을 통해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협력

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었다. 

여기서는 학생들의 학습 결과를 태도 및 실천 역량과 관련하여 분석하

였다. What-If-Not 전략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학습이 어떻게 이뤄지는 

지를 면밀히 분석한 학습 경로 및 사고 수준을 분석하는 것과는 다른 정

의적 영역에 해당하는 연구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본고는 What-If-Not 

전략을 적용한 과제가 학생들의 태도 및 실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하나

의 사례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What-If-Not 전략을 적

용하여 수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함양하고(김원주, 2010), 학생의 수학

적 탐구를 용이하게 도우며(Yerushalmy, Chazan, & Gordon, 1990) 인지

적 장애를 스스로 극복하게 하는(이정곤, 2012) 기존의 What-If-Not 전략

의 연구 결과와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수학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기르고 스스로 탐구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학생들이 수학

에 대한 필요성 및 유용성을 인식하고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수학 학습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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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에서는 정의 지도와 What-If-Not 전략에 대한 문헌 검토를 토

대로 정의와 성질의 지도에 What-If-Not 전략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안

하고 중학교 1학년 기하 영역 중 다각형의 성질을 중심으로 5차시 과제

를 설계하였다. 과제는 1차시 다각형의 내각, 외각의 정의와 내각과 외

각의 관계, 2차시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다라는 문장을 바

꾸는 것, 3, 4차시 다각형의 내각, 외각의 크기의 합, 5차시는 외각의 정

의가 될 수 있는 다른 정의에 대해 생각해보고 성질에 대해 탐구해보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과제는 주어진 문장을 바꾸는 과제, 주어진 주장에 

대해 찬성인지 반대인지 판단하고 이유를 3가지 이상 답하는 과제들로 

주로 설계되었다. 연구 방법으로는 학생들의 학습 경로를 세부적으로 파

악할 수 있는 사례 연구를 택하였다. 5차시의 조별 활동 수업 및 2차례

의 반구조화된 초점집단면담을 사회․수학적 규범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가르치는 1개 학급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실시한 후 영상, 녹음 자

료, 활동지를 통해 수집하였다. 수집한 학생들의 주요 반응과 교육과정

의 학습 요소를 바탕으로 귀납적으로 사고 수준에 대한 분석틀을 만들어 

1~4 수준, 5개의 학습요소로 분석하고 학습요소별 특징과 수준별 학습 

경로, 수준별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태도 및 실천 

역량을 중심으로도 분석하였다. 

도달점 사고 수준 분석 결과 학생들의 종합적 수준은 대체적으로 1~4 

수준까지 고르게 분포하였지만, 초기에는 1 수준(11명)이 가장 많았고 수

업 후 3 수준(9명)이 가장 많아졌음을 확인하였다(<표 Ⅳ-1>참고). 과제

를 수행하며 학생들의 수준이 상승하는 모습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고

(중복을 제외하고 학습 요소에서 수준이 상승한 경우는 27명 중 17명) 

구체적인 수준 상승을 정리하면 다음 <표Ⅴ-1>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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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요소
수준 

상승(명)

구체적인 

수준 변화

인원

(명)
해당 학생

① 정의 2 1 → 2 수준 2 S8, S5

② 관계 3 1 → 2 → 3 수준 3 S730), S8, S15, 

③

내각의

크기의 합

11

2 → 4 수준 1 S331)

2 → 3 → 4 수준 2 S5, S6

2 → 3 수준 4 S8, S12, S15, S16

1 → 2 수준 4 S21, S22, S25, S20

④

외각의 

크기의 합　

11

1 → 2 → 4 수준 2 S3, S632)

1 → 2 → 3 → 4 2 S8, S5

1 → 2 → 3 수준 2 S12, S19

3 → 4 수준 2 S7, S4

2 → 3 수준 1 S19

1 → 2 수준 3 S16, S22, S21

⑤

정의에 

대한 탐구

8
1 → 4 수준33) 5 S2, S7, S8, S4, S10

1 → 2 수준 3 S13, S20, S16

종합

수준
11

3 → 4 수준 2 S3, S4

2 → 4 수준 2 S5, S6

2 → 3 수준 3 S7, S15, S12

1 → 3 수준 1 S8

1 → 2 수준 3 S16, S19, S20

<표 Ⅴ-1> 학습요소별 수준 상승 분석 결과

30) S7은 선행학습을 통해 배웠었지만 잊고 있었다가 과제를 하면서 기억해낸 것이고, S8 

이와 S15의 경우는 모르던 지식을 과제와 수업을 통해 알게 된 것이다.

31) S3의 경우에는 S5, S6과 다르게 S2로부터 들은 공식을 통해 스스로 왜 공식의 의미

가 그러한 것인지 탐구하고 본인이 n각형의 꼭짓점 수 등을 이용하여 일반화하여 표현

하였으므로 2→4수준이 된다고 분석하였고, S5, S6의 경우에는 S1로부터 삼각형을 쪼

개서 내각의 합을 구함을 알게 되었고 그 뒤 수업에서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n각

형일 때의 삼각형의 개수 와 공식 등을 대답하며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므

로 2→3→4수준으로 분류하였다.

32) S3, S6의 경우에는 외각의 합에 대해 몰랐지만 라는 것을 상호작용 등을 통해 

알게 된 뒤 스스로 이유 3가지를 작성하며 다양한 이유에 대해 탐구하는 모습을 보여주

어서 1→2→4수준으로 분석하였고, S8, S5의 경우에도 를 알게 된 후 정다각형을 

통해 이유를 탐구하고 교사에게 질문, 조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원리에 대해 

이해하였으므로 1→2→3→4수준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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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What-If-Not 전략을 적용한 문장 바꾸기 과제, 찬성과 반대

의 이유를 3가지씩 써야 하는 과제를 통해 더 다양한 원리에 대해 탐구

하고 정당화하게 되고 조별 활동을 통해 함께 의견을 공유한 것이 학생

들의 수준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선행학습을 하지 않았지만 수

준이 많이 상승한 S8(3 수준), S3(4 수준)의 경우에는 다각형의 성질에서 

배우는 개념들을 하나도 모르고 있었음에도 수준이 대폭 상승하였는데 

이는 원리를 탐구하게 하는 과제의 특성과 끈기 있게 이해하고자 도전하

는 태도 및 실천 역량을 갖춘 학생의 특성이 둘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원리를 다양하게 탐구할 수 있도

록 자극하는 과제를 제시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학습요소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 번째 내각, 외각의 정의는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19명) 내각, 외각의 정의에 대해 이해했으며 그 중 

4명은 왜 외각의 맞꼭지각 중 하나만 외각으로 인정하는지, 왜 내각의 

정의는 이웃하는 두 변이여야 하는지와 같이 정의의 조건에 대해서도 정

확하게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8명의 학생들은 외각의 정의를 이해하

지 못하거나 헷갈려하는 모습을 보여 학생들이 외각의 정의를 이해하기 

다소 어려워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내각과 외각의 관계는 제

시한 과제의 특성상 학생들의 수준을 명확히 판단하기 애매한 측면이 있

어 면담을 추가로 진행하였다. 면담을 통해 원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4 수준이 10명이나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상위 수준을 

대상으로만 면담이 진행되었기에 1 수준으로 분석된 학생이 13명으로 여

전히 많았다. 

세 번째 내각의 크기의 합과 네 번째 외각의 크기의 합에 대해서는 이

유 3가지를 다 못 쓰던 학생들도 이유 3가지를 탐구해야 하는 과제와 조

별,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더 다양한 원리에 대해 탐구하게 되며 수

준 상승이 가장 많이 일어난 학습 요소였다. 다섯 번째 학습요소인 정의

33) 처음에 과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던 경우를 초기 수준 1로 분류하였다. S2의 경

우에는 기존의 외각을 표현만 바꾸는 것에 주목하였고, 다른 학생들의 경우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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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탐구는 초기에는 학생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어려워하였다

(16명). 이는 내각, 외각의 기존의 정의도 잘 모르는 수준에서는 변형 상

황에 대해 생각해보기엔 쉽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외의 학생들

은 대체할 수 있는 정의에 대해 생각해본다든지 그 정의의 성질을 탐구

해보고 비교한다든지 등 본인의 수준대로 다양한 탐구 활동을 하는 모습

을 보여주며 정의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태도 및 실천 역량과 관련하여 수학의 가치와 유용성

을 인식하게 되는 사례들로 관찰되었다.

다음으로는 수준별로 학생들의 학습 경로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1 수준의 학생 7명(26%)은 활동에 참여하며 대부분 활동지를 

베껴서 제출하고 수업에 흥미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간혹 조원들에게 

질문하긴 했지만 이해를 못했을 때 더 탐구하려는 모습 없이 장난을 치

며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였고 조별 활동에서 조원들이 너무 수준 격차가 

많이 난다고 1 수준 학생들의 질문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제

대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선행 지식이 부족하여 상호작용 후

에도 수준이 상승되지 않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1 수준의 학생들도 

S22, S21처럼 수준이 상승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므로 개별적으

로 학생들이 모르고 있는 선행지식을 명확히 파악하여 제공하고, 너무 

수준이 낮은 경우 동질 집단으로 수준을 묶어 교사와 상호작용을 늘리는 

등 충분한 상호 작용의 기회를 주는 것이 1 수준 학생들의 수준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2 수준의 학생들은 5명(19%)으로 S24, S17의 경우처럼 선행

학습을 통해 공식은 암기하였지만 원리를 모르고 무작정 암기한 학생들

로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거나 혼란을 겪는 모습이었다. 수업에서 상호작

용을 통해 수준이 상승된 학생들도 많았지만, 2 수준으로 분류된 학생들

은 그 순간에만 수준이 상승하였다가 다음 차시에서 다시 그 주제를 다

룰 때 여전히 헷갈려하여 2 수준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누군가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는 답할 수 있었으나 혼자 할 만큼의 명확한 이해에는 도

달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 수준의 학생들에게는 좀 더 많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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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과 스스로의 이해를 검토하고 성찰하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3 수준의 학생들은 관계적 이해와 적용을 할 수 있는 수준

의 학생들 9명(33%)으로 간단한 원리는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로 교육과

정 성취기준 상의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한 학생들이었다. 일부 학생들

은 특별한 상호작용 없이 기존의 수준이 유지된 것이었으나(4명), S12, 

S15, S8의 경우에는 상호작용의 영향으로 수준이 상승하는 모습을 관찰

할 수 있었다. 2차시에서 3 수준인 S12와 4 수준인 S6은 S1로부터 외각

의 크기의 합에 대해 배우게 되며 조별 상호작용이 일어나는데 똑같은 

상호작용을 하였음에도 4차시에 외각의 크기의 합의 원리를 이해하는 수

준이 달라 종합 수준이 나뉘었다. 이처럼 같은 상호작용을 거쳐도 학생

의 사고 수준 및 반응이 다를 수 있으므로 더욱 세밀하게 개별적인 학습

경로를 파악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3수준에서는 S4, S7, S8 조의 사

례를 통해 이유를 3가지 답하는 과제의 특성상 끊임없이 조별,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수준이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선행 학습

을 하지 않고 모르는 것을 지속적으로 질문한 S8이 처음 개념을 배울 때 

원리부터 정확히 탐구하여 5차시 정의를 변형하는 상황에서 훨씬 잘 적

용하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다른 2 수준의 학생들이 내각, 

외각의 크기의 합에 대해 그렇게 배워서 그렇다고 밖에 대답을 하지 못

하는 상황과 극명히 대비된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로, 4 수준의 학생들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에서 가장 높은 

‘상’의 성취수준을 보이는 2명과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탐구를 할 수 

있는 4명, 총 6명(22%)이다. 이들은 일반화에 능숙하고 수학적으로 엄밀

하게 사고하고 다양한 원리에 대해 빠르게 탐구하였으며, 과제를 해결하

기 위해 끈질기게 도전하기도 하고 수학적 개념, 정의의 가치와 유용성

을 인식하기도 하며 태도 및 실천 역량을 함양하는 모습을 주기도 하였

다. 학생들은 수업에서 주어진 What-If-Not 전략을 적용한 ‘사각형이면 

내각, 외각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까? 외각의 정의를 대체할 수 있는 

정의는 무엇이고 성질은 어떻게 달라질까? 문장을 바꾸면 어떻게 될

까?’와 같은 탐구 과제들을 통해 기존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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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할 수 있었고, 태도 및 실천 역량 역시 함양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주요 반응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태도 및 실천 

역량을 드러내는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첫째로, 5차시에서 학생

들은 외각의 정의를 변형하여 성질을 탐구하고 기존의 외각과 비교하는 

활동, 3차시에서 내각의 크기의 합 공식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과정

을 통해 수학적 개념의 가치와 유용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외각의 정의가 갖고 있는 불변성을 인식하며 외각의 정의의 

의미와 맥락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학생들에게 정의 학습의 기회

를 적절히 제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은 5차시에서 수

학 문제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수학적 개념의 유용성과 

가치를 인식하기도 하였다. 이는 자신들이 가장 쉽게 접하는 것과 관련

지어 생각한 것으로 실생활에 적용하는 맥락의 하나로 보인다. 둘째로, 

What-If-Not 전략을 적용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 학습 동

기를 유발하였으며, 셋째로, 조별 활동, 이유를 제시하는 과제 등을 통해 

논리적 근거를 토대로 의견을 제시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

를 기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What-If-Not 전략의 기존 연구와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아직 구체화된 연구가 부족한 태도 및 실천 

역량을 함양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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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 및 시사점

여기서는 이상을 토대로 본 수업에서 What-If-Not 전략을 적용한 효과

에 대해 정의 지도와 성질 지도의 측면으로 나눠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What-If-Not 전략을 정의 지도와 성질 지도에 적용하

고자 하였으며, 정의 지도는 5차시에, 성질 지도는 2차시에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What-If-Not 전략을 성질 지도에 적용한 2차시 수업에서는 단순한 문

장 바꾸기 과제 하나였음에도 학생들은 ‘내각이 아니라면 어떨까?’, 

‘삼각형이 아니라면 어떨까?’라는 다양한 변형 상황을 스스로 탐구하

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다라는 

문장을 바꾸는 것 딱 하나의 과제로 45분의 수업을 진행한 것인데도 학

생들 스스로 다각형의 성질 단원에서 탐구해야 하는 주요 학습 요소들을 

탐구한 것이다. 학생들은 삼각형을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으로 바꿔보며 

각각의 내각의 크기의 합을 구해보기도 하고 또한 내각을 외각으로 바꿔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의 외각의 크기의 합을 고민하기도 하였다. 학생

들의 입에서 “선생님 오각형 내각의 크기의 합은요?(2-64, S22)”, “삼

각형의 외각의 크기의 합이 몇 도야?(2-5조, S1)”와 같은 질문이 나왔기

에 ‘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을 구하여라.’ 같은 형태의 과제가 주

어졌을 때보다 학생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습 주제에 대해 탐구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2차시의 탐구를 토대로 학생들이 이

미 내각의 크기의 합과 외각의 크기의 합에 대해 관심을 갖고 탐구해본 

후였기에 3, 4차시의 수업에서는 훨씬 더 흥미와 동기가 높은 상태에서, 

더 다양한 원리에 대해 탐구할 수 있었다(4-31~33, S3). 

이는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What-If-Not 전략을 적용하였을 때 학

생의 수학적, 메타수학적 지식을 늘리고, 수학적 사고 수준을 높였으며

(Lavy & Shriki, 2010), 학생의 사고를 확장시키고 학생의 탐구를 용이하

게 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과(Yerushalmy, Chazan, & Gordon,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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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What-If-Not 전략을 

적용하여 학생들이 삼각형을 사각형이나 오각형으로, 내각을 외각으로 

바꿔보며 쉽게 내각, 외각에 대해 탐구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내각, 

외각에 대한 다양한 성질과 수학적 지식을 알게 되었고(1 → 2 수준), 수

학적 사고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표 V-1>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What-If-Not 전략을 정의 지도에 적용한 수업은 5차시로 학생들은 다

각형의 외각의 정의에 대해 탐구하였다. 본 연구는 교과서에 주어진 내

각, 외각의 정의가 학생들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라는 데에서 

출발하였다. 이지현(2013)은 학생들이 도형의 정의를 배우고 도형과 관련

한 여러 성질을 증명하고 난 후에도 도형을 왜 그렇게 정의하는지 이해

하지 못하는 도구적 이해의 수준에 머무른다고 지적하였다. 도형의 정의 

중에서도 외각의 정의는 한자어와 번역어를 많이 사용하는 우리 학교수

학의 현실상(김연식, 박교식, 1994), ‘내(內)’와 ‘외(外)’의 대비로 인

해 학생들이 오개념을 갖게 되기도 하고, 보조선이 왜, 어떻게 필요한지 

몰라 보조선을 이용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것(임재훈, 박경미, 

2002)과 유사하게 연장선에 대한 절차와 맥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정의 중 하나이다. 본 수업에서도 8명의 학생들이 

외각의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Ⅳ-3> 참

고). 이에 교과서에 주어진 내각, 외각의 정의 문장을 학생들이 어느 정

도 이해하고 있으며, 그 것이 학습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자세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정의 및 성질의 지도에 

What-If-Not 전략을 적용하여 ‘실제로 정의가 이게 아니라면 어떨까?’

를 학생들이 직접 탐구해보고, 그 의미를 수학적 근거를 통해 비교하다

보면 학생들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리라 여겼고 거기에서 

본 연구가 출발하였다. 

학생들은 What-If-Not 전략을 적용한 외각의 정의에 대한 탐구 과제를 

5차시에서 다루었다. 학생들에게 정의를 탐구하는 과제와 정의가 될 수 

있을법한 다른 정의를 생각하는 과제는 익숙한 과제가 아니었기에 최대

한 친숙하게 접근하기 위해 수학자들의 논쟁 상황을 대화로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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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수학자 3의 정의가 외각의 정의로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수학

자 2가 제시했었을 법한 정의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 정의를 택했을 때

의 성질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었다. 학생들에게는 다소 낯선 과제라 처

음에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에서 내각을 

뺀 각, 연장선을 그었을 때 생긴 각(평각) 등 다양한 정의에 대해 고려하

며 외각이 갖고 있던 성질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탐구하였다. 학생들은 

평각과 같아지는 각은 탐구할 가치가 없다, 기존의 외각이 합이 항상 일

정하게 가 나와서 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그림 Ⅳ-16]~[그림 Ⅳ

-18] 참고).

Brown & Walter(2005, p.224)가 주어진 것을 뒤집어 보고 변형함으로

써 역설적으로 원래의 현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듯, 정의 역

시 정의를 대체할 수 있는 정의로 변형해보며 기존의 외각의 정의가 갖

고 있는 수학적 맥락을 더 잘 이해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과

정에서 기존의 정의하기(defining)는 학생들이 다소 어려워하는 과제인데 

What-If-Not 전략을 적용한 정의 지도에서는 학생들이 외각을 -(내

각)에서 (내각)으로 바꿔보는 등 다양하게 변형을 할 수 있었고, 기

존의 정의가 출발점으로 주어졌기에 학생 나름의 수준에서 쉽게 정의를 

탐구할 수 있었다(Brown & Walter, 2005). 또한 학생들은 기존 정의가 

갖는 수학적 특징과 가치를 성질과 밀접하게 연관시키며 파악하였는데, 

이는 정의와 성질에 대한 수학적 구조를 파악한 것으로 수학 교수학습에

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Mason, Stephens, Watson, 2009).

앞서 논의한 차시 외에도 본 수업에서는 What-If-Not 전략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탐구를 자극하는 교사의 질문과 과제들이 주어졌다. 1차시에서

는 What-If-Not 전략을 내각, 외각의 관계에 적용하여 ‘삼각형이 아니

라면(사각형이라면) 내각, 외각의 관계가 어떨까?’라는 교사의 질문을 

통해 학생들에게 기존의 개념을 확장하여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

다. 본고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3차시, 4차시에서는 정다각형, 

내각, 외각 등이 들어간 문장을 만들게 하는 과제로 다양한 변형을 고려

하게 제시하기도 하였다. What-If-Not 전략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변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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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게 하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하나의 예만 생각하고 확신을 

갖는 오류를 범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는 수학의 엄밀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p.53~54, 2-5조 

참고). 

What-If-Not 전략을 적용한 시사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 제기의 전략으로 사용되던 What-If-Not 전략을 정의 지도와 성질 

지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정의하기 과제는 학

생들에게 다소 난도가 높은 과제였으나(조영미, 박하나, 2011), 

What-If-Not 전략은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각자의 수준에 맞게 주어

진 정의를 출발점으로서 변형하며 탐구할 수 있었다(Brown & Walter, 

2005). 셋째, 연구자들은 정의하기를 포함한 교수학적 상황을 설계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는데(Ouvrier-Buffet, 2011) What-If-Not 전략

은 절차가 명확하여 교수학적 상황을 설계하기도 수월하며 단순히 문장

을 바꾸게 하는 과제만으로도 학생들에게 흥미로운 탐구 과제와 사고 확

장의 기회를 손쉽게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시사점은 중학교 1학년 기하 영역, 다각형의 성질에만 국한되

는 상황이 아니므로 다양한 단원에 What-If-Not 전략을 적용하여 수업

을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정의와 성질의 지도를 위

해 What-If-Not 전략을 적용한 다각형의 성질 과제를 설계하고 학습 경

로, 도달점의 사고 수준과 태도 및 실천 역량을 분석하였다. 이 수업은 

정규 수업시간을 이용한 교수 실험이었기에 학생들에게 탐구할 시간을 

많이 제공하지 못해 정확한 도달점 사고 수준을 분석하지 못했을 수 있

다는 한계가 남는다. 본 연구를 통해 정의와 성질의 지도를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 What-If-Not 전략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더 다양한 

개념에 적용한 후속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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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sing What-If-Not Strategy for 

Teaching Definitions and Properties

: Focusing on the Geometry Area 

of the Middle School First Grade

Chung YoonJi

Department of Mathemat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efinitions and properties are very fundamental and central in 

mathematics, but definitions and properties are given to students in the 

final form and they are often the object of memorization. Although 

research about defining has been consistently conducted to overcome 

this problem, it is difficult for students and it is not easy to design 

didactical situations involving defining processes. Thus, in this study, I 

devised ‘definition exploration activity’ using What-If-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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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WIN strategy) of Brown & Walter(2005) which was discussed in 

the context of posing and solving problems as a new strategy of 

teaching definitions and properties. This study is a follow-up study of 

Chung Yoonji, Lee K.H.(2018) which propose ‘definition exploration 

activity’, I analyzed the learning path of students in detail by applying 

them to actual classes. In this paper, 5 class assignments focusing on 

the properties of the polygon in the geometry area of the first grade 

middle school students was designed and taught. And I analyzed the 

students' learning path and the level of the reaching point, and also 

analyzed the attitude and practice competency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level of reaching point, first-level 

students were the most at the beginning of the class, but in the course 

of pursuing the justification through the task and the group activities, 

there were many students whose level rose to 3 ~ 4-level. In the task, 

students had to think of more than three reasons and the very nature 

of the task gave them an opportunity to learn about various 

justification processes and principles. Also, the second class tasks that 

change the sentence using WIN strategy provided students with an 

opportunity to explore for themselves the sum of the size of the 

interior angle and exterior angle. In addition, the teacher’s question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an interior angle and exterior angle in 

the quadrangle and the task transforming and exploring the definition 

of exterior angle gave students opportunities that exploration and 

expansion beyond the curriculum, and learning the meaning and context 

of the definition. This can be seen as an example of cultivating the 

attitude and practice competency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new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y based on the WIN strategy for the purpose of teach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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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ions and properties, and apply it to actual class focusing on the 

geometry area of middle school first grade. The class applying the WIN 

strategy was less difficult for the students because students could 

explore given definition as a starting point of each their level, and it 

was easy to design the pedagogical situation because the procedure was 

clear. Through this research, it was confirmed that the students in this 

class had the opportunity to increase their level through inquiry, to 

expand their thinking, and to motivate students and to recognize the 

value of mathematics in relation to their attitude and practice 

competency. I hope that various follow-up studies applying the WIN 

strategy to the teaching definitions and properties will be done in the 

future.

key words: Teaching Definitions, Teaching Properties, What-If-Not 

Strategy, Learning Path, Thinking Level, Attitude and Practice 

Competency

student number: 2016-2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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