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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수학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습자의 지각이 전환되는 순간은 학

습자가 기존의 습관, 전략, 의미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학적 의

미를 탐구할 수 있게 되는 순간이라는 점이 논의되어 왔다. 이와

같이 지각이 전환되는 사건은 언어적 활동, 담론의 전개와 함께

수학적 의미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아주 미세한 교사나 학생의 신체적 움직임이라 해도 학습자가 의

식하지 못하는 지각 전환을 촉발하여 교수-학습 과정이 전개되는

방향을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연구자와 교사는 학생의

지각 전환을 촉진하는 여러 행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러 연구는 학습자의 지각 전환이 잠재적인 전-의식적인 지각

이 두드러지며 기존의 의식적이고 구조적인 지각이 붕괴되는 단계

그리고 전-의식적인 지각이 구조적인 지각으로 구조화되는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학습자의 지각이 활동에

참여하는 여러 행위자와 함께 집단적으로 전환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수학 교수-학습에서 학습자의 지각 전환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관련 연구 대부분이 비-인간 물

질의 행위성을 다소 간과하여 왔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또한, 기존

지각 전환 연구에서 이루어진 여러 통찰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정리한 연구를 찾기 힘들다는 아쉬움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물질의 행위성을 강조한 포괄적 유물론의 배치 개념과 지각의 물

질성 개념을 받아들이고, 특히 유물론적 관점에서 지각 전환과 학

습 사이의 관계를 지적한 Deleuze의 논의를 수용한다.

포괄적 유물론과 Deleuze의 논의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물질은 인간의 의도나 계획 혹은 인간이 그것에 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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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과 문화로 환원되지 않으며, 다른 물질과 집단적인 구조적 배

열, 즉 배치를 이루는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를 드러내는 행위성을

지닌다. 즉, 물질에는 수학적 의미가 잠재되어 있고 여러 물질의

배치가 형성됨과 동시에 그 의미는 현실화되어 인간에게 드러나게

된다.

특히, 여러 물질의 배치가 형성되고 재배열될 때 언어적 활동이

나 담론 이전의 차원에서 여러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수학 교수-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의 지각은 이러한 여러 행위적 물질과 배치

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전환되고, 이러한 전환은 기

존의 인식 능력을 확장하는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며 더 정교한 언

어 사용 방식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 그리고 물질과의 배치 형

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각 전환은 잠재적인 미세지각이 현실화되

며 의식적이고 구조적인 거시지각이 붕괴되는 단계와 미세지각이

새로운 거시지각으로 구조화되는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포스트휴머니즘의 논의를 바탕으로 수학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배치의 재배열을 통한 학습자의

지각 전환을 설명하는 배치 모델을 도출하였다. 배치 모델은 학습

자의 지각 전환이라는 현상의 이해뿐 아니라, 지각 전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변화를 위한 실제의 개선을 동시에 목표로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배치 모델로부터 실제 과제 설계와 수학 수

업에서 지각과 배치를 고려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이끌어내었

다. 우선, 연구자와 교사는 과제 설계 단계와 수업 실행 과정에서

기존의 배치에 여러 물질과 신체의 움직임이 새롭게 나타나도록

하고 그것들이 서로 긴밀히 조정되며 배치의 재배열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배치 안에서 나타나는 기존의 습관적

움직임의 패턴과 언어 사용 방식이 와해되고 새로운 습관적 움직

임과 언어 사용 방식이 배치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촉진하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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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제공해야 하며, 수업 실행 과정에서 학습자의 지각이 전환될

수 있는 배치의 재배열 현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을 실제 적용한 결과를 상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

째, 교실에서 배치의 재배열과 함께 미세지각의 현실화와 거시지

각으로의 전환이 관찰되었다. 둘째, 배치가 재배열될 때 나타나는

미세지각의 현실화라는 사건은, 학습자가 기존의 습관, 전략, 표상,

의미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학 성질을 탐구할 수 있게 되는 수

학 학습의 시작점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수학 학

습이 마무리되기 위해 안정적이고 의식적인 거시지각이 형성되어

야 한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었다. 넷째, 배치가 재배열되는 과정

에서 배치에 속한 여러 학생의 지각이 집단적으로 전환되는 현상

이 관찰되었다. 다섯째, 교사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행위적 물질의

작용을 통해 학습자의 미세지각이 현실화되고 거시지각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섯째, 학습자의 지각 전환은

여러 물질의 동시적이고 긴밀한 조정이 일어날 수 있는 수업 환경

에서 일어났다. 일곱째, 학습자의 지각 상태를 추론하고 이에 기반

을 두고 이루어진 교사의 교수학적 행위가 성공적인 수학 학습으

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이론적인 논의를 통해 배치 모델을 도출하고, 모델로

부터 과제 설계와 수학 수업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실천적인 논

의를 전개하였으며, 이를 실제 수학 수업에 적용한 결과를 제시하

였다. 본 연구는 교실 내에서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나는 활동을 분

석한 미시발생론적 연구에 속하기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

해 배치의 재배열을 다룬 장기적인 발달론적 연구 및 거시적인 연

구가 추가로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는 여러 학습자가 포함된 배

치의 재배열이 나타나기 쉬운 초등 대수와 중등 기하 내용을 다루

고 있기에, 다양한 내용 영역에서 나타나는 배치와 지각의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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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포괄적 유물론의 이론적 관점을

충실히 따르는 수학 교수-학습 과정 분석 방법과 서술 방식에 대

한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주요어 : 지각 전환, 배치, 지각의 물질성, 포괄적 유물론

학 번 : 2014-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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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수학 교수-학습에서 학습자의 지각(perception)이 전환되는 순간은 학

습자가 기존의 습관, 전략, 규칙, 의미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학적 의

미 형성 과정에 놓이는 중요한 순간이라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Abrahamson & Trninic, 2015; de Freitas, 2016a; Mason, Stephens, &

Watson, 2009; Radford, 2010; Roth, 2011a; Seeger, 2008). 특히, 잠재적

인 지각 구조와 표상이 학습자의 의식에 두드러지기 시작하는 순간은 교

수-학습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순간이다(Roth, 2011c).

학습자의 지각이 전환되는 과정은 언어적 활동이나 담론의 전개 과정

과는 구별되는 교수-학습 과정으로, 학습자의 개념화(conception) 과정에

서 매우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과정이며, 이후 학습자의 언어적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여겨진다(Moon & Lee, 2020; Roth &

Thom, 2009). 이에 여러 연구가 학습자의 지각 전환을 위한 과제 설계

및 교사의 개입을 강조하고 있다(Radford & Roth, 2011; Watson &

Mason, 2006). 하지만 이러한 지각 전환이 미세한 교사나 학생의 신체적

움직임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각이 전환되는 순간

관찰되는 학습자의 변화가 크지 않아 연구자나 교사가 포착하기 힘들다

는 점(Roth & Maheux, 2015)은 여러 가지 교수-학습 상 어려움을 야기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습자의 지각 전환을 다룬 선행 연구들을

따라 언어적 활동으로 환원될 수 없는 학습자의 지각 전환 과정에 관한

설명 모델을 제시하고, 이로부터 학생의 지각 전환을 돕는 수학 교수-학

습의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관련 수학교육 연구는 수학 학습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지각 전환

과정과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을 부각한다. 첫째, 수학 교수-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각의 미시적인 전환에 주목해야 한다(Mason, 2004;

Voutsina, Geroge, & Jones, 2019). 일반적으로 지각의 거시적인 전환은

수학적 인지 과정에서 학습자가 주목하는 대상이나 위치의 변화와 관련

되고, 미시적인 전환은 지각의 질적 변화와 관련된다(Lobato, Hohen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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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hodehamel, 2013; Mason, 2017). 이 중에서 지각의 미시적인 전환은

학습자에게 새로운 수학적 구조가 지각되어 두드러지기 시작하는 순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Mason, Stephens, & Watson, 2009).

교사는 이와 같은 학습자의 미시적인 지각 전환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하

며, 그러지 못할 경우 교사와 학생의 의사소통 및 수학 교수-학습은 실

패할 수 있다(Mason, 2017; Radford & Roth, 2011).

둘째, 학습자의 지각 전환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구별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잠재적이고 전-의식적(pre-conscious)인 수학적 지각이 두

드러지며 의식적이고 구조적인 기존의 지각이 배경으로 밀려나는 단계이

고, 두 번째 단계는 전-의식적인 지각이 다시 구조적이고 의식적인 지각

으로 전환하는 단계이다(Abrahamson & Trninic, 2015; Radford &

Roth, 2011; Thom & Roth, 2011). 이러한 지각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

은 개인적인 성격을 갖는다. 다시 말해, 각 학습자마다 서로 다른 궤적의

지각 전환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Zagorianakos & Shvarts, 2015).

교실 환경에 따라, 학습자에 따라, 지각 전환이 이루어지는 속도나 양상

은 다를 수 있다.

지각 전환의 첫 번째 단계는 많은 경우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혹은 의

식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알려져 있다(Roth, 2011a). 이러한 점은

잠재적이고 전-의식적인 지각이 새롭게 두드러지며 기존의 안정적인 학

습자의 지각이 붕괴되는 과정이 상당 부분 비-자발적이고 수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지각의 붕괴 및 전-의식적

지각의 형성을 거쳐 불안정한 상황에 놓일 때 비로소 학습자가 기존의

의미체계나 틀, 표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각 전환의 첫 번째

단계는 수학 학습이 시작되기 위해 꼭 필요한 단계라 할 수 있다

(Abrahamson & Trninic, 2015).

잠재적이고 전-의식적인 지각이 구조적이고 의식적인 지각으로 구조

화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전-의식적인 지각이 더욱 선명하게 두드러져

구조화된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여러 감각적인

수단을 통해 새로운 지각 구조의 현저성(saliency)이 나타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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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은 지각 전환의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과 개입이 강조되는데,

교사는 제스처, 다이어그램, 리듬, 어조, 표정 등 여러 감각적 수단이 서

로 긴밀히 조정되는 공간을 조성하여 학습자가 주목하고 표현해야만 하

는 지각 구조가 부각되도록 유도해야 한다(Radford & Roth, 2011).

셋째, 학습자의 지각이 전환되는 과정은 외부와 분리된 한 학습자의

정신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이 아니라, 제스처나 다이어그래밍 행위와 같

은 여러 감각적이고 기호적인 활동을 매개로 하여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Nemirovsky & Ferrara, 2009; Radford & Roth, 2011; Towers

& Martin, 2015). 전통적인 관점에서 학습자의 지각은 온전히 학습자의

정신 속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타인의 신체적 행위는 학습자의 외부

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Gallagher & Zahavi, 2008). 이러한 관점에서

지각 전환 과정 및 인지 과정은 언제나 개인적이다. 최근 부각되는 체화

된 인지의 관점에서, 같은 수학 활동에 참여하는 타인의 신체적 행위는

학습자의 인지 과정의 일부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는 학습자의 지각 전

환이 수학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자의 신체적 행위를 매개로 하여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처럼 수학 교수-학습에서 학습자의 지각 전환과 관련하여 여러 논

의가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선행연구 대부분이 인간중심적

인 현상학적 접근이나 언어중심적인 담론적 접근을 취하고 있기에 비-

인간(non-human)의 행위성, 더 나아가 물질 일반의 행위성(agency)을

온전히 다루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de Freitas & Sinclair, 2013;

2014; Mason, 2004; Radford, 2010). 최근 여러 학문 분야에서 인간과 비

-인간을 이원론적으로 구별하고 행위성을 인간에게 제한하는 접근이나

언어 중심적인 기존의 접근을 비판하고 있으며, 여러 종류의 물질 네트

워크를 따라 분배된 행위성(distributed agency)을 포착하고 다루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Barad, 2007; Bennett, 2010; Coole & Frost,

2010; Latour, 2005). 여기서 물질은 인간이 일방적으로 제어하는 무력한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 및 사고를 흩뜨리거나 차단하고 새로운 사

건을 발생시키는 잠재적인(virtual) 힘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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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은 이전까지 이루어졌던 여러 연구의 통찰을 수용하는 동시에, 다소

언어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으로 전개된 기존의 접근을 비판하고 물질

의 힘을 중요히 고려한다는 공통점이 있다(Bennett, 2010). 인간의 행위

성에만 주목하는 기존의 접근을 비판하고 비-인간의 힘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연구는 인간만의 특별한 능력을 강조하였던 휴머니즘

(humanism)적 접근을 넘어서고자 하는 포스트휴머니즘(posthumanism)

으로 분류된다.

최근 10여 년간 수학교육에서도 포스트휴머니즘의 관점에서 여러 연

구가 이루어졌다(김도연, 2019; 문성재, 이경화, 2017; 노정원, 2017;

Chorney & Sinclair, 2018; de Freitas, Ferrara, & Ferrari, 2019; de

Fretias & Sinclair, 2012, 2013; Ferrara, & Ferrari, 2017; Ferrara &

Sinclair, 2016; Ng & Ferrara, 2019). de Freitas & Sinclair(2014)는 수

학교육에서 인간-중심적 접근을 넘어서려는 이러한 시도들을 가리켜 포

괄적 유물론(Inclusive materialism)이라 명명하였다. 포괄적 유물론의 연

구들은 인간과 비-인간 물질의 구조적 배열, 즉 배치(assemblage)가 형

성되면서 잠재적인 수학적 의미가 새롭게 분출하는 사건의 발생 양상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포괄적 유물론은 이후 담론이 전개되는 방향을 규

정하게 되는, 물질 간 기계적 배치의 형성이라는 비언어적인 의미-형성

의 순간을 포착하고자 한다(Sinclair, de Freitas, & Ferrara, 2013;

Ferrara & Ferrari, 2017; Moon & Lee, 2020). 이 관점을 따르면 수학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사의 신체와 학습자의 신체 그리고 여러 종류의

물질 사이의 배치가 형성되는 순간은 학습자의 개념적 변화를 촉발하는

매우 중요한 순간으로 여겨질 수 있다.

포괄적 유물론은 기존의 수학교육 논의를 받아들이며, 배치의 재배열

과 함께 일어나는 학습자의 지각 전환이 새로운 수학 개념이 발명되었던

과정이나 수학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점

을 지적한다(de Freitas, 2016a). 특히, 포괄적 유물론은 물질 환경과 얽

혀 있는 인간의 신체가 언제나 잠재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미세한 지각이

새롭게 현실화되면서 나타나는 학습 상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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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포괄적 유물론에서 지각은 인간의 신체에 고정된 기능이 아니고,

다른 물질들과의 배치가 형성되면서 전환되는 유동적인 것이며, 새로운

미세지각의 현실화는 학습자의 이전까지의 지각적 습관을 붕괴시키고 새

로운 수학적 의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매

우 중요하다. 또한, 배치의 재배열과 함께 이루어지는 지각의 전환이 학

습자의 더 정교한 언어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존재한다(Moon

& Lee, 2020). 이것이 바로 포괄적 유물론이 수학 교수-학습 과정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지각의 물질성(materiality of perception)이다(de

Freitas, 2016a).

이처럼 지각의 물질성을 지적하고 배치 개념을 이용하여 수학 교수-

학습 과정을 분석한 몇몇 연구는 존재하나(de Freitas, 2016a; de

Freitas, Ferrara, & Ferrari, 2019; Ferrara & Ferrari, 2017), 포괄적 유

물론의 관점에서 지각 전환 과정을 설명하는 모델을 제안하거나 과제 설

계 및 수업 실행 과정에서 배치와 지각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

려할 수 있는지를 다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문성재, 이경화, 2020).

또한, 기존 수학교육 연구에서 이루어진 지각 연구의 통찰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정리한 연구도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전-의식적인 미세지각

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는 있으나(de Freitas, 2016a; de Freitas &

Sinclair, 2014), 포괄적 유물론과 포스트휴머니즘의 관점에서 미세지각이

현실화되면서 기존의 구조적인 지각이 어떻게 붕괴되는지, 미세지각이

새로운 구조적이고 의식적인 지각으로 어떻게 전환되는지, 잠재적인 미

세지각의 현실화를 고려한 수학 교수-학습은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하는

지를 논의한 연구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 유물론과 포스트휴머니즘의 배치 관련 논

의에 기반을 두고, 수학 교수-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언어적인 변화

에 대한 잠정적인 배치 모델을 도출한다. 또한, 전-의식적인 지각으로부

터의 발생 과정을 온전히 다루기 위해, Deleuze(1993, 2000)의 기호와 미

세지각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고 이를 배치 모델에 반영한다. 이러한

Deleuze의 지각 관련 논의는 현상학적 접근을 취하는 기존 수학교육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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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통찰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비-인간 물질의 힘을 적절히 고려할 수

있게 하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Hughes, 2008, 2009). 다음으로, 배치 모

델로부터 연구자와 교사가 과제 설계와 수업 실행에서 배치의 재배열 및

그에 따른 지각의 전환을 어떻게 고려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확

인한다.

결국,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배치 모델은 지금까지의 언어중심

적인 접근에서 배제되어 온, 물질을 통한 지각 전환 학습의 기회를 받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실제의 개선을 꾀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

을 갖는다(de Freitas & Sinclair, 2014). 더욱이 지각의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존재는 현상을 설명하는 모델과 그것을 통한 실제 교실 개

선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Prediger, 2008; Voutsina, George, &

Jones, 2019).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 포괄적 유물론의 관점에서 바라본 학습자의 지각 전환

을 설명하는 배치 모델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2 : 배치 모델에 기반을 두고 과제 설계와 수학 수업 실행

과정에서 배치와 지각을 어떻게 고려할 수 있는가?

연구 문제 3 : 배치 모델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진 수학 수업에서 학습

자의 지각 전환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 장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

을 다루려 한다. Ⅱ장에서는 문헌 분석을 통해, 물질의 행위성을 강조하

며 수학 교수-학습 과정에서 인간과 비-인간을 포함한 여러 물질의 배

치가 형성되는 순간을 강조한 포괄적 유물론의 관점을 검토한다. 또한

지금까지 수학교육 연구에서 지적한 학습자의 지각 전환에 대한 여러 특

징을 검토하고, 이를 포괄적 유물론의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Ⅲ장에서는

포괄적 유물론의 관점에서 학습자의 지각 전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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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지각과 학습에 관한 Deleuze의 논의를 다룬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

각 전환을 설명하는 최종적인 배치 모델을 도출한 뒤, 배치의 재배열과

지각의 전환을 수학 교수-학습에서 실제로 어떻게 고려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모색한다. Ⅳ장에서는 배치 모델에 기반을 두고 설계된 초등학

교의 곱셈 개념 수업과 중학교의 다각형의 외각 수업 및 원주각 수업에

서 학습자의 지각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그로부터 시사

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후속연

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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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포괄적 유물론과 지각 전환

이 장에서는 연구 문제 1에 답하기 위해, 배치 이론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포괄적 유물론의 관점과 수학교육 연구에서 학습자의 지각 전환과

관련하여 논의되어 온 내용에 대한 문헌 분석을 수행한다(우정호, 정영

옥, 박경미, 이경화, 김남희, 나귀수, 임재훈, 2006). 포괄적 유물론 및 여

러 수학교육 연구는 언어적 활동, 담론의 전개 과정과 구별되는 고유한

물질의 작용 및 지각 전환 과정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검

토하기 위해, 1절에서는 물질의 행위성과 지각의 물질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수학 교수-학습 과정에서 다양한 물질의 재배열 과정을 강조한 포

괄적 유물론의 논의를 살펴본다. 2절에서는 수학교육 연구 공동체에서

학습자의 지각 전환과 관련하여 논의되어 온 내용을 검토하고 정리한다.

1. 포스트휴머니즘과 포괄적 유물론

이 절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포스트휴머니즘

(post-humanism)1)과 포괄적 유물론의 존재론적/인식론적 입장 및 수학

학습에 관한 논의를 검토한다. 홍진곤(2012)에 의하면, 수학교육에서 교

수-학습 과정을 설명하는 인식론적 관점은 인식 주체와 대상만을 고려

하는 입장에서, 그 주체를 가능하게 하는 언어적이고 사회적인 조건에

주목하는 입장으로 변화해 왔다. 이는 수학적 지식을 구성하는 주체의

의미가 담론, 구조 등의 개념에 기대어 변화하고 확장되는 과정으로 이

해될 수 있다. 포스트휴머니즘 그리고 de Freitas와 Sinclair의 포괄적 유

물론 역시 이 과정의 연장선에 서 있다. 포괄적 유물론은 언어나 정신

1)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중심적인 휴머니즘의 접근에서 벗어나,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들, 즉 비-인간 사이의 경계를 끊임없이 탐색하고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재설정하고자 하는 시도로 여겨질 수 있다. 포스트휴머니즘은 휴머니즘이 기반

을 두고 있는 인간/비인간의 위계와 이로부터 비롯되는 차별과 배제의 정치학

을 비판한다(정윤경,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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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에 집중하던 기존의 접근법이 물질의 행위성을 온전히 다루지 못하

였다는 판단 아래, 수학 교수-학습과 지각 전환 과정에서 작용하는 물질

을 부각하고자 하였다. 특히, 언어적 활동으로 환원될 수 없는, 표상 이

하의 감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를 다루고자 하였다. 이는 언어

나 담론에 주목한 이전까지의 연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차원을 다루려는 시도로 여겨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포스트휴머니즘과 포괄적 유물론은 물질의 행위성을 다소 간과하였던 기

존의 수학교육 연구를 보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1절의 논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포스트휴머니즘과 포괄적 유물

론이 대두된 배경을 살펴보며, 포스트휴머니즘에서 강조하는 물질의 행

위성의 의미를 확인한다. 여기서 물리 개념을 물질의 물리적 배열로 간

주하였던 Bohr와 Barad의 논의가 다루어진다. 둘째, 물리 개념만이 아닌

새로운 수학 개념의 발명 과정에서 물질의 행위성이 나타났던 사례를 확

인한다. 특히, 제스처와 다이어그램의 작용을 확인하였던 Châtelet의 사

례를 살펴본다. 셋째, 수학자의 활동 뿐 아니라 수학 교수-학습이 이루

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물질 사이의 배치가 재배열되는 과정에 주목한 여

러 배치 관련 연구를 검토한다. 넷째, 인간의 지각은 언제나 임시적이고

잠재적이며, 학습자의 신체가 다른 물질과 배치를 형성해나가는 과정에

서 새로운 지각이 현실화되고 새로운 수학적 의미가 드러날 수 있다는

지각의 물질성에 관한 논의를 알아본다.

1.1. 물질의 행위성

포스트휴머니즘이라는 조류는 인간의 이성과 그 능력을 강조한 휴머

니즘 시대 이후에 등장한, 휴머니즘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일련의

시도로 여겨질 수 있다. 휴머니즘의 핵심 전제 중 하나는 인간(그리고

인간의 신체)과 그 외의 존재를 존재론적으로 구별하는 동시에, 물질의

행위성2)을 부정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인간이 아닌 존재, 즉 비-인간

2) 본 연구에서는 de Freitas & Sinclair(2012)의 논의를 따라, 행위성의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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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human)은 인간의 의지, 계획이 일방적으로 투영되는 무력한 대상

으로만 여겨지고, 인간이 그것에 부여하는 맥락과 문화로 온전히 환원되

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기껏해야 인간 인식에 제약을 가하는 부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Bennett, 2010). 다시 말해, 휴머니즘의

인간 중심적 접근은 비-인간 물질이 수동적인 재료이자 무력한 대상이

며, 새로운 앎의 과정이나 의미가 결정되는 과정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힘이나 언어적 활동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원론을 주장하는 것이

다. 예를 들어, 수학 교실에서 사각형의 성질을 탐구하는 과정은 많은 경

우 사각형이 그려진 칠판이나 사각형 그림의 힘이 아닌, 교사나 학생의

힘 혹은 사각형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규정하는 인간 문화나 담론의 힘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설명은 교수-학습 과정에서 물질의

힘이나 행위성을 인정하지 않는 관점에 서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일반적으로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적인 것 너머의 영역에,

비-인간과 물질의 힘에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어, 인간과 비인간의 질

적 차이를 거부하며 그것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강조한 Latour(1999,

2005)의 과학기술학, 그리고 인간과 다른 생물, 비-인간 사이의 교류를

강조하는 다종적인 접근(Haraway, 2008; Kirksey & Helmreich, 2010;

Kohn, 2013), 인간/물질의 이원론을 두고 전개된 환경주의의 한계를 넘

어서고자 한 생기적 유물론의 입장(Bennett, 2010)이 존재한다. 이들 입

장 사이에 크고 작은 여러 차이가 존재하나, 이들은 공통적으로 물질을

“길이, 폭, 두께를 가지며, 연장된, 동질적인, 그리고 무력한 것”으로 정

의한 Descartes식 접근을 거부하고(Coole & Frost, 2010, p. 7), 비-인간

물질의 행위성을 인정하고 있다.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물질의 행위성은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다. 이와

관련하여 Barad(2003, 2007, 2011)는 이중 슬릿 실험에 관한 Bohr의 논

의를 독창적으로 해석하며 물질의 행위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쾌한

설명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Barad는 여러 물질의 관계적 작용을 통해

담론이 전개되는 방식이 결정되는 순간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물질세계에서 어떠한 사건을 촉발하는 힘이라는 의미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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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슬릿 실험은 빛이 입자성을 가지는지, 파동성을 가지는지를 확인

하기 위해 1801년 Young이 진행한 실험이다. 그는 빛을 이중 슬릿에 입

사시켜 이중 슬릿 뒤에 있는 스크린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하

고자 하였다. 빛이 입자라면 스크린에 그 입자가 확산되어 일정한 무늬

나 패턴이 나타나야만 한다. 빛이 파동이라면 이중 슬릿을 통과한 파동

의 회절이 발생하고, 그것이 스크린에 간섭무늬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그림 Ⅱ-1]). 이 실험에서 Young은 스크린에 간섭무늬가 형성되는 것

을 관찰하였고, 이로부터 빛이 파동성을 가진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그림 Ⅱ-1] 입자와 파동에 관한 이중 슬릿 실험(Barad, 2007, p. 103)

유사한 실험이 전자에 대해서도 이루어졌다. 이전까지 전자는 입자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학자 대부분은 [그림 Ⅱ-1]의 위에 나타난 입자성을

보여주는 패턴이 나타날 것이라 예상하였다. 그림과 같이 실험 환경을

세팅하고 실험을 진행한 결과, [그림 Ⅱ-1]의 밑에 있는 파동의 간섭무

늬가 형성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 실험 결과는 전자를 하나씩 순차

적으로 이중 슬릿을 향해 쏜 뒤 얻어진 결과였기에, 하나의 전자가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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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스스로와 간섭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지, 하나의 전자가 어떻게 이중

슬릿을 동시에 통과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더 나아가

전자는 입자인지 파동인지, 전자가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

는 것인지, 혹은 전자의 입자성과 파동성이 실제 실험 상황에서 현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결정되지 않은 채 비결정적으로 존재하는지, 혹은 두

가지 상태가 중첩되어 있다고 봐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의문도 제기된

다.

이를 둘러싸고 벌어진 여러 학자 사이의 논쟁에서, Einstein과 Bohr는

이중 슬릿에 전자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 전자의

실제 움직임을 확인하는 사고실험을 논의했다. 이 논쟁에서 제시된 관측

장비에 관한 아이디어는 이후의 양자역학 관련 논의에서도 매우 중요히

등장한다(Baggott, 2011). 실제로 오늘날 그들의 사고실험을 실제로 실험

한 결과, 스크린, 이중 슬릿 등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실험 환경에 감지기

라는 물질이 함께 배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전자의 파동성을 보여주는

간섭무늬가 갑작스럽게 붕괴하여 전자가 입자임을 보여주는 패턴이 나타

나고, 감지기라는 물질이 없는 환경에서는 전자가 파동이라는 패턴이 그

대로 나타났다.

Bohr는 이에 대해 실험에서 입자성과 파동성이 관찰되는 현상은 상보

적인(complementary) 상황에서, 즉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상황에서 나

타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 주장의 핵심은 관측 장비의 변화와 함께

서로 다른 방식으로 물질이 배열되는 두 상황에서 관측되는 현상의 본성

이 달라진다는 점 그리고 전자와 같은 대상과 감지기와 같은 장비가 서

로 분리될 수 없고, 분리되지 않은 채 작용하는 양자 얽힘의 관계에 놓

여 있다는 것이다(Barad, 2011).

이와 같은 해석을 바탕으로 Bohr는 뉴턴의 물리학의 몇 가지 전제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뉴턴의 물리학은 세계는 서로 구별되는 개별적 대상

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대상은 결정된 경계를 가지며 이미 결정된 성질

을 지니고 있다는 전제 그리고 그 대상에 관한 추상적이고도 보편적인

개념이 존재하여 관측을 통해 대상의 성질을 그 개념으로 기술해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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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전제를 품고 있다(Barad, 2007). Bohr는 이러한 전제에 반대하며,

어떠한 개념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비결정적으로 잠

재되어 있고, 특정한 실험과 함께, 특정한 물질의 물리적 배열과 함께 비

로소 창발할 수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 이미 결정된 성질을 가진 대상

이 아닌 특정한 물리적 배열과 함께 관찰되는 현상이 존재할 뿐이라고

주장하였다(Barad, 2007, 2011). 이러한 점에서, 그는 위치나 운동량과 같

은 이론적 개념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물질의 특정한 물리적 배

열로 여겨질 수 있으며,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배열의 형성

과 함께 창발하는 의미에 주목해야만 한다고 말하였다(Barad, 2007). 여

기서 강조해야 할 점은, Barad의 주장이 물질의 배열만으로 개념의 모든

의미가 결정되고 전개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이다. Barad의 주장의 핵

심은 물질의 배열과 함께 입자성이나 파동성을 다루는 담론의 전개 방향

이 결정된다는 것으로, 물질의 작용을 간과한 채 담론이나 상징체계만으

로는 우리의 인식 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Barad는 미시적인 아원자를 대상으로 한 Bohr의 연구를 수용하고 확

장하여, 번개, 노랑가오리, 인간의 수행 등을 다루는 데까지 나아갔고, 이

로부터 일반적인 앎과 물질의 얽힘을 다룬 행위적 실재론(agential

realism)이라는 존재-인식론을 정립하였다(Barad, 2007; de Freitas &

Sinclair, 2014). Barad(2003)는 담론과 물질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수반 관계에 놓여있다는 점 그리고 개념을 둘러싼 담론의 의미가

전개되는 과정은 행위성을 지닌 여러 물질의 얽힘 및 배열과 함께 가능

해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반사나 상호작용이라는 표현 대신 회절과

내부-작용(intra-action)이라는 표현을 강조한다.

반사나 상호작용이라는 용어에는 서로 명확히 구별되는, 결정된 경계

를 지닌 여러 실체 사이의 작용이라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다면, 회절이

나 내부-작용은 비결정적이고 서로 구별할 수 없으며 독립적으로 존재

하지 않는 물질과 의미의 역동적인 전개 과정을 함축하고 있다(조주현,

2016). 실제로 위 상황에서 전자, 슬릿, 관측기와 같은 물질을 서로 분리

된 실체로 간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전자의 패턴과 의미가 결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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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여러 물질이 함께 특정한 배열을 이룰 때만 가능하다. 따라서 행위

성은 물질의 구조적인 배열을 따라 분산되어 있으며, 언제나 집단적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행위적 실재론의 관점에서 인간에게 새로운 의미가 나타나는 순간은,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새롭게 인식하는 앎의 순간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을 통해 관찰자와 독립적으로 존재하였던 대상을 관념적 개념으로

표현하는 순간이 아니라 물질의 구조적 배열이 형성되며 새로운 의미가

인간에게 스스로를 드러내는 순간으로 여겨진다(Barad, 2007; de Freitas

& Sinclair, 2014). 즉, 물질세계에서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여 인간이 그

의미를 결정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과정은, 비결정적인, 그러니까 이

전까지 의미가 규정되지 않았던 잠재적인 물질들이 특정한 구조적 배열

을 형성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배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하나의 물질을 상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Bennett(2010)이 지적했듯이, 어떠한 의미를 규

정할 “충분한 능력을 가진 물질의 한 유형이나 하나의 물질성은 없으

며”, 그저 행위성을 지닌 여러 물질이 함께 배열을 이루면서 새로운 의

미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p. 24) 이러한 점에서 Barad가 주창한 행위

적 실재론은 행위성을 인간이나 특정 존재에 제한하지 않고 물질 일반으

로 확장하여, 인식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새로운 존재론적 관점에서 해석

한 입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Barad를 비롯한 포스트휴머니즘의 통찰을 수용한다면, 개념적 앎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여러 종류의 행위적 물질의 배열과 함께 진행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결국, 새로운 개념의 의미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물질의

배열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것이 이후 담론의 전개로 어떻게 이어지는

지 주목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일반적으로 비물질적인 것

으로 여겨지는 수학 개념에 관한 새로운 앎이 이루어지는 상황에도 이러

한 관점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특히, 제스처와 다이어그램

이라는 물질(의 움직임)이 새로운 수학 개념의 발명으로 이어졌다는

Châtelet의 논의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 15 -

1.2. 수학 개념의 발명과 물질

Barad의 행위적 실재론은 개념의 물질성을 강조하면서 개념과 물질이

서로 얽히며 개념의 의미가 전개되기 시작하는 과정에 주목하였다. de

Freitas와 Sinclair의 포괄적 유물론은 수리 철학자 Châtelet의 논의를 적

극적으로 수용하여 이 관점을 수학의 영역으로 확장하고자 하였다. 포괄

적 유물론이 Châtelet의 논의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수학 개념 역

시 물질의 배열로 여겨질 수 있으며, 새로운 수학 개념의 의미가 드러나

는 순간은 물질의 배열 형성과 함께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de Freitas & Sinclair, 2012, 2013).

새로운 수학 개념의 의미가 나타나는 과정과 관련하여 두 가지 종류

의 의미 형성 과정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잠재적(virtual) 의미가 현실화(actualization)되는 과정이고, 두 번째는 가

능성(possible)이 실재화(realization)되는 과정이다(Châtelet, 2000). 여기

서 잠재성이라는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 앞서 살펴본 Barad의 주장을 참

고할 수 있다. Barad가 해석한 이중슬릿 실험에서, 전자의 파동성이나

입자성에 대한 의미는 여러 물질의 특정한 배열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물질의 배열이 형성되는 순간 담론을 통해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즉, 파동성이나 입자성에 대한 의미는 물질의 배열이 나타

나기 전까지는 물질에 잠재되어 있으며 물질의 배열과 함께 현실화되어

드러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Châtelet(2000)는 수학적 개념과 의미 역시

물질의 특정 배열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결정되지 않고 물질에 잠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점에서 잠재적인 의미가 현실화되는 과정

은 새로운 의미가 나타나는 창의적인 과정으로 여겨질 수 있다.

Châtelet(2000)는 잠재성의 현실화를 기존의 의미체계나 습관, 지각적

습관에서 벗어나 복소수나 무한 원점과 같은 존재론적으로 새로운 무언

가가 드러나는 의미의 창발 과정으로, 가능성의 실재화를 귀납적이거나

연역적인 논리 법칙, 기존의 의미체계나 지각적 습관을 따라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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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형성 과정으로 언급한다. 전자가 물질에 내재되어 있던 비결정적인

의미가 물질의 배열이 형성되며 새롭게 드러나고 결정되는 사건이라면,

후자는 논리 법칙을 따라 의미가 정교화되는 과정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

다(de Freitas & Sinclair, 2014). 예를 들어, de Freitas와 Sinclair(2014)

에 의하면,

중심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집합으로서의 원은 ‘가능성을 실재화’한 것이

며, 고전적인 논리에 의해 점의 분포가 결정되는 구조적인 제한을 갖는다. 그

러나 원의 중심에서 일정한 힘에 의해 동일한 원심력이 작용하는 점의 자취

라는 점에서 잠재성을 현실화한 것이기도 하다. (de Freitas & Sinclair,

2014, p. 204)

Châtelet(2000)는 잠재적인 수학 개념의 현실화 과정에서 다이어그램

과 제스처의 발생 및 그것들 사이의 상호 관련이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여러 수학교육 연구에서

제스처와 다이어그램이 이미 존재하는 의미체계의 표상으로서, 이미 학

습된 움직임과 습관의 반복으로서, 즉 가능성의 실현 과정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반면, Châtelet는 제스처와 다이어그램이라는 물질 조작

행위를 통해 기존의 의미체계에서 벗어나 잠재적인 의미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de Freitas & Sinclair, 2012). 특히, 매우 미세한 제스처-

다이어그램이라 하여도 새로운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de

Freitas & Sinclair, 2014). 그는 Grassmann이 선형 대수의 맥락에서 새

로운 곱셈 개념을 창조해낸 과정과 Cauchy가 유수 정리를 새로이 고안

하는 과정에서 제스처와 다이어그램이라는 물질이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확인한 바 있다.

Châtelet(2000)에 의하면, 점을 특정한 위치를 점유하는 무력한 대상

으로 간주한 Descartes와 달리, Grassmann은 점, 선, 면과 같은 수학적

대상을 움직일 수 있는 유동적인 물질로 간주하였고, 이를 조작하는 과

정에서 동수누가로 정의되는 곱셈의 의미에서 벗어나 새로운 곱셈 개념

을 포착하고 창조해낼 수 있었다. 실제로 Grassmann은 자신의 아버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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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서 다음과 같이 점, 선, 면을 움직이고 다루는 방식을 배웠다고 밝히고

있다.

기하학에서 점은 기본 요소이고, 어떠한 방향으로의 점의 움직임은 일종의

종합이며, 이 종합으로 만들어지는 결과는 점의 궤적, 즉 선이다. 이제 이 첫

번째 종합으로 얻은 선을 점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루게 되면, 즉 다른 방향

으로 선을 움직이게 되면, 하나의 평면이 만들어진다. … 만약 평면을 점처럼

다루게 되면, 세 가지 인수의 곱으로서의 한 입체를 얻게 된다. (Crowe,

1967, p. 59, Châtelet, 2000, p. 124에서 재인용)

점을 고정된 격자 공간 내에 자리 잡고 있는 무력한 비물질적인 대상

으로 간주하였던 Descartes와 달리, Grassmann은 점을 다른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 요소이자 물질로 여기고 있다(de

Freitas & Sinclair, 2013). Grassmann이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점을 잡

고 손가락으로 이동시키면 선분이 나오게 되고, 선분을 잡고 손가락으로

이동시키면 평면이 나오며, 평면을 잡고 손가락으로 이동시키면 입체의

형상이 나타난다. 여기서 특기해야 할 사항은 이러한 다이어그램을 그리

는 과정에서 손의 움직임, 즉 제스처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과정에서 손의 움직임과 방향이 미세하다 할지어도

다이어그램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Ⅱ-2] 제스처의 흔적이 남은 다이어그램과 남지 않은 다이어그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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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의 왼쪽 그림은 화살표와 여러 가지 색을 이용하여 다이어

그램을 그리는 과정에서 나타난 제스처의 흔적을 표현한 그림이다. 이

그림에서는 사각형의 넓이만이 아니라 제스처가 지나간 자취와 방향까지

지각된다. 그래서 다이어그램을 방향을 지니는 사각형으로서 바라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오른쪽 그림은 그러한 제스처의 흔적이 남지 않은 결과

를 표현한 그림으로, 사각형의 넓이만을 지각할 수 있다. 오른쪽 그림을

그릴 때는 무의식적으로만 지각하고 느낄 수 있는 물질적 움직임이, 왼

쪽 그림에서는 화살표를 통해 수학자의 의식에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

다. 이는 제스처-다이어그램이라는 물질의 움직임이 방향성이라는, 이전

까지는 잠재적이었던 의미를 현실화하였던 순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이후 이루어질 수학적 발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Châtelet(2000)에 따르면 [그림 Ⅱ-3]에 있는 다이어그램과 제

스처의 상호 관련을 통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방향성과 크기라는

정보를 동시에 가지는 새로운 곱셈 개념이 등장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

탕으로 Grasssmann 대수라는 새로운 수학이 전개될 수 있었다는 것이

다. 실제로 이렇게 평행다면체의 부피와 방향성을 골자로 하는 기하대수

구조는 Clifford 대수 이론으로 발전하였고, 이후 여러 연구를 거쳐 초대

칭성 이론의 근간이 된다(Kane & Shifman, 2000).

[그림 Ⅱ-3] 곱셈 개념을 창조한 다이어그램-제스처

여기서 제스처-다이어그램의 상호 관련, 즉 물질의 연속적인 배열을

통해 이루어지는 잠재적인 수학적 의미의 현실화 및 그에 수학자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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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련의 과정은, 곱셈과 관련하여 새로운 담론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근간이 된다. 그리고 이후 이를 수학적으로 정교화하는 과정은 논

리 법칙에 의존하는 언어적인 의미 결정 과정, 즉 가능성의 실재화에 의

존한다. 결국, 잠재적인 곱셈 개념의 의미가 드러나고 결정되는 과정은

물질의 배열과 담론의 전개 과정 모두에 의존하지만, 기존의 의미체계에

서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다룰 수 있게 되었던 순간은 바로 제스처-다

이어그램이라는 물질의 배열이라는 사건을 통해 가능했던 것이다(de

Freitas & Sinclair, 2014).

Châtelet(2000)는 제스처가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는 가능성을 야기

하고 다이어그램은 제스처를 포착하고 드러낼 가능성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하면서, 둘은 언제나 서로를 전제하고 있으며 둘 사이의 상호 관련

을 통해 물질에 잠재되어 있던 새로운 의미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다음

과 같이 지적하였다.

다이어그램은 제스처가 기호로 응축되기 훨씬 전에, 움직이는 제스처를 붙잡

아 놓는다. 현대 기하학자들이나 우주학자들은 그 절대적인 환기의 힘 때문

에 다이어그램을 선호한다. 다이어그램은 제스처를 날아가고 있는 도중에 포

착한다. 거기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이들에게 있어 다이어그램은 존재가

희미하게 미소 짓는 순간이다. (Châtelet, 2000, p. 10)

Châtelet(2000)는 Grassmann의 사례에 더해, Cauchy가 복소평면 위

함수의 특이점에서의 적분과 관련하여 새로운 정리를 이끌어냈던 순간에

주목한다.

[그림 Ⅱ-4]는 일반적으로    


라는 함수의 특이점에 대한

전형적인 표상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 이 그림은 그가 유수 정리를 발

명해낸 순간 그의 손의 움직임과 함께 나타난 다이어그램으로 알려져 있

다(de Freitas & Sinclair, 2014). 여기서 Cauchy는 특이점을 바닥에 돋

은 일종의 혹처럼 생각한 뒤 선이 그 위로 지나갈 수 있도록 자신의 손

을 움직였고, 그러한 움직임을 다이어그램에 화살표를 이용해 포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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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다. 그리고 이러한 손의 움직임 자체가 새로운 수학 정리가 현

실화될 수 있도록 만든 물질의 움직임이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이 제스

처-다이어그램은 이미 주어진 의미체계를 반복하기만 하는 표상이 아니

라, 기존의 의미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잠재적 의미를 현실화한 물질적

사건으로 생각될 필요가 있다.

[그림 Ⅱ-4] 새로운 정리를 이끌어낸 제스처-다이어그램 (de Freitas &

Sinclair, 2014, p. 68)

이러한 Châtelet의 통찰을 바탕으로, de Freitas & Sinclair(2014)는

“수학적 창의성은 모종의 제스처와 이 제스처를 위해 손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순간 새롭고 독창적인 무언가를 포착하여 다이어그램에 담아낸

것”이라 말하였다. (p. 88) 이렇듯 수학자의 신체, 제스처와 다이어그램이

라는 물질과 물질적 움직임이 긴밀히 연계되며 하나의 배열을 이루는 과

정이 수학적 창의성이 발현되는 과정이자 새로운 수학 개념의 현실화가

일어나는 과정이라면, 이를 1.1절에서 논하였던 행위적 실재론의 관점에

서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수학적 발명이 일어나는 순간은 물질에 내재되어 있던 비결정적이고

잠재적인 수학적 의미가 물질의 움직임, 여러 물질의 긴밀한 조응, 다종

다기한 물질의 배열을 거치며 결정되고 현실화되는 순간이다(de Freitas

& Sinclair, 2013). 그리고 물질의 배열과 함께 드러난 수학적 의미를 이

후 여러 언어적 수단을 통해 정교화하게 되면, 수학적 의미 결정 과정은

일단락된다. 예를 들어, Grassmann이 새로운 곱셈 개념을 처음 발명한

순간은 점을 손으로 집고 이동시키는 움직임을 통해 사각형 다이어그램

과 수학자의 신체의 새로운 배열이 계속하여 형성되는 순간이었으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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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잠재적인 곱셈의 의미가 물질 배열과 함께 현실화되는 순간이었다

고 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교실에서 일어나는 수학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사의

신체, 학생의 신체, 칠판, 컴퍼스, 계산기와 같은 여러 물질의 구조적 배

열이 형성되며 잠재적인 수학적 의미가 학습자에게 드러나는 순간에 주

목하는 유물론적 입장을 살펴본다. 특히, Deleuze와 Guattari 그리고 포

스트휴머니즘 연구에서 언급하는 배치 개념을 중요히 다룬다.

1.3. 배치와 수학 학습

포괄적 유물론은 수학 개념의 발명뿐 아니라 수학 교수-학습 과정에

서 나타나는 변화의 순간, 학습자에게 잠재적인 수학적 의미가 새롭게

드러나는 순간을 행위적 물질이 배열되는 사건으로 바라보기 위해 배치

(assemblage)라는 개념을 도입한다(de Freitas & Sinclair, 2014).

배치 개념은 각 부분이 전체 혹은 특정한 행위자에 복종한다고 바라

보는 유기체 개념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개념으로, 일시적이지만 어느 정

도는 통일성을 지닌 전체로서 작용하는 부분들 사이의 관계를 지칭하는

용어이다(Bennett, 2010). Deleuze & Guattari(1987)가 주창한 이래, 배치

개념은 철학, 사회학, 인류학 등에서 인간과 비인간의 작용을 기술하기

위해 널리 쓰여 왔으며(Bennett, 2010; Buchanan, 2015; Delanda, 2016;

Latour, 2005), 최근에는 교육에서 비인간의 역할을 부각하기 위해 도입

되고 있다(문성재, 이경화, 2020; Ferrara & Ferrari, 2017; Hultman &

Lenz Taguchi, 2010; Mazzei, 2013; Mazzei & Jackson, 2017; Moon &

Lee, 2020).

Nail(2017)이 지적하듯이, Deleuze와 Guattari가 주장한 배치라는 개념

은 정교히 정리되지 않아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기에, 여러 학자들은

Deleuze가 강조한 배치의 의미를 엄격히 따르기보다는 각자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본 연구는 포괄적 유물론의 입장

에서, 즉 유물론적 관점에서 주목하는 배치의 의미를 수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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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rara & Ferrari, 2017).

포괄적 유물론의 관점에서 배치란 인간과 비-인간을 포함한 여러 종

류의 행위적 물질을 일시적으로 묶은 것으로, 사회적이고 물질적인 배열

혹은 특정한 상호작용을 어느 정도 유지하게 하는 여러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임시적인 구조적 배열이다(Bennett, 2010; Ferrara & Ferrari,

2017). 여러 종류의 행위적 물질이 묶여 어떠한 배치가 안정적으로 형성

되면 특정한 습관, 패턴, 의미체계 등을 따라 특정 종류의 상호작용이 안

정적으로 일어나지만, 언제나 배치 내의 물질은 서로 마찰하고 있기에

어느 순간 물질 사이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며 배치는 재배열될 수밖에

없다. 배치의 재배열은 어떠한 물질이 배치 안에 새롭게 자리 잡거나, 배

치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물질이 제거되거나, 혹은 배치 내에 있던

여러 물질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면서 이루어진다(Nail, 2017). 더

욱이, 아주 미세한 물질의 움직임이나 개입이라 해도 여러 물질 사이의

관계를 바꾸어 배치의 재배열을 이끌 수 있다(de Freitas, 2016a). 이러한

배치의 재배열은 기존의 지각적 습관과 규범, 패턴을 순식간에 불안정하

게 만들 수 있으며, 심지어 완전히 와해시키기도 한다(Bennett, 2010).

배치의 재배열은 의미 형성 과정이나 인지 과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마치 이중 슬릿 실험 환경에 새로운 관측기구가 추가되어 새로운

물질의 배치가 형성되었을 때 전자와 관련하여 ‘입자’나 ‘파동’과 같은 의

미가 새롭게 결정되는 것처럼, 제스처와 다이어그램의 새로운 상호-관련

을 통해 잠재적인 곱셈 개념의 현실화 과정이 나타난 것처럼, 잠재적인

의미가 드러나 그것을 처음 인식하게 되는 순간은 인간의 신체와 여러

물질이 기존의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배치를 이루면서 가능해진다(de

Freitas & Sinclair, 2012; 2014; Ferrara & Ferrari, 2017). 결국, 한편으

로 배치는 일단 형성되면 특정한 의미와 규범을 성립시키는 힘을 발휘하

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언제나 변화에 열려 있기에 새로운 의미나 규범

을 예비하고 있는 물질의 연합으로 여겨질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포괄적 유물론은 물질의 배열과 함께 담론이 전개

되며 의미가 결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즉, 포괄적 유물론은 수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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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형성 과정에서 물질과 비물질적인 담론의 역할을 모두 강조하고 있

다. 이는 Deleuze와 Guattari가 물질적인 기계적 배치와 비물질적인 언표

적 배치를 동시에 강조한 것과 상통하는 것이다(Deleuze & Guattari,

1987). 특히, Deleuze와 Guattari는 배치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내용에 해당하는 기계적 배치에, 표현에 해당하는 언표적 배치가 이후

귀속된다고 주장하며 일종의 유물론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신현경,

2018). 이는 Barad(2007)가 물질의 배열이 이루어지는 순간 담론이 전개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즉, 포괄적 유물론은 유물론적

관점에서 인간과 비-인간 물질의 기계적인 배치가 형성될 때 나타나는

잠재적인 수학적 의미의 현실화 과정을 강조하고자 하며, 담론의 전개

과정만으로는 포착하기 힘든 의미의 분출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물

질의 기계적 배치가 형성되는 순간 나타나는 여러 비언어적인 변화에도

주목하려 한다(Ferrara & Ferrari, 2017; Moon & Lee, 2020).

배치 내의 여러 물질 중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중심적인 행

위자를 상정하는 일은 불가능하거나 혹은 무의미하다는 점이 알려져 있

다(Bennett, 2010). 이중 슬릿 실험에서 스크린, 전자, 감지기와 같은 여

러 물질 중 어떠한 물질이 입자성이나 파동성과 관련된 현상을 이끌었는

지 따지는 일이 무의미하듯이, 한 배치의 효과는 여러 물질이 집단적으

로 모여 특정한 구조적 배열을 이룰 때 비로소 창발한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배치는 현상을 분석하는 가장 최소한의 단위이자

더는 환원할 수 없는 집단적인 물질 배열로 여겨진다(Bennett, 2010;

Ferrara & Ferrari, 2017).

이러한 관점을 수용한다면, 교실 내에서 수학 개념의 의미가 학생에게

새롭게 드러나는 과정에서 교실 안의 여러 물질의 배치가 재배열되는 순

간에 특히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수학 교수-학습 과정은

한 학습자가 어떠한 추상적인 개념을 습득하거나 담론에 참여하는 과정

만이 아니라, 학습자의 신체, 교사의 신체, 연필, 컴퍼스, 계산기와 같은

인공물 그리고 수학 개념의 배치가 형성되고 재배열되는 과정을 포괄하

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de Freitas & Sinclai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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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 패턴의 일반화를 위한 과제(Ferrara & Ferrari, 2017, p. 27)

[그림 Ⅱ-6] 학생-다이어그램-패턴 배치(Ferrara & Ferrari, 2017, p. 28)

Ferrara & Ferrari(2017)는 학생이 패턴의 일반화를 학습하는 과정을

배치라는 단위를 통해 분석한 바 있다. Ferrara와 Ferrari가 진행한 프로

젝트에서, 학생들은 과제에 제시된 그림에서 패턴을 발견하고 그것을 일

반화된 기호로 표현하는 활동에 참여했다([그림 Ⅱ-5]).

학생들은 과제에 제시된 패턴 그림에 구름 모양의 다이어그램과 원

모양의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화살표를 통해 이를 여러 물질 기호와 연

결하였다([그림 Ⅱ-6]). 일반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학생이 과제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림에 수학적 의미를 구현하는 과정

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설명은 다이어그램과 대화 이면에 존재하는 정신

활동을 가정한다.

Ferrara & Ferrari(2017)가 보기에, 위 활동은 학생의 신체, 구름과 원

다이어그램, 그리고 패턴의 배치가 형성되는 과정이었으며, 이 배치의 생

성 결과 학생은 새로운 방식으로 그림을 식별(identification) 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그림에서 2씩 증가하는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이 따로 두드러

져 지각되는 현상은 학생의 능동적인 구성 결과가 아닌 여러 물질의 배

치가 형성된 효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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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학생이 그린 구름 모양의 다이어그램이 과제의 위의 열과 아래

의 열을 다른 영역으로 나누는 형태였다면, 여러 물질 사이의 배치가 형

성되는 양상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학생의 인지 방식 역시 달라졌을 것

이다. 이러한 점에서 배치가 형성되기 이전까지 패턴에 관한 수학적 의

미는 비결정적으로, 잠재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물질이 배치되

는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의미가 현실화되고 수학 교수-학습

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다(de Freitas & Sinclair, 2014).

[그림 Ⅱ-7] 학생-다이어그램-언어-패턴 배치의 재배열(Ferrara & Ferrari,

2017, p. 31)

이후 과제의 여러 그림을 둘러싸고 3명의 학생에게서 회전하는 제스

처, 손가락으로 가리키기와 같은 물질적 움직임이 각 항에 제시된 도형

의 개수를 빼고 더하는 언어활동과 동시에 나타났고, 패턴에 관한 새로

운 의미가 현실화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그림 Ⅱ-7]). Ferrara &

Ferrari(2017)는 언뜻 보기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학생의 미세

한 제스처가 배치를 재배열하여 패턴의 의미를 현실화시키는 움직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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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을 명확히 하고, 제스처나 학생의 시선이 과제의 그림과 서로 유리

된 채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신체와 같이, 하나의 배치 안에

서 긴밀히 연계된 채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연구가 주는 통찰은 명확하다. 교실에서 학습자의 신체와 여러 종

류의 행위적 물질이 조우하고 제스처와 같은 신체적 움직임이 나타나며

배치가 재배열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지각, 인지 방식이 변화하게 되며,

이것이 곧 학생이 새로운 수학적 의미를 학습하는 시발점이 된다는 것이

다. 즉, 물질의 배치가 재배열되는 순간 잠재적인 의미가 현실화되어 학

생이 기존의 습관이나 접근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미세한 움직임이나 중요해보이지 않은 물질이라 해도 배치를 재배열

하여 학습자의 인지 방식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기에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교사나 학습자와 같은 배치의 한 부분이 다른 물질들에

비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교사의 신체나 학습자의

신체는, 다이어그램이나 제스처와 동등한 위치에서 수학 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물질일 뿐이다. 특히, 배치에 참여하는 학생 모두에게 잠재

적 의미가 현실화되었다는 점은, 배치의 생성과 더불어 여러 학생의 수

학 학습이 다양한 행위적 물질과 함께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배치의 형성 및 재배열과 함께 일어나는 지각

의 전환이 새로운 수학적 의미가 드러나는 중요한 순간임을 지적하는 지

각의 물질성 개념을 검토한다.

1.4. 지각의 물질성

포괄적 유물론은 기존의 수학교육 연구에서 지적한 지각 전환과 수학

학습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한다. 더 나아가, 포괄적 유물론이 기존

의 연구와 차별화되는 독창적인 부분은, 학습자의 수학적 지각이 전환되

는 과정이 인간의 신체와 여러 물질과의 배열, 즉 배치가 형성되면서 이

루어진다고 주장하는 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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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de Freitas(2016a)는 휴머니즘 전통에 속하는 수학교육

연구가 Kant의 인식론에 영향을 받아 지각이라는 기능을 인간의 신체에

제한하였다고 비판한다. Kant의 인식론은 인식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인

간의 이성이 포착하고 제어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Hughes,

2009). 이러한 Kant식 접근에서 지각은 이미 결정된 직관 능력을 지닌

인간의 신체가 외부의 감각 정보를 수용하고 종합하는 작용으로 간주된

다(de Freitas & Sinclair, 2014). 이와 같은 휴머니즘적 관점에서 수학적

대상에 대한 지각은 오직 인간만이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그리고 인간

의 내적 정신이 지각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전부 포착하고 능동적으로 제

어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Delanda, 2006; Hughes, 2009).

이러한 Kant식 접근은 지각의 비자발적이고 수동적인 발생의 측면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기호접지문제를 설명할 수 없

으며, 물질의 행위성을 간과한다는 문제점이 있다(de Freitas & Sinclair,

2012; Roth, 2011a, 2011c). 행위적 물질을 이론의 전면에 내세우는 포괄

적 유물론은 인간의 지각이 언제나 임시적이고 잠재적이며, 다양한 물질

과의 조우를 통한 배치의 형성과 함께 새로운 지각이 현실화된다고 보고

있다(de Freitas, 2016a). 이것이 바로 포괄적 유물론이 강조하는 지각의

물질성 개념이다.

인간의 신체와 물질의 배치가 형성되며 지각이 전환되는 순간은 이전

까지의 인식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학이 창발하는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포괄적 유물론은 물질의 배치가 형성되어 지각이 전환되는

과정이 언어적 활동이나 담론의 전개 과정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수학적

의미가 분출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지적한다(de Freitas, 2016a; Moon &

Lee, 2020).

이와 관련하여 de Freitas(2016a)는 프랙탈 구조의 발명 과정에서 수

학자의 지각이 전환되었던 사건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Mandelbrot은

도트 프린터로 인쇄된 종이 위의 섬과 풍경 그림을 다루는 과정에서 어

떠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갑자기 볼 수 있게 되었으며,

Douady 역시 점들로 이루어진 그림이 있는 페이지에 순식간에 ‘몰입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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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토끼 모양의 구조를 감각할 수 있게 되었다(de Freitas, 2016a).

Douady(2005)는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다루었던 바로

그 순간, 갑작스럽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게 되었다”고 언

급하며, 다이어그램과의 조우가 새로운 지각 방식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수학적 의미가 드러나는 순간을 포착하고 다

룰 수 있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de Freitas, 2016a, p. 186에서 재인

용)

Mandelbrot 역시 도트 프린터와 같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조우하고

그것을 다루는 과정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보는 습관을 체화하게 되었다

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컴퓨터 그래픽의 이용은 이제 눈의 역할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다. 엄격한

이론과학은 오랫동안 눈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많은 관찰자는 그것이

영원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믿고, 심지어 희망하였다. 하지만 컴퓨터 그래픽은

눈을 사고, 탐색, 그리고 발견의 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복권시키고 있다.

(Mandelbrot, 1992, p. 4: de Freitas, 2016a, p. 186에서 재인용)

[그림 Ⅱ-8] 뢰슬러 끌개(de Freitas, 2016a, p.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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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의 전환과 그와 함께 일어나는 수학 개념의 발명은 컴퓨터 테크

놀로지 뿐 아니라 종이나 연필과 같은 전통적인 물질 매체와의 조우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Rössler가 혼돈계를 탐구하는 뢰슬러 끌개(Rössler

attractor)라는 새로운 수학적 아이디어([그림 Ⅱ-8])를 떠올렸을 때, 그

는 두 장의 종이 위에 두 가지 나선형 궤적을 그린 뒤 3차원 공간에서

이 두 장의 종이를 구부리고 비틀었으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지각이 형

성되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de Freitas, 2016a).

즉, Rössler가 종이를 접고 비트는 행위, 나선형의 궤적을 그려 나갔

던 움직임이 그것을 응시하는 시각적 행위와 결합하면서 의미와 감각이

결합하고 잠재적인 지각이 현실화되는 사건이 나타난 것이다.

Rössler(2012)는 “접촉하거나 주무르지 않은 채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 물질성은 의미를 드러내는 사건이다. 이러한 점에서 수학은 근본적으

로 도예와 같다.”고 주장하면서 수학에서 물질적 조우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 (de Freitas, 2016a, p. 188에서 재인용)

앞선 사례에서 Mandelbrot, Douady, Rössler가 새로운 물질과의 배치

를 이루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각을 명시적으로 의식하고 드러낸 것이 아

니라, 새로운 지각을 느꼈다고 표현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는 물질의 배열과 함께 나타나는 새로운 지각의 발생이 의식 이전의 차

원에서, 구조적인 표상 이하의 차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뜻한다.

포괄적 유물론에 따르면 인간의 신체는 신체를 에워싸고 있는 물질

환경과 언제나 얽혀 있고, 또 세계를 언제나 전-의식적으로 지각하고 있

다(Moon & Lee, 2020). 이러한 전-의식적인 지각은 아직 구조화되어 하

나의 표상으로서 드러나지 않았기에, 잠재적인 지각으로 여겨진다(de

Freitas, 2016a). 잠재적인 지각의 현실화 과정은 아직 의식의 대상이 아

니기에, 수학자는 물질과 조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잠재적 지각이 두드

러지는 과정을 신체로 느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전-의식적인 지

각이 두드러져 하나의 구조적 지각과 표상을 형성하게 되면, 비로소 새

로운 지각에 대한 주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Moon & Lee, 2020).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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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의식적 지각은 학습자가 의식하기에는 매우 ‘작기에,’ 미세지각 혹

은 무한소적 직관이라 불리며, 새로운 수학적 의미의 창조를 촉진하는

핵심적인 작용으로 알려져 있다(de Freitas, 2016a).

앞서 물질의 기계적 배치가 형성되는 순간 나타나는 변화는 언어적

활동이나 담론과는 구별되는 것이며 중요한 수학적 의미의 분출이 이루

어지는 순간이라는 점, 그리고 이후 언어적 활동의 방향을 규정하는 사

건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포괄적 유물론은 물질의

기계적 배치가 형성될 때 전-의식적인 미세지각이 새롭게 현실화되는

과정, 즉 새로운 표상의 비자발적인 발생이 시작되는 과정이 곧 담론이

전개되는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비언어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한다(de

Freitas, 2016a; Moon & Lee, 2020).

전-의식적인 지각이 두드러지는 사건과 관련하여, Serres(2011)는 물

질적 모방(material mimicry)이라는 개념을 언급한 바 있다. 물질적 모방

이란, 수학 학습 상황에서 나타나는 미세한 물질적 움직임이 학습자에게

의식되지는 않지만 학습자의 지각과 신체의 변화를 이끌며 새로운 앎을

가능하게 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가령, 학생이 교사의 제스처를

모방할 때 학습자는 그 행위의 의미를 명확히 의식하지 않은 채 모방하

지만, 그 행위를 통해 학습자의 새로운 지각 구조의 발생이 시작되며 새

로운 수학적 의미가 드러나기 시작할 수 있다.

수학 학습에는 많은 경우 이러한 전-의식적인 미세지각의 현실화가

수반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존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재-인식

(re-cognize)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학습자를 여러 물질과의 배치에 연

루되도록 하여(engage with) 의식적이지 않은 앎이 이루어지도록 촉진

하며, 학습자의 현재의 인식틀을 확장하는 사건으로서 나타나게 된다

(Serres, 2011). 결국, 이와 같은 물질적 모방은 배치의 재배열을 촉진하

고, 동시에 학습자의 전-의식적인 미세지각이 현실화되도록 하여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인식적 행위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1.4절에서 포괄적 유물론에서 학습자의 지각 전환에 대해 논

의하였던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포괄적 유물론은 학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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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전환이 배치의 재배열과 함께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수학 교실

내 칠판, 분필, 종이, 연필, 제스처, 다이어그램 등의 물질 및 물질의 움

직임이 학습자의 의식에 새로운 미세지각이 현실화되도록 하는 힘을 가

진다는 것이다. 또한, 배치 내에 여러 학습자의 신체가 동시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 유물론은 학생의 지각 전환이 집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둘째, 학습자의 지각 전환은 잠재적인 수학적 의미가 학생에게 새롭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사건이다. 다시 말해, 학습자는 물질과 만나고 그것과

배치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규범, 습관, 표상, 의미체계에서 벗어

나 새로운 의미를 포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각의 전환은 이후 이루

어질 언어적 활동이나 담론이 전개되는 방향을 결정하는 비언어적인 사

건으로 여겨진다.

셋째, 지각의 전환 과정에는 전-의식적인 미세지각이 현실화되는 단

계가 포함된다. 이 미세지각은 전-의식적이기에 학습자는 미세지각의 현

실화 과정을 의식적으로 포착하기 이전, 자신의 신체를 통해 현실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느끼게 된다. 또한, 포괄적 유물론은 수학적 발명에서

잠재적인 미세지각의 역할 그리고 미세지각의 현실화를 가능하게 하는

물질과 물질적 움직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위 사항들은 본 연구에서 수용하는 존재론적/인식론적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포괄적 유물론의 관점은 이후 논의를 통해 도출할

학생의 지각 전환을 설명하는 모델에도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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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학 학습과 지각 전환

이 절에서는 수학 학습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지각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한 여러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지각 전환 과정

의 세 가지 특징을 도출한다. 첫째, 수학 교수-학습 과정에서 미시적인

지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 즉 학습자가 새로운 지각 구조의 발생 과

정에 놓이게 되는 순간은 새로운 수학 구조가 현시하거나 수학 학습이

시작되는 순간일 수 있다. 둘째, 학습자의 지각 전환은 전-의식적이고

암묵적인 지각이 드러나며 기존의 지각 구조가 배경으로 밀려나는 첫 번

째 단계와 그렇게 드러난 전-의식적이고 암묵적인 지각이 구조화되는

두 번째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셋째, 학습자의 지각 전환은 활동에 참

여하는 여러 행위자에 의해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지각 전환을 설명하는 모델이 갖추어야 할 요소를 도

출하고자 한다.

2.1. 수학 학습에서의 지각 전환

2.1.1. 지각 구조의 발생

교실에서 학습자의 지각이 전환되는 과정은 언어적 활동 및 담론과는

구별되는 수학 교수-학습 과정으로, 학습자의 개념화(conception) 과정에

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는 점이 알려져 있다 (Moon & Lee, 2020;

Roth & Thom, 2009; Sfard, 2008). 실제로 학생의 개념 발달 단계를 다

룬 여러 연구들은 감각-운동 단계로부터 시작되는 개념화 과정을 강조

하고 있다(Pegg & Tall, 2005). 하지만 정신과 신체, 개념과 감각의 이원

론 하에서, 어떻게 개념화 과정이 무의식적이고 근원적인 지각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지 설명하는 일은 쉽지 않다(Radford, 2014; Roth &

Thom, 2009).

특히, Roth(2011c)에 의하면, 기존의 수학교육연구에서 전제하는 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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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은 기호접지문제(symbol grounding problem)를 설명할 수 없다. 이 기

호접지문제는 어떻게 정신적 표상이 같은 정신적 표상이 아닌 세계에 대

한 무의식적이고 근원적인 지각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

다. 정신과 신체, 개념과 감각을 이원론적으로 나누는 접근은 두 영역 사

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힘들다. 근원적인 지각에서 개념으로 나아가는 과

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무의식적이고 암묵적인 신체의 지각으로부터

새로운 의식적인 지각 구조가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한다

(Roth, 2011c; Roth & Thom, 2009).3)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다

루기 위해 학습자의 개념화 과정에서 기존의 지각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

운 지각 구조가 현시하게 되는 과정에 특히 주목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지각’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

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지각은 신체의 감각 기관을 통해 모종의 지각체

가 형성되고 그것을 인식하게 되는 과정 및 작용을 의미하나, 존재론적

이고 인식론적인 배경에 따라 지각의 정의 및 지각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방식은 판이해진다(Lambardo, 1987; Pastore, 1971). 여러 선행연구는 감

각과 개념, 신체와 정신의 이원론에서 비롯되는 기호접지문제와 같은 여

3) 본 연구에서 지각 구조라는 말은 Merleau-Ponty(1996)와 Roth(2011a)가 제

시한 의미를 따른다. Merleau-Ponty(1996)는 “나의 지각은 시각적이고, 청각적

이고, 청각적인 자료의 합이 아니다. 나는 나의 전체 신체와 함께 대상에 대한

하나의 구조를 분할되지 않은 방식으로 지각하고 파악한다”고 말하였다. (p. 63)

Roth(2011a)는 “구성주의는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형식(form)이 어떻게 창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학생이 일상적인 지각 방식을 지각적으로 재생산하는 것

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설명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지각은 단순히

실제를 구성하는 것 이상이다. 그것은 가시적인 것을 촉발하도록 하는 그리고

가시적인 것이 드러나는 일련의 과정이다. 따라서 우리의 지각이 처음에는 비구

조적이고 직조되어 있는 표면에 관여하며 재구조화될 때, 새로운 실체들이 스스

로를 드러내며, 새로운 구조와 새로운 지각적 성향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하였

다. (p. 26) 즉, 지각 구조란 인간의 신체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대한 질서 있

는, 안정적인 지각 형식이자 양식(style)이라 할 수 있다. 현상학적 관점에서, 이

러한 지각 구조는 성향(disposition)으로서 잠재되어 있으며, 신체의 움직임과 같

은 계기를 통해 비자발적으로 드러나게 된다(Roth, 2011c, p.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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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각의 발생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을, 특히 현

상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체화된 인지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

다(Nemirovsky & Ferrara, 2009; Mason, 2004; Radford, 2010; Roth &

Thom, 2009; Zagorianakos & Shvarts, 2015).4) 이에 2절에서는 여러 수

학교육연구의 인식론적 바탕이 되는 지각에 관한 현상학적 접근을 주로

살펴볼 것이다.

Husserl은 지각의 본성은 언제나 선택적이고 지향적(intentional)이라

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특정 대상을 향해, 가령, 어떠한 서류를 바라보는 경우 …. 그 특정한

서류 주변에는 책, 연필, 잉크 등 여러 가지 것들이 놓여있다 … 하지만 내가

서류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그것들은 이차 감각에서조차 두드러지지 않고,

파악되지도 않는다. (Husserl, 1931, p. 117, Radford, 2010에서 재인용)

사실, 지각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순수하게 또 충전적(adequately)으로 지각

되지 않는다. (Husserl, 1959, p. 45, Gallagher & Zahavi, 2008에서 재인용)

Husserl에 따르면, 대상에 관한 지각은 대상을 완전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다. 즉, 지각은 언제나 대상의 특정한 부분을 부각하여 드러내며, 그

과정에서 나머지 부분은 배경으로 밀려난다는 것이다. 우리의 신체는 지

각의 장(field)에서 배경으로 밀려나 있는 부분을 언제나 무의식적으로,

암묵적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암묵적인 지각은 감각적인 신체의 움직임

4) 관련 수학교육연구는 기호접지문제와 같이 이원론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Husserl의 발생적 현상학이나 Merleau-Ponty의 지각의 현상학과

같이 무의식적이고 암묵적인 지각의 작용, 혹은 작동하는 지향성(operative

intentionality)으로부터 의식적인 지각 구조의 발생 과정을 다루는 현상학적 접

근을 수용한다(예를 들어, Radford & Roth, 2011; Roth & Thom, 2009;

Zagorianakos & Shvarts, 2015). 즉, 표상 이하의 차원에서 의식적인 지각 구조

가 발생하는 비자발적이고 수동적인 종합 과정을 다루려는 것이다(이남인,

2013). 이러한 종합의 과정을 다룬 현상학적 입장은 이후 Deleuze와 포괄적 유

물론의 지각 논의로 계승되고 확장된다(Hughe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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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부각되어 비로소 의식적인 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Gallagher

& Zahavi, 2008). 이러한 Husserl의 지적은 지각에는 항상 주의

(attention)가 수반된다는 점, 신체가 언제나 느끼고 있는 무의식적이고

잠재적인 지각이 신체의 움직임과 함께 의식적인 주의의 대상으로, 즉

지각 구조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Bodenhausen & Hugenberg, 2009; Gallagher & Zahavi, 2008). 이러한

지각과 주의 사이의 밀접한 관계 및 새로운 지각 구조의 발생 과정을 고

려하면서, Radford(2010)는 다음 사례를 해석하며 수학 교수-학습 과정

에서 나타나는 지각의 전환 과정에 주목한 바 있다.

[그림 Ⅱ-9] 대수적 구조 인식을 위한 과제(Radford, 2010, p. 3)

[그림 Ⅱ-10] [그림 Ⅱ-9]의 과제에 대한 학생 반응(Radford, 2010, p. 3)

[그림 Ⅱ-9]에 제시된 과제로 진행되는 수학 교수-학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학생들은 과제의 공간적 배열에 의식적으로 주목해야

만 한다. 즉, 과제에 제시된 흰 사각형의 개수가 2개씩 증가한다는 점 그

리고 검은색 정사각형의 개수가 1개로 유지된다는 점에 대한 의식적이고

안정적인 지각 구조를 바탕으로, 이라는 수학적 구조를 이끌어내야

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림 Ⅱ-10]에서 알 수 있듯이, 대수적 구조를

인식하지 못한 대다수 학생은 과제의 공간적 배열이 아닌, 정사각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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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렬로 배열하며 정사각형의 개수에만 주목하는 모습을 보인다.

Radford(2010, 2014)는 위 사례로부터 수학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정사각형의 개수에 주의를 기울이는 학생의 지각이 과제의 공간적 배

열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회-문화적인 수학적 지각으로 전환되어야만 한

다는 주장을 도출한다. 이 사회-문화적인 지각 구조는 암묵적인 형태로

학생의 지각 장에 잠재되어 있으며, 정교한 교수-학습 과정을 거치며 의

식적인 주의의 대상으로, 지각 구조로 전환될 수 있다(Radford & Roth,

2011). 즉, 주어진 상황에서 어떠한 수학적 구조를 인식하고 표현하기 위

해 학생은 “특정한 방식으로 그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는 공간

적 배열에 대한 새로운 지각 구조의 발생 과정을 통해 가능해진다는 것

이다(Radford, 2010, p. 4).

Roth(2011c), Roth & Maheux(2015), Zagorianakos & Shvarts(2015)

역시 이와 비슷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학습자의 일

상적인 혹은 기존의 지각적 양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각 구조의 발생이

일어나는 지각의 전환 과정을 강조한다. 학생의 이전 지각 구조는 신체

의 움직임이나 신체적 활동과 함께 학생이 무의식적으로 지각하고 있던

사회문화적 지각이 드러나며 배경으로 밀려나게 되고, 그 암묵적인 지각

은 다시 구조화되어 새로운 지각 구조가 된다.

결국,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수학 교수-학습 과정에서 나타나

는 지각의 전환은, 학생의 이전까지의 지각 구조가 배경으로 밀려나고

새로운 지각 구조가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여겨질 수 있다.5)

2.1.2. 미시적인 지각 전환

여러 연구자는 이러한 학습자의 지각 전환을 거시적인 지각 전환과

5)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학습자가 언제나 이러한 지각의 전환 과정을 능동적으

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인간의 지각에는 분명 능동적인 측면

이 있으나 동시에 수동적인 측면 역시 있다. 이미 지각적으로 부각되어 있는 상

황의 일면(profile)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의를 사로잡을 수 있다

(Gallagher & Zahavi, 2008; Zahavi,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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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적인 지각 전환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Lobato,

Hohensee, & Rhodehamel, 2013; Mason, 2017; Voutsina, Geroge, &

Jones, 2019). 지각의 거시적인 전환은 학습자가 주의를 기울이는 장소,

위치, 범위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는 부분의 양과 관련된다. Lobato,

Hohensee, & Rhodehamel(2013)은 학습자의 거시적인 주의가 이후 학생

의 추론과 집단의 이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교사가

학습자의 주의를 수학적으로 중요한 과제나 상황의 특징으로 유도할 필

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렇듯 학습자의 거시적인 지각 전환의 중요성이 지적되었으나, 실제

수업에서 매 순간 나타날 수 있는 학습자의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미시적인 지각 전환을 바라볼 수 있는 틀이 추가로 필요하다(Mason,

2017). 지각의 미시적인 전환은 주의의 질적 변화와 밀접히 연관되는 것

으로, 학습자의 거시적인 지각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교수-

학습의 여러 순간마다 그 주의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Mason(2004)은 미시적인 지각 전환과 관련하여 주의의 다섯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p. 33)

① 전체 모습에만 집중하기

② 세부 사항을 식별하기

③ 관계를 인식하기

④ 성질들을 지각하기

⑤ 확인된 성질의 기초에 대해 추론하기

Mason(2004)이 제시한 주의의 유형은, 주의의 미시적이고 질적인 변

화가 일어나는 순간이 수학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순간일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게 된다. 위와 같은 주의의 다섯 가지 유형에 기

반을 두고, Mason, Stephens, & Watson(2009)은 “특수한 상황 속에서

관계들을 인식하는 것과 서로 다른 수많은 상황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일

반적인 성질에 대한 예시화로서 관계를 지각하는 것은 미세하지만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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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차이를 가진다”고 언급하면서, 주의의 미시적인 전환이 이루어지

는 순간이 새로운 수학적 구조 혹은 성질이 학생에게 두드러지게 되는

학습의 중요한 순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p. 11)

이 미시적인 전환은 학습자가 새로운 지각 구조에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새로운 수학 교수-학습이 가능해지는 과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학습자가 단순히 전체적으로만 대상을 바라보다가 관계를 새

롭게 지각하게 되는 과정은, 학습자가 전체적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형식

에서 벗어나 관계를 안정적으로 바라보는 형식과 양식이 새롭게 드러나

고 두드러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학습자가 관계에 대한 지각 구

조를 바라본 이후, 그에 대한 언어적 활동이 전개되며 수학 교수-학습이

진행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지각의 미시적인 전환

은 학습자가 기존의 지각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각 구조의 발생 과

정에 놓이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수학 교수-학습 과정에 진입하는 일련

의 과정을 뜻하는 것이다.

앞서 Radford(2010)가 제시한 사례에서도, 그림에 제시된 사각형의 수

에 대한 주의가 그림의 공간적 배열에 관한 주의로 전환되는 상황은 학

습자가 일반적인 수학적 구조를 인식하게 되는 첫 시작점일 수 있다. 즉,

학습자가 공간적 배열에 관한 지각 구조를 형성한 뒤에 비로소 수학적

구조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정교화 과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다. 결국, 학습자의 지각이 전환되는 순간은 단지 학생이 어디에 주목하

고 주목하지 않는지의 문제, 즉, 지각의 거시적인 전환의 측면에 제한되

는 게 아니라, 수학 학습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일

수 있다는 겻이다. 이러한 점에서 Seeger(2011)는 수학교육에서 주의가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과 그것을 교육하는 방식에 관한 연구가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여러 학생이 주의의 전환 과정에서 어려움을 노출하기에, 교사

는 면밀히 학생의 주의를 전환시키기 위한 교수학적 조치를 취해야만 한

다(Voutsina, Geroge, & Jones, 2019). 따라서 교사는 교수-학습 과정에

서 학습자의 주의 전환이 일어난 순간이나 그 여부에 주목해야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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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으며, 만약 교사가 학생의 지각 전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교

사와 학생의 언어적 의사소통은 실패할 수 있다(Mason, 2004). 더욱이

Radford & Roth(2011)가 지적했듯이, 교사의 순간적인 조치나 개입은

학습자의 지각 상태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져야 하기에, 이러한 실패는

교수-학습의 실패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다. 위

Radford의 사례를 생각해보면, 학습자가 사각형의 수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을 교사가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림의 구조만을 강조한다면 학

습자의 혼란이 배가되거나 극단적인 교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2.2. 지각 전환의 두 단계

2.2.1. 순차적인 지각 전환 과정

2.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학습자의 지각 전환이 일어나는 과정은 두

가지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전-의식적이고 암묵적인 수학적 지

각이 새롭게 두드러지기 시작하면서 의식적이고 구조적인 기존의 지각

구조가 붕괴하는 단계이며(Abrahamson & Trninic, 2015; Roth, 2011a;

Thom & Roth, 2011), 둘째는 그렇게 드러난 전-의식적인 지각이 구조

화되고 의식화되는 발생의 단계이다(Radford & Roth, 2011; Shvarts,

2018; Zagorianakos & Shvarts, 2015).

첫 단계는 학습자가 기존의 표상, 전략, 습관, 의미체계에서 벗어나 새

로운 의미로 나아가게 되는 중요한 과정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Palatnik & Abrahamson(2018)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맞닥뜨린 학습

자의 안정적인 지각이 붕괴하는 순간이 새로운 수학적 구조가 창발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말하였으며, Roth(2011a)와 Thom & Roth(2011)

는 신체의 움직임으로 인해 암묵적인 지각이 표상으로서 학습자에게 드

러나기 시작하는 순간이 새로운 수학 교수-학습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 Abrahamson & Trninic(2015)이 지적하였

듯이, 기존의 지각 구조가 붕괴하고 새로운 암묵적인 지각이 두드러지는

전환의 단계는 학습자의 ‘개념적 변화’를 촉진하는 사건이기에 교사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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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가 주목해야만 하는 시점인 것이다.

전-의식적이고 암묵적인 지각의 성격으로 인해, 지각 전환의 첫 단계

에서 학습자가 전-의식적인 지각을 곧바로 의식하고 정교화하여 수학적

표현으로 나타내는 일은 쉽지 않다. 물론 학습자가 명시적으로 의식하지

는 못하더라도, 학습자의 신체에 새롭게 형성된 전-의식적인 지각은 학

습자의 활동 및 신체적 습관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Abrahamson &

Trninic, 2015; de Freitas, 2016a; Radford, 2010; Zagorianakos &

Shvarts, 2015). 예를 들어, 위 Radford의 사례에서, 사각형의 수에만 주

의를 기울이는 학생은 각 항에 제시된 사각형의 개수를 일정한 리듬으로

하나씩 세어나갈 것이다. 이후 기존의 지각이 붕괴하고 각 항에서 사각

형이 일정한 개수만큼 증가하는 규칙에 관한 암묵적인 지각이 형성된다

면, 사각형을 하나씩 세어가던 학생의 신체적 습관이 불안정해지거나 사

라지기 시작하는 동시에 사각형을 두 개씩 세어나가거나 띄어 세기와 하

나씩 세기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신체적 습관이 새롭게 나타날 수 있다.

결국, 연구자와 교사는 이러한 신체적 습관이나 전략의 변화로부터 학습

자의 지각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추론할 수 있으며, 전-의식적인 지각을

학습자가 명료하게 의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전까지의 지각이 붕괴되고 새로운 지각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단계

의 매우 중요한 특징은,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정이 아

니라는 점이다. 학습자는 자신이 아직 모르는 대상이나 표상을 스스로의

힘만으로 혹은 능동적으로 구성해낼 수 없으며, 새로운 지각 구조가 학

습자의 앞에 드러나는 과정은 상당부분 비자발적이고 수동적인 과정이다

(Roth, 2011a). Roth(2011a)는 이러한 과정을 유명한 게슈탈트 전환의 사

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림 Ⅱ-11]을 처음 보는 순간, 많은 이는 형상을 보지 못하고 질서

가 없는 잡다한 검은 점의 나열을 보게 된다. 의식적으로 스스로의 눈의

움직임이나 신체의 움직임을 조정한다고 하여 형상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 그림에서 작은 강아지의 형상을 바라보게 되는 사건은 순식

간에 이루어진다. Roth(2011a)는 이러한 지각의 전환이 정신의 의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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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이나 구성 작용을 통해서가 아닌, 주어진 그림에 맞추어 눈이 스스

로 움직이고 조정된 결과 발생한다고 주장한다.6) 이 눈의 움직임은 주체

가 의식적으로 의도한 결과도 아니고 정신의 능동적인 구성 작용의 결과

도 아니기에, 그는 새로운 표상이 지각의 장(field)에서 두드러지기 시작

하는 과정은 근본적으로 비자발적이고 수동적인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림 Ⅱ-11] 지각적 대상의 소여(giveness)에 관한 사례(Roth, 2011a, p. 48)

Roth는 더 나아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수학 활동에서 새로운

표상이 학습자에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과정이 비자발적이고 수동적인 과

정이라고 주장한다(Roth, 2011a; Thom & Roth, 2011; Roth & Maheux,

2015). 예를 들어, Radford의 사례에서 사각형의 개수에만 주의를 기울이

는 학생은 사각형의 공간적 구조에 대한 표상을 형성하지 못한다. 과제

에서 요구하는 수학적 구조를 인식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학생이 스스로

기존의 지각 양식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과제의 공간적 구조에 관한 표

상을 형성하는 일은 요원한 일이다. 실제로 이 과정은 학생의 의도적인

활동을 통해서가 아닌, 주로 비의도적인 학습자의 신체적 움직임이나 교

6) Roth는 이러한 눈의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해 현상학의 살(flesh)이라는 개념

을 가져온다. 살의 움직임은 정신이나 의도적인 신체적 주체에 종속되거나 살

이외의 실체에 의해 촉발되는 것이 아니며, 스스로 촉발된다(auto-affection)는

특징을 갖는다(Thom & Roth,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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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 타인의 제스처, 다이어그래밍 행위와 같은 감각적 행위를 통해 이

루어지기에, 학습자에게 새로운 지각 구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단계는

강제적이고 수동적이며 비자발적인 과정인 것이다(Radford & Roth,

2011; Roth, 2011a; Thom & Roth, 2011).

다음으로 지각 전환의 두 번째 단계인 전-의식적인 지각이 구조화되

고 의식화되는 과정은 학습이 안정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 요구

되는 과정이다. Ginsburg(2010)가 언급했듯이, “학습 그 자체는 항상 의

식적인 게 아니다. 통합 과정 그 자체도 언제나 의식적인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은 변화를 느끼고 감지하는 의식적인 과정에

의존한다.” (p. 185) 다시 말해, 지각 전환의 첫 단계가 이루어진 후 그

변화한 지각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표현하는 과정이 학습에 필수 불가

결이라는 것이다.

암묵적이고 전-의식적인 지각이 구조화되고 의식화되는 과정이 원활

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지각 영역에서 새로운 지각 구조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필요가 있다. Radford가 제시한 사례에서, 공간적

배열에 대한 암묵적인 지각을 형성한 학생에게 교사가 빨간색 펜을 이용

하여 사각형을 둘씩 묶어나가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학생이

아직 명료히 의식하지 못했던 구조가 더욱 두드러진 형태로 현시할 것이

다. 이는 암묵적인 지각이 명료화되고 구조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감각적

수단을 통해 학생의 지각 영역에서 새로운 수학적 구조의 현저성

(saliency)7)이 나타나야 한다는 뜻이다.

많은 경우 이러한 현저성이 나타나는 과정은 교사와 학생의 공동 활

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학습자의 암묵적인 지각이 학습자의 의식에 더

명료히 구조화되기 위해서는 제스처, 발화, 리듬 등 여러 감각적 행위를

통해 교사가 학생의 사고에 개입해야만 한다(Radford & Roth, 2011). 예

를 들어, 위 사례에서 교사는 학생과 함께 발화의 리듬을 이용하여 ‘하

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라 말하며 2씩 뛰어 세기를 할 수 있고,

이 리듬에 따라 제스처로 위, 아래 열에 있는 사각형을 번갈아 가며 가

7) 현저성이란 특정한 자극, 대상이 다른 자극, 대상보다 더욱 두드러지게 지각되는

현상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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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키며 세어나갈 수 있다. 학생은 교사와 함께 제스처, 발화 등을 통해 2

씩 뛰어 세기를 진행하며, 더 명료히 과제의 공간적 구조를 파악해나갈

수 있게 된다. 학습자의 지각을 구조화시키기 위한 이러한 교사의 적극

적인 개입을 가리켜, Radford & Roth(2011)는 함께하기(togethering)라

명명하며 강조한 바 있다. 이 함께하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교사는 학생의 행위로부터 학습자의 지각이 어떠한 상태인지, 학습자의

주의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해야 하고, 학생의 지각을 더 명

료히 구조화하기 위해 적절히 개입해야만 하는 것이다.

여러 선행연구는 수학적 인지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지각 전환의 두

단계가 순차적으로 일어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Abrahamson &

Trninic, 2015; Zagorianakos & Shvarts, 2015). 특히, 현상학적 관점에서

새로운 의식적인 지각 표상이 언제나 암묵적인, 무의식적인 지각의 작용

으로부터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의 지각 구조가 붕괴되고 암묵

적인 지각이 의식화되는 두 과정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

다. 중요한 점은, 지각 전환의 두 단계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여

도, 모든 학습자가 똑같은 지각 전환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Zagorianakos & Shvarts(2015)에 의하면, 학습자의 지각 전환은 학습자

가 자리 잡은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설사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진 교수-학습이라 하여도, 학습자가 어떠한 신체적

활동을 수행했는지에 따라 지각 전환의 양상은 다르게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학습자의 순차적인 지각 전환은 개인적인 성격을 갖는다.

2.2.2. 순차적인 지각 전환을 위한 수업 환경 조성

순차적인 지각 전환에 대해 Abrahamson & Trninic(2015)이 지적했듯

이, 교사와 연구자는 “학습자의 습관적인 조정을 … 와해시키는 행위를

촉진하는 … 공간을 만들고, 이를 새롭게 조정된 행동-지각 구조로 안정

시킨 뒤, 학습자가 이 구조를 새로운 수학적 사용역(register)에 의미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만 한다. (p. 304) 따라서 교사와 연구자는 학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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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단계적으로 전환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학습자의 지

각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교수-학습 공간을 조성해야만 한다.

이러한 지각 전환과 관련하여 여러 수학교육 연구는 의도적이거나 비

의도적인 학생의 신체 움직임이나 다이어그래밍 행위가 학생의 지각 구

조를 변화시키며 학생을 새로운 의미 형성 과정으로 이끌 수 있다고 주

장하였다. 결국, 학생의 신체 움직임과 다이어그래밍 행위 등과 같은 여

러 감각적인 행위의 조정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수업 환경이 요

구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Thom & Roth(2011)는 학습자의 의도적인

신체 행위와 비의도적인 신체의 움직임을 구별하면서, 실제 수학 수업

상황에서는 전자보다는 후자를 통해 학습자에게 새로운 지각 구조가 드

러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비의도적인 신체 행위

를 통해 비자발적으로 새로운 암묵적인 지각이 드러나기 시작할 수 있다

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Roth(2011b)는 신체의 비의도적인 움직임의 사례 중 하나로 도약 안

구운동이라는 움직임을 들고 있다. 우리가 물질세계의 무언가를 바라볼

때 눈은 언제나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 특수한 렌즈를 착용하

여 이 움직임의 효과를 상쇄시키면 우리는 어떠한 대상도 볼 수 없게 된

다. 즉, 물질세계를 따라 그리고 물질세계와 함께 나타나는, 우리가 제어

할 수 없는 이 비의도적인 움직임은 새로운 지각을 가능하게 하는 움직

임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Roth & Maheux(2015)는 아동이 탱그램을 조작하는

활동을 분석하며, 학생의 비의도적인 손의 움직임이, 특히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새로운 수학적 표상의 현현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림 Ⅱ-12]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탱그램을 조작하면서 정사각형이

라는 새로운 표상을 다루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이 탱그램

조각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여러 움직임이 나타났으며, 그 움

직임의 결과로 이후 예기치 않게 정사각형 모양이 만들어지는 순간 아동

은 ‘정사각형이 나왔어요’라고 말했다. 즉, 손의 움직임과 함께 순간적으

로 정사각형 표상이 아동에게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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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2] 정사각형의 창발로 이어진 손의 움직임(Roth & Maheux, 2015, p.

225)

이 사례를 분석하면서 Roth & Maheux(2015)는 아동이 모든 움직임

을, 특히 표상의 현현으로 이어진 미세한 움직임들을 의도하고 새로운

수학적 표상을 구성했다고 말할 수 없으며, 단지 비의도적인 손의 움직

임이 탱그램 조각과 함께, 탱그램 조각과 긴밀히 연계되며 나타난 결과

비로소 아동 앞에 새로운 표상이 드러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에 아동의 손의 움직임은 단지 무의미한 신체적 움직임이 아니라 중요한

인식적 행위(epistemic action)로 여겨질 수 있다. Roth & Maheux(2015)

의 주장은, 이러한 인식적 행위가 탱그램 조각, 사각형과 같은 언어 사용

등과 함께 조정되면서 새로운 표상의 현시가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수학

학습이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Radford(2008b)는 지각 전환 과정에서 다이어그램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다이어그램적 사고는 지각의 인식론적 중요성을 구해내기 위한 Peirce의 시

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는 직관을 통해(즉, 감각적 방식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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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주목하고 있는 몇몇의 측면들을 드러내어 이들을 관찰 가능하게 하

여,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개념적 관계들을 발견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발

견 과정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 다이어그램적 사고의 인식론적 잠재력은

우리의 지각이나 우리의 주의 영역 너머에 숨겨진 채로 남아 있는 몇몇

관계를 분명히 하는 데 있다. (p. 10, 강조는 필자가 한 것임.)

위 연구는 수업 상황에서 나타나는 다이어그래밍 행위를 통해 학생이

분명히 의식하지 못하는 새로운 수학적 구조에 대한 의식적이고 구조적

인 지각을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Radford(2008b)가 밝히고

있듯이, 이 다이어그래밍 행위는 수학 활동에서 다른 기호적 수단을 이

용한 행위와 긴밀히 연계되며 수학 학습을 촉진하게 된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문성재와 이경화(2017)는 수업 상황에서 학생

이 조우하게 되는 그림에 학생의 지각 구조를 전환시킬 수 있는 힘이 잠

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문성재와 이경화(2017)의 사례를 보면, 분수

의 의미를 학습하는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생들은 [그림 Ⅱ-13]을 보기

전까지 과제의 그림에 제시된 전체-부분 사이의 관계에 주의를 기울이

지 못하고 있었다. 즉, 전체-부분이 대한 지각 구조가 발생하지 않은 것

이다.

분수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이 그림의 전체와 등분할된 부

분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고 이를 수학적 언어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는 점에서, 이 상황은 교수-학습의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

황이다. 이후 학생과 연구자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칠판에

직사각형 부분을 다른 색의 분필로 강조하였다. 그 부분에 한 학생이 우

연히 주의를 기울인 결과, 즉, 학생의 지각 구조가 갑자기 변화한 결과,

학생들은 그림에서 무엇을 전체로 간주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그림이 나타내는 분수가 


이어야 하는지, 


이어야 하는지 논의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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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3] 전체-부분의 의미를 새롭게 현실화한 그림(문성재, 이경화, 2017,

p. 201)

결국, 직사각형 부분이 다른 색으로 강조된 그림이 학습자의 지각을

순식간에 전환시켰고, 그것이 교사와 다른 학생의 언어 사용 방식을 변

화시켰으며, 그 결과 교실의 담론이 전체-부분의 의미에 관한 것으로 변

화하며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학습자의 지각 전환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는 제스처, 리듬,

눈의 움직임, 몸 전체의 방향과 같은 학습자와 교사의 신체적 움직임, 다

이어그래밍 행위, 단어 사용 등의 감각적 행위의 복잡하고도 정교한 조

정(coordination)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Abrahamson & Trninic, 2015;

Radford & Roth, 2011). 따라서 연구자나 교사는 학생의 지각 전환이 원

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감각적 행위의 조정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과

제나 환경을 조성해야만 한다.

2.3. 집단적 인지와 지각 전환

일반적으로 정신과 신체를 질적으로 다른 실체로 상정하는 Descartes

이원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전통적인 관점은, 인지와 지각이 온전히 한

사람의 정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용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신체를

통해 외부의 감각 정보가 들어오는 것은 분명하나, 그 정보를 종합하고

모종의 의미와 연결하는 작용은 어디까지나 정신의 작용이라는 것이다

(Johnson, 2007). 이러한 이원론은 이후 데카르트적 유물론으로, 즉 마음

은 뇌와 동일시될 수 있고 뇌는 기타 신체나 세계로부터 유리된 채 무언

가를 이해할 수 있는 자족적인 기관이라는 입장으로도 이어진다(No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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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Radford(2009)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수학교육 연구가 이

러한 이원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기에 많은 수학교육

연구에서 지각, 인지, 상호작용이 단순히 주관적인 경험의 공간에서 일어

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다(Radford & Roth, 2011).

Descartes식 이원론은 이후 여러 학자에 의해 비판을 받았다. 앞서 언

급하였듯이, 최근에는 인지와 신체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는 체화된 인

지(embodied cognition)의 관점에서 많은 비판이 이루어졌다. 보통, 체화

된 인지 접근은 이원론을 바탕으로 하여 전개되어 온, 특히 신체를 간과

한 채 뇌의 기능만을 강조하였던 기존의 인지 과학 및 기타 학문을 비판

하고(이정모, 2010; Lakoff & Johnson, 1999; Varela, Thompson, &

Rosch, 1991), 신체의 감각-운동 활동이 수학 지식을 비롯한 여러 지식

의 발명 및 의미 형성 과정의 핵심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Lakoff &

Núñez, 2000; Wheeler, 2005).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체의 움직임과 지

각 작용이 서로 분리된 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함께 이루어지

며, 그것이 앎과 의미 형성 과정의 핵심이라는 점에 있다(Gibson, 1986;

Husserl, 1970; Sheets-Johnstone, 1990, 1999).

이 관점에서, 지각은 개별적 주체가 혼자 떠맡는 활동이 아니다. 나의

지각은 타인의 신체적 참여 및 개입과 함께 집단적인 지각으로 나타나게

된다(Merleau-Ponty, 1962; Sartre, 1956). 이러한 집단적인 지각의 중요

성은 교육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가령, 발달론적 관점에서, 학습자가

활동의 목적이 되는 대상에 관한 지각을 조우하는 과정은 행위자의 신체

행위를 수반하는 타자와의 공동 주의(joint attention)를 통해 이루어진다

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Gallgher, 2011; Gallagher & Zahavi, 2008;

Tomasello & Carpenter, 2007).

최근 수학교육에서도 이 체화된 인지 관점을 수용하면서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다(Radford, Edwards, & Arzarello, 2009; Radford, Schubring,

& Seeger, 2011). 특히, 집단적 인지와 관련하여 수학교육 연구는 다음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제스처, 다이어그램, 컴퍼스나 계산기 등의 인공물

과 같은 여러 기호적 수단을 이용한 감각적 행위를 수학적 인지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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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받아들인다(Arzarello & Sabena, 2011; Radford, 2009; Seeger,

2011). 다시 말해, 제스처를 비롯한 신체적 행위, 그리고 다이어그램이나

인공물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감각적 행위가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수

학적 사고의 ‘재-현(re-present)’이 아니라, 수학적 활동이 일어나는 전체

맥락 속에서 그 자체로 의미를 품은 인지 과정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특히, 신체의 움직임은 주의의 전환, 지각의 전환과 함께, 수학적 개념을

인식하는 앎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Nemirovsky

& Borba, 2003).

둘째, 최근 이루어지는 수학교육 연구에서는 지각을 포함한 수학적 인

지가 외부와 분리된 개인의 정신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같은

수학 활동에 참여하는 여러 행위자의 감각적 행위를 매개로 하여 집단적

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Nemirovsky & Ferrara, 2009;

Radford, 2014; Radford & Roth, 2011; Shvarts, 2018; Towers &

Martin, 2015). 특히, 여러 행위자의 신체적 행위가 서로 긴밀히 조정되

는 활동이 집단적 인지의 핵심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Radford & Roth(2011)는 일찍이 Vygotsky(1986)가 강

조하였던 타인을 향한 의식(consciousness-for-others)과 나 자신을 향하

는 의식(consciousness-for-myself)의 불가분성(inseparability)을 언급하

고 있다. 여기서 의식은 세계나 신체와 유리된 정신이 아니라, 여러 행위

자가 참여하고 공유하는 세계에 관한 주관적 반성으로 여겨진다

(Radford, 2014). 그렇기에 나의 지각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타인의 감각

적 행위는 나 자신에 관한 의식과 분리되지 않은 채 나의 의식을 구성하

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의식의 불가분성은 이전에 지적한 지각

의 집단적인 성격과도 상통하는 것이다.

앞에서 제스처, 말, 다이어그래밍 행위, 인공물 조작 등이 그 자체로

인지 과정의 일부를 이룬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는데, 타인의 제스처, 단어

사용, 다이어그래밍 행위 등에 대한 의식이 나에 대한 의식과 분리되지

않는다면, 타인의 감각적 행위는 그 자체로 나의 수학적 인지의 일부로

서 작용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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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4]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지각 전환 과정(Radford, 2013, p. 36)

이를 바탕으로 Radford & Roth(2011)와 Shvarts(2018)는 학습자의

지각이 전환되는 과정이 활동에 참여하는 여러 행위자의 감각적 행위의

조정을 매개로 하여 집단적으로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학생

들의 개념적 잠재력의 지평에서 암묵적인 형태”로 나타났던 새로운 수학

적 지각이, “집단적인 현상으로서의 사고가 나타나는 진정한 상호주관성

의 공간인 공동 행위의 공간에서 펼쳐지는 발화, 제스처, 응시, 행위, 상

호작용의 조정 그리고 점차 발달하는 복잡한 감각적 협응”을 통해 명료

화되고 의식화된다는 것이다(Radford & Roth, 2011, pp. 234-235).

[그림 Ⅱ-14]은 교사와 여러 학생이 함께 이라는 수학적 구조를

인식해 나가는 교수-학습 과정을 나타낸 그림이다. 이 사례에서 컵과 컵

의 옆에 놓인 칩의 배열,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구별되는 칩, 칩을 2개씩

뛰어 세기를 하는 교사의 제스처와 발화의 리듬 및 어조, 컵과 칩을 번

갈아가며 가리키는 손가락의 움직임, 교사의 행위를 바라보는 학습자의

시선 및 학습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시선 교환, 학생이 나누는 대화 그

리고 교사와 학생이 취하는 신체 자세 등은 서로 분리된 영역에서 일어

나는 감각적 행위가 아니다. 이 여러 감각적 행위는 같은 수학적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이의 의식에서 서로 긴밀히 조정되고, 또 서로 분리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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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공통 의식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행위이며, 이라는 새로운 수

학적 구조가 여러 학습자의 지각의 장에서 더 명시적으로, 동시에 더 두

드러지게 하는 집단적인 인지 과정의 일부인 것이다.

2.4. 요약 및 논의

지금까지 2절에서는 학습자의 지각 전환의 몇 가지 특징을 문헌 검토

를 통해 확인하였다. 살펴보았듯이, 학습자의 지각 전환을 포괄적으로 이

해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미시적인 지각 전환과 수학 학습 사이의 관

계, 지각 전환의 두 단계, 집단적인 지각 전환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포

괄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렇게 선행연구를 검토

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지각 전환을 설명하는 모델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가 따르는 존재론적/인식론적 배경인 포괄적 유물론은

기존의 인간중심적이고 언어 중심적인 수학교육연구가 다소 간과하였던

비-인간의 행위성을 모델에 반영할 수 있게 해준다. 먼저, 1절에서 확인

하였듯이, 포괄적 유물론은 인간 행위자뿐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적 물질의 집단적인 배열, 즉 배치가 재배열되면서 학습자의 지각

전환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에, 집단적인 지각

전환이라는 특징을 포괄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포괄적 유물론은 배치의 재배열과 함께 잠재적인 미세지각

이 현실화하고 기존의 지각 구조가 와해되는 순간이, 학습자가 기존의

규범, 습관, 접근에서 벗어나 인식틀의 확장이라는 사건을 겪게 되는 순

간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의 미시적인 지각 전환, 즉 학

습자가 새로운 지각 구조의 발생 과정에 놓여 새로운 수학적 의미를 탐

구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점과 상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포괄적 유물론은

미시적인 지각 전환이라는 특징을 포괄할 수 있다.

또한, 포괄적 유물론은 전-의식적인 미세지각으로부터 의식적이고 구

조적인 지각으로의 연속적인 발생 과정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정신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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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개념과 감각의 이원론에서 비롯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

재력도 지니고 있다.

결국, 포괄적 유물론은 학습자의 지각 전환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수학

교육 선행연구의 통찰을 포괄하는 동시에 이전까지의 연구가 간과하였던

물질의 행위성을 고려하며 학습자의 지각 전환을 설명할 수 있는 잠재력

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포괄적 유물론과 포스트휴머니즘의 관점을 따라 새로운 미세

지각이 현실화되며 기존의 지각 구조가 붕괴되는 단계와 미세지각이 구

조화되는 단계로 구성되는 순차적인 지각 전환 과정을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가 부족하고, 지각 전환을 설명하는 모델을 제안하거나 실제 과제

설계 및 수업 실행에서 배치의 재배열과 지각 전환을 어떻게 고려할 수

있는지를 다룬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포괄적 유물론의 관점에서 지각

전환의 세 가지 측면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설명하는 모델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배치의 재배열을 따라 학습자의 순차적인 지각 전환이 구체적

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수학 학습과 어떠한 관계가 있

는지에 관한 논의가 추가로 요구된다.

이에 3장에서는 포괄적 유물론과 포스트휴머니즘의 논의로부터 수학

학습 과정에서의 비언어적인 변화의 순간을 설명하는 잠정적인 배치 모

델을 이끌어낸 뒤, 학습 과정에서 기호의 작용과 미세지각의 역할을 다

루었던 Deleuze의 논의를 검토한다. Deleuze는 의식적인 지각 구조의 발

생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동시에 그 과정에서 작용하는 물질을 부각하

고 있기에, 기존의 현상학적 접근을 포괄하면서 동시에 비-인간 물질의

힘을 포착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점에서 Deleuze의 논의는 포괄적

유물론의 관점에서 학습자의 지각 전환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의 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잠정적인 배치 모델과 Deleuze의 논의를 종합하여 수학

교수-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지각 전환 과정을 설명하는 최

종적인 배치 모델을 도출하고, 이로부터 실제 수업에서 배치의 재배열과

지각 전환을 고려하는 실천적인 방법을 이끌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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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배치 모델에 기반한 수학 교수-학습

이 장에서는 연구문제 1에 최종적으로 답하기 위해, 앞서 정리하고 도

출한 포괄적 유물론의 존재-인식론적 입장 및 지각 전환의 세 가지 특

징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지각 전환을 설명할 수 있는 배치 모델을 제안

한다. 먼저 1절에서는 포스트휴머니즘과 포괄적 유물론의 배치 관련 논

의를 확인한 뒤 학습자의 비언어적인 변화를 설명하는 잠정적인 배치 모

델을 고려한다. 다음으로, 포괄적 유물론의 지각의 물질성 개념을 보완할

수 있는 Deleuze의 학습과 미세지각에 관한 논의를 검토한다. 그리고 미

세지각에 관한 Deleuze의 논의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지각 전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최종적인 배치 모델을 제시한다. 2절에서는 최종적인 배

치 모델을 바탕으로 수학 교수-학습의 실제에서 배치와 지각 전환을 어

떻게 고려할 수 있을지에 관한 실천적인 가능성을 모색한다.

1. 배치 모델

1절의 목적은 학습자의 지각 전환을 설명하는 배치 모델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델의 도출과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을 명확히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교실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관한 이해의 개선과 실제

의 개선을 동시에 목표로 한다. Prediger(2008)에 의하면, 이론적 모델이

나 틀은 현상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목적을 가지는 동시에 실제를 개선

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Lester(2005)는 이를 가리켜, 모델이 개선된

이해(improved understanding)와 개선된 실제(improved practice)의 측면

을 갖는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접근을 따라 본 연구는 문헌분석을 통

해 학습자의 지각 전환에 관한 설명 모델인 최종적인 배치 모델을 도출

하고, 이 모델로부터 지각 전환을 목표로 하는 수학 교수-학습의 가능성

을 탐색하여 실제의 개선을 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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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배치 모델의 범위를 학습자의 지각 전환

이라는 현상으로 명확히 설정하고자 한다. Schoenfeld(1998)에 의하면,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모델은 모델이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제시해야만 한다. 복잡다단한 교수-학습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교실 내

의 모든 요소를 모델에 반영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그 설명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Radford, 2008a). 예를 들어, 실제 교실에서 교

사의 의사 결정 과정은 분명 학생과의 의사소통에 의존하지만, 의사 결

정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학생에 대한 수많은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오

히려 모델의 설명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Schoenfeld, 1998).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학습자의 담론의 변화 과정을 자세

히 다루지 않는다. 여러 연구에 의해 수학적 의미 형성 과정에서 언어적

활동, 담론의 전개 과정의 중요성이 지적되었으나, 본 연구는 언어적 활

동과 구별되는 물질의 배치 형성 및 재배열과 그로 인한 학습자의 지각

전환에 주목한다. 이는 담론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이 아닌, 모델의 설

명력을 위해 배치 모델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시도로 여겨질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배치는 포괄적 유물론에서 부각하는

물질의 기계적 배치에 제한되며, 담론이나 언표적 배치로 표현되기 이전

의 차원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강조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배치 모델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실제는 지각 전환의 단

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Voutsina, Geroge, &

Jones, 2019). 다시 말해, 추상적 사고, 안정적인 지각 전환을 바탕으로

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학생보다는, 지각 전환의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de Freitas

& Sinclair(2014)가 말한 감각 정치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de

Freitas와 Sinclair는 물질 매체에 대한 촉각적인 조우를 통해 신체가 새

롭게 활성화되는 과정을 다루어 시각 장애와 청각 장애를 가진 학생의

실제 학습 개선을 위한 정치적인 변화를 이끌고자 하였다. 그들은 학교

수학에서 암묵적으로 특정한 감각 양식에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결과 교실에서 배제되어 온 학생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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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터치스크린과 같은 물질 매체의 중요성을 부각하였다. 본 연구도 이

와 유사한 맥락에서, 여태껏 추상적 사고를 강조하거나 언어 중심적인

접근 하에서 배제되어 온, 그래서 지각 전환을 위해 요구되는 섬세한 물

질 배치의 재배열 및 환경을 제공받지 못한 학생을 포괄하고자 하는 정

치적인 성격을 갖는다.

셋째, 배치 모델에서 제시하려는 지각 전환의 메커니즘과 관련하여,

모든 학생이 동일한 속도로, 동일한 경로를 거치며 지각 전환을 경험하

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실제로 학생의 수학 학습 과정을

바라보는 여러 접근은 이와 같은 학습의 개별적인 성격을 강조한다. 예

를 들어, 현실적 수학교육 이론은 모든 학생이 동일한 속도의, 동일한 경

로의 수평적 수학화와 수직적 수학화의 연쇄 과정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학습의 개인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정영옥, 이경

화, 나귀수, 2018). 본 연구의 배치 모델 역시 지각 전환 과정의 개인적

인 성격(Zagorianakos & Shvarts, 2015)을 반영하고 있다.

1.1. 배치 모델

1장에서 언급하였듯이, 배치란 여러 행위적 물질의 임시적인 구조적

배열이나 관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배치가 한 번 형성되면 특정한 습관,

의미체계를 따라 특정한 종류의 상호작용이 안정적으로 일어난다. 만약

배치에 새로운 물질이 연루 혹은 제거되거나 배치 내에서 새로운 물질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면, 물질들 사이의 관계는 불안정해지고 그 결과

배치는 재배열된다. 이러한 배치의 재배열은 기존의 습관과 의미체계를

따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던 상호작용의 붕괴, 언어적 활동의

변화로도 이어지는데, 새롭게 배열된 물질들 사이의 관계가 안정화되면

서 새로운 습관과 규범을 따르는 상호작용 및 언어적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Bennet, 2010; Ferrara & Ferrari, 2017; Nail, 2017).

특히, 특정한 물질이 배치 내에 새롭게 배열되어 결과적으로 배치가

나아가는 방향이나 배치의 효과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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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nett, 2010). Deleuze & Guattari(1987)는 이러한 물질을 배치의 변

환기(assemblage convertor)라 말한다. Serres(1982)는 이 배치의 변환기

가 배치에 새롭게 배열되면, “배치의 상태를 미분적으로 변화시킨다. 그

것은 배치를 기울인다. 그것은 에너지 분배의 평형 상태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그것은 배치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배치를 자극한다. 그것은

배치를 흥분시킨다. 종종 이러한 성향이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연쇄반응이나 재생 작용을 통해 거대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 (p. 191) 이는 어떠한 물질이 처음에는 여러 물질

의 배열을 매우 미세하게 변화시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결과적

으로 배치의 전면적인 재배열로 이어지며 이전과는 다른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치의 재배열과 관련하여, Bennett(2010)과 Nail(2017)로부터

배치가 재배열되는 몇 가지 방식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이미 형성된 여러 물질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재생산하는 방식이 있다.

이러한 재배열 방식 아래서는 이전까지 반복되던 표상, 규칙, 습관 등이

유지된다. 다음으로 이전의 관계를 재생산하지는 않으나 새로운 관계의

형성으로는 완전히 재배열되지 않는 방식이 있다. 이러한 재배열은 애매

모호한 변화를 수반하며, 이전의 질서나 규칙 및 습관을 붕괴시키는 재

배열로 여겨질 수 있다. 이러한 재배열 방식은 아직 새로운 질서를 동반

하지 않으며 그 결과 파편화된 부분들을 낳는다. 즉, 혼란스럽고 정합적

이지 않은 물질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완전히 새로운

물질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는 방식이 있다. 이러한 재배열은 새로운 주

체-대상 관계를 낳으며, 완전히 새로운 관계와 질서를 형성하기에 매우

창조적인 과정으로 여겨진다.

결국, 배치의 재배열 방식을 기존의 표상, 질서, 습관을 반복하는 재배

열, 배치를 불안정하게 하여 애매모호한 변화를 야기하고 이전까지 반복

되던 표상, 질서, 습관을 붕괴시키기 시작하는 재배열, 새로운 표상, 질

서, 습관의 정립과 안정적인 주체-대상 구도로 이어지는 재배열로 구별

해볼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배치의 재배열이 미세한 물질의 개입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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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세한 물질의 움직임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포괄적 유물론은 학습자가 기존의 접근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학적

의미를 다루기 시작하는 순간을 이와 같은 배치의 재배열 과정을 통해

바라본다(de Freitas & Sinclair, 2014). 즉, 교사의 신체, 학생의 신체, 컴

퍼스, 계산기와 같은 여러 물질의 관계가 형성되고 다시 재배열되는 과

정이 곧 학습자가 기존의 의미체계 내에서 반복되던 표상이나 습관, 규

범 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미로 나아가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의 언어 사용 방식과 습관적 움직임의 패턴은 변화하게

된다(Ferrara & Ferrari, 2017; Moon & Lee, 2020). 이를 앞서 정리한

배치의 재배열과 연결시켜 생각해보면, 학습자의 수학 교수-학습 과정에

서 나타나는 변화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범주로 구별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기존의 의미체계에 종속된 언어 사용과 습관적 움직임이 반복되

는 재배열로서의 교수-학습 단계가 나타난다(이하, 재배열 1). 이 단계는

학생이 표면적인 변화를 노출하지 않는 단계이다. 예를 들어, 사각형의

개수에만 주목하는 습관을 체화한 학생이 네 부분으로 등분할된 정사각

형 그림과 새로운 구조적 배열을 이룬다고 하여도, 정사각형의 등분할된

부분들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채 여전히 사각형의 개수에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학생은 ‘큰 정사각형 안에 있는 4개의

작은 정사각형들’과 같이 사각형의 개수와 관련된 언어 사용 패턴을 반

복할 수도 있다.

둘째, 학생의 애매모호한 변화를 촉진하고 기존의 의미체계 내에서 반

복되던 언어 사용 방식과 습관적 움직임을 와해시키는 재배열로서의 교

수-학습 단계가 가능하다(이하, 재배열 2). 이 단계는 배치의 본격적인

재배열과 함께 학습자의 변화가 시작되는 단계로, 학생이 기존의 의미체

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미로 나아가게 되는 시점으로 간주될 수 있다.

가령, 정사각형의 1/4에 해당하는 부분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으나, 전

체가 작은 사각형 세 부분으로 나뉜 정사각형 그림과 학생이 새롭게 공

간적 배열을 이루었을 때, 그림과 함께 나타나는 학생의 습관적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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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언어 사용 방식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그림 Ⅱ-13] 참고). 또한

이러한 변화는 학생에게 명료하게 인식되지 않은 채 애매모호하게 이루

어질 수 있기에, 학생에게 크고 작은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그림에 오류가 있다는 반응을 보이거나 서로

모순되는 두 반응을 동시에 노출하기도 한다(문성재, 이경화, 2017).

셋째, 기존의 의미체계로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언어 사용 방식과 습

관적 움직임이 정립되는 재배열로서의 교수-학습 단계가 나타날 수 있

다(이하, 재배열 3). 이 단계는 배치의 재배열이 마무리되는 단계이며, 하

나의 학습 과정이 마무리되는 단계로 여겨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각형

그림과 교사와의 공동 행위가 이루어지면서 학습자의 새로운 습관적 움

직임과 등분할과 관련된 언어 사용 방식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여기서 학생은 자신에게 나타난 변화를 확실히 인식하고 여러

기호를 통해 드러낼 수 있기에, 학생의 혼란은 줄어들게 된다.

새로운 물질의 개입이나 제거, 그리고 새로운 물질의 움직임에 의해

나타나는 배치의 재배열이 미리 결정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Bennett, 2010; Ferrara & Ferrari,

2017). 배치의 재배열과 그로 인한 변화는 교사나 학생의 의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계론적 방식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에 배치의 재배열이 일어나는 시점 그리고 교수-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시점이나 양상은 예상할 수 없다. 배치의 재배열에 따

라 나타나는 효과는 오직 그 효과가 창발한 이후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에, 교사는 학생의 신체적 습관의 변화 혹은 언어 사용의 변화를 관

찰하고 나서야 비로소 어떠한 종류의 배치의 재배열이 나타났는지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1.1절에서는 배치의 재배열에 따라 나타나는 수학 교수-학습 과정에

서 학습자가 새로운 수학적 의미를 다루게 되는 변화의 순간을 설명하는

잠정적인 배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8)

8) 여기서 잠정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본 연구의 최종적인 목적이 학습

자의 지각 전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1.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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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배치 모델은 배치의 재배열 과정에서 학습자에

게 나타나는 변화로부터 수학 교수-학습이 진행되는 양상을 추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앞선 논의로부터 배치 모델과 관련한 주요

핵심어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이 핵심어는 특정

이론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라기보다는, 여러 연구의 통찰을 종합하

여 현상을 설명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때 필요한 메타-언어

(meta-language)라 할 수 있다(Radford, 2008a).

먼저, 수업 상황에서 학생은 교사의 신체, 학생의 신체, 과제, 기타 인

공물을 포함한 특정한 물질들의 배치에 속하게 된다. 2장에서 논의한 내

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배치 모델에서 배치라는 용어를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배치 : 특정한 상호작용을 어느 정도 유지하게 하는 여러 인간과

비인간 물질 사이의 임시적인 구조적 배열.

배치는 여러 물질의 개입, 제거 등으로 인해 재배열되고, 이 과정에서

학습자의 비언어적인 변화가 촉진된다. 이를 고려하며 본 연구는 배치

모델에서 배치의 재배열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사용하려 한

다.

배치의 재배열 : 수학 교수-학습에서 나타나는 교사의 행위, 학생

의 행위, 여러 비인간 물질의 개입 및 제거를 통해 이루어지는 인

간과 비인간 사이의 구조적인 배열의 변화.

앞서 논의하였듯이 배치의 재배열을 따라 나타나는 학생의 변화로부

터 배치의 재배열이 어떠한 양상으로 이루어지는지, 어떠한 수학 교수-

에서는 학습자의 비언어적인 변화에 대한 잠정적인 모델을 도출하고, 이후 1.2

절에서 지각 전환을 다루는 추가적인 문헌 분석을 거쳐, 1.3절에서 지각 전환

과정을 설명하는 최종적인 배치 모델을 제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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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배치 모델은 학생의 습관적 움직임의 변화, 언어 사용의 변화, 혼란

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확인하여 배치의 재배열 및 수학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표 Ⅲ-1> 학생의 변화와 배치의 재배열

습관적 움직임 변화 언어 사용 변화 혼란

재배열 1
변화가 관찰되지

않음

변화가 관찰되지

않음

혼란이 관찰되지

않음

재배열 2
습관적 움직임의

와해가 나타남

언어 사용 방식의

와해가 나타남

비정합적인 행위

및 혼란이 관찰됨

재배열 3
새로운 습관적

움직임의 안정화

새로운 언어

사용의 안정화
혼란의 감소

배치 모델은 수학 교수-학습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변화를 세 가지

범주의 배치의 재배열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배치의 효과

가 교사의 신체, 학습자의 신체와 기타 물질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 집단

적인 배열을 이룰 때 비로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치 모

델에서 교수와 학습이 서로 분리된 과정이 아니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

다. 가령, 배치 내에서 교사의 신체적 움직임은 배치의 재배열을 촉진하

여 새로운 수학적 의미를 학생에게 드러내는 교수 행위이면서 동시에 학

습이 진행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배치 모델을 이용할

때 교수와 학습을 하이픈으로 함께 묶어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

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배치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배치 모델 : 수학 교수-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비언어적

인 변화를 배치의 재배열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서 설명하는 교수

-학습 모델.

이상의 배치 모델을 도식화하여 나타내면 다음 [그림 Ⅲ-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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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배치의 재배열과 수학 교수-학습

여러 논의를 거쳐 수학 교수-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비언

어적인 변화에 관한 배치 모델을 도출하였으나, 아직 이 모델은 학습자

의 지각 전환을 설명하는 최종적인 모델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Deleuze의 학습과 미세지각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여 포괄적 유물론의 관

점에서 학습자의 순차적인 지각 전환을 설명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이번 1.1절에서 도출한 배치 모델에 수용하여 학습자

의 지각 전환을 설명하는 배치 모델을 최종적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1.2. Deleuze와 지각 전환9)

1.2.1. Deleuze 논의의 도입 배경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배치 모델은 기존 수학교육연구에서 제

시한 지각 전환의 세 가지 특징을 반영하는 동시에, 지각 전환 과정에서

작용하는 비-인간 물질의 힘을 포착하고 설명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Prediger, Bikner-Ahsbahs, & Arzarello(2008)와 Radford(2008a)에 의하

면, 상이한 원리를 배경으로 하는 여러 연구를 종합할 때는 그 원리들

사이의 유사성이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9) 이 절의 내용은 Moon & Lee(2020)를 요약 및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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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모델의 이론적 바탕이 되는 Deleuze의 지각 논의 그리고 지각 전환

에 관한 기존 수학교육연구의 원리 사이의 유사성을 지적하고, Deleuze

의 논의가 포괄적 유물론의 관점에서 기존의 관점을 포괄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존의 여러 수학교육연구는 이원론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각에 관한 현상학적 접근을 수용하고 있다. 여

기서의 핵심은 개념화 과정에서 새로운 지각 구조, 표상이 전-의식적이

고 암묵적인 지각 작용으로부터 어떻게 비자발적이고 수동적으로 발생하

는지에 놓여있다(Roth, 2011c). 후기 Husserl이나 Merleau-Ponty 등의

초월론적 현상학은 인간의 정신이 표상을 구성해낸다는 Kant식 접근과

달리, 인간의 신체가 언제나 무의식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사회-문화적인

지각이 신체의 움직임과 함께 수동적으로 두드러지며 의식적이고 구조적

인 지각 구조와 표상으로서 발생하는 과정을 조명하고 있다(Hughes,

2008). 수학교육연구에서 이러한 신체의 움직임은 학습자의 능동적이고

의식적인 움직임이 아닌, 교사와의 공동 행위(Radford & Roth, 2011) 혹

은 자기-촉발적인 살의 움직임(Thom & Roth, 2011)으로 다뤄지고 있다.

여러 연구는 위와 같은 지각에 관한 현상학적 접근과 Deleuze의 접근

사이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Hughes, 2008, 2009; Lawlor, 1998; 서동

교, 2018). 특히, Hughes(2008, 2009)는 Deleuze가 지각에 관한 초월론적

현상학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Deleuze는 표상의

발생을 중요히 다루고 있는데, Deleuze의 논의에서는 인간의 신체가 언

제나 감각하고 있는 무의식적인 미세지각이 두드러지며 의식적이고 구조

적인 표상으로 나아가는 수동적인 발생과 종합의 과정이 강조되고 있다

(성기현, 2017; Hughes, 2008, 2009).

물론 지각에 대한 Deleuze의 논의가 현상학적 접근과 완전히 일치한

다고 말할 수는 없다. Deleuze는 지각에 관한 현상학적 접근이 비록

Kant식 접근에서 나아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주체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

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한다(서동교, 2018). 실제로 현상학적 접

근을 취하는 수학교육연구에서 지각의 발생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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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de Freitas & Sinclair, 2012).

이와 달리 Deleuze에게 비자발적이고 수동적인 지각의 종합 과정을 촉발

하는 것은 인간과 비-인간을 모두 포함한 물질 일반이다(성기현, 2017;

Moon & Lee, 2020). 즉, Deleuze의 지각 논의는 기존의 현상학적 접근

을 수용하고 계승하는 동시에, 물질 일반의 역할을 강조하며 그것을 확

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들뢰즈의 지각에 관한 논의는 기존의 수학교육연구의

논의를 포괄하면서 동시에 유물론적 관점에서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실제로 포괄적 유물론은 지각에 관한 Deleuze적 접근을 수용하며

기존의 연구를 포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de Freitas & Sinclair,

2014; Moon & Lee,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수학교육 연구의

통찰을 수용하고, 포괄적 유물론적 관점에서 학습자의 지각 전환을 설명

하는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Deleuze의 지각 논의를 수용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Moon & Lee(2020)의 접근을 따라, Deleuze가 학습에서

강조한 기호와의 조우를 통한 지각의 발생 과정을 주로 다루고자 한다.

1.2.2. 미세지각과 학습에 대한 Deleuze의 논의

일반적으로 기호는 수학적 의미 형성 과정에서 매우 결정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이에 대해 Radford, Schubring, & Seeger(2011)은 수학은 본

연적으로 상징적 활동이기에, 기호와 의미의 관계를 탐구하는 일은 수학

교수-학습 과정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라 주장하였다. 특히, 최근

에는 수학 의미 형성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기호에 관한 Peirce의 논의

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Radford, Schubring, & Seeger, 2011).

Deleuze 역시 학습을 논의하며 기호와 의미 사이의 관계에 주목한다.

하지만 Deleuze는 일반적으로 수학교육 연구에서 수용하는 Peirce의 세

가지 기호 분류 방식만이 아닌 그의 독특한 존재론까지도 온전히 받아들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Radford(2008b)는 Peirce의 주장 중

지각과 다이어그래밍 행위에 특히 주목하면서, 물질성을 간과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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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irce의 입장을 통해 ‘사회-문화적인’ 관점을 정립하는데 머물렀다. 하

지만 Deleuze가 말하는 기호는 기존의 의미체계나 맥락 안에서 작동하는

언어적 기호가 아니며 비-표상적인 물질성을 갖는다는 점에 주목해야만

한다(Deleuze, 1994).

Deleuze는 학습을 기호와 마주치는 과정으로 규정하며, 학습 과정에서

기호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Deleuze, 1993). Deleuze가 말하는 기호는

“자연이나 정신의 어떤 역량을 구현(incarnate)하고 있는” 물질이다

(Deleuze, 1994, p. 22-23). Delueze(1994)는 기호가 한편으로는 생산적인

비대칭을 표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비대칭을 소멸시키는 역량을 가

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기호는 기존의 차이를 소멸시키면서

동시에 새로운 차이를 생성해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Deleuze에게 모든 지각 작용은 비대칭적인 강도의 차이를 전제한다

(Deleuze, 1994). 즉, 기존의 차이가 소멸하고 새로운 차이가 생성된다는

것은, 그 차이에 대한 기존의 지각이 새로운 차이에 대한 새로운 지각으

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Deleuze가 말하는 기

호는 학습자의 기존의 지각을 와해 및 붕괴시키고 새로운 지각을 형성하

게 하는 물질이자 계기이다.

Deleuze는 이러한 기호의 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각의 전환 과정

을 Leibniz의 거시지각(macro-perception)과 미세지각(micro-perception)

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미세 지각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 나는 우리가 해변에 있을 때 덮쳐오

는 파도 소리나 바다 소리를 예로 들곤 한다. ... 이 파도 소리를 듣고자 한다

면,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을, 다시 말해 파도가 일으키는 소리들 하나하나

를 들어야 한다. 각각의 작은 소리가 다른 모든 소리들과의 혼잡한 결합 속

에서만 파악될 수 있다 하더라도 말이다. ... (미세) 지각들은 미약하지만, 우

리는 ... 각각의 소리를 일부이나마 지각하는 것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다면

수만의 파도들에 대한 지각(의식적 지각)도 존재할 수 없는데, 수만의 무가

무언가를 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Leibniz, 1996,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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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bniz(1996)에 의하면, 우리가 듣는 파도 소리는 파도를 구성하는 각

부분의 작은 소리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드러나는 전체적이고 구조

적인 지각이다. 우리는 그러한 작은 소리들을 의식적으로 들을 수 없으

나 무의식적으로는 지각하고 있으며, 그러한 무의식적인 잠재적인 지각

의 결과로 전체 파도 소리를 의식적으로 지각할 수 있다. 만약 각각의

작은 소리들이 맺는 관계가 변화하게 되면, 우리가 의식하는 전체 파도

소리는 달라진다.

Deleuze는 미세지각과 거시지각의 관계와 관련하여 Leibniz(1996)가

제시한 색의 사례 역시 언급하고 있다. [그림 Ⅲ-2]의 왼쪽 그림에서 노

랑과 파랑은 각각 의식적으로 감각된다. 두 가지 색이 섞여 녹색이라는

새로운 의식적 지각이 나타났을 때, 노랑과 파랑에 대한 지각이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할 수 없다. 녹색이 지각되는 상황에서도 노랑과 파랑은

의식적으로는 지각되지 않지만, 분명 무의식적으로 지각되고 있으며, 그

둘 사이의 관계가 변화하면서 녹색이라는 새로운 구조가 의식되기 시작

한 것이다(Deleuze, 1993).

[그림 Ⅲ-2] 색과 미세지각(김재춘, 배지현, 2016, p. 93)

이 사례들로부터 거시지각과 미세지각의 의미를 명료히 정리할 수 있

다. 거시지각이란 우리가 평상시 의식할 수 있는 명석한 지각이다. 이 지

각은 다소 안정적이고 고정된 패턴이나 습관을 따르는 구조적인 지각이

라 할 수 있다. 미세지각은 학습자가 평소에 의식할 수 없을 정도의 작

은 차이, 즉 미세한 강도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 Deleuze에 따르면 우

리의 신체는 언제나 감각적인 환경에 연루되어 거대하거나 미세한 다양

한 규모의 지각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Deleuze의 접근은 단순히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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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대한 다중 양식적 정보를 종합하는 개별적 신체를 전제하는 이론

이 아니라, 감각(sensation)과 의미(sense)를 생태학적으로 연구하는 편

재하는 감각(ubiquitous sensation)에 관한 이론과 연결된다(de Freitas,

Ferrara, & Ferrari, 2019).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접근에 더해, 미세

지각은 학습자의 의식 안에서 구조화되지 않은 미세한 강도에 대한 잠재

적인 지각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우리의 신체는 언제나 미세지각을 무

의식적으로 자각하고 있다는 Deleuze의 통찰을 수용한다(Deleuze, 1993).

Deleuze는 거시지각은 고정된 지각 작용이 아닌, 여러 미세지각 사이

의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임시적인 지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Deleuze, 1993). 즉, 거시지각은 여러 미세지각 사이의 관계를 통해 형성

되는 구조적인 지각이며, 기호의 작용을 통해 이 미세지각들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그것이 학습자의 의식의 문턱을 넘는 순간 학습자의 이

전까지의 거시지각은 와해되고 새로운 거시지각이 탄생하게 된다. 다시

말해, 무수히 많은 미세지각이 이전 거시지각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다음

거시지각을 예비하게 되는 것이다(Deleuze, 1993). 그리고 미세지각 사이

의 새로운 관계가 의식의 문턱을 넘는 순간은, 여러 미세지각 간 관계에

대한 학습자의 주의가 새롭게 형성되는 순간으로 여겨질 수 있다(Jolley,

2005).

거시지각은 구조적이며 의식적인 지각이기에 명석하고 판명하다. 이에

반해 미세지각은 학습자가 의식할 수 없었던 작은 차이에 대한 잠재적인

지각이기에 애매하고 모호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학습자는 미세지각에

대한 정확한 표상을 형성할 수 없다. 그래서 기호와 조우하여 잠재적인

미세지각이 현실화되어 학습자의 지각 구조가 붕괴하게 되면, 학습자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고 애매모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새로운 미세지각의 현실화가 학습에서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전까지 유지되던 패턴과 습관을 따르는 거시지각 하에서, 학습자

는 거시지각을 통해 형성한 표상과 대상에 대한 고정된 기존의 의미를

재인식(recognize)하고 모방할 수밖에 없다(Deleuze, 2000). 만약 기호의

작용을 통해 학습자의 거시지각이 붕괴하여 새로운 미세지각을 느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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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면, 그는 기존의 의미체계로 다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기존의

인식틀을 포기하고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낼 수 있게 된다. 즉, 미세지각

의 현실화는 학습자를 안정된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벗어나게 하여 “사분

오열의 상태에 빠지게 하고” “신체와 언어의 변형을 요구하는” 학습 상

황에 놓이도록 한다. (Deleuze, 1994, p. 192) 이러한 상황에서 학습자는

의식적이고 통일된 사유나 행위를 수행할 수 없으며 혼란에 빠져 정합적

이지 않은 행위를 수행하게 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야말로 학습자는 고

정적이고 명시적인 의미작용(signification)을 재인식하는 것에서 벗어나,

기존의 개념체계로 포섭할 수 없는 새로운 차이에 대한 의미(sense)를

생성해낼 수 있게 된다(Deleuze, 2000). 즉, 미세지각의 현실화는 새로운

의미 탐구를 가능하게 하는 계기로서 작용한다.

김재춘과 배지현(2016)은 기호와의 조우를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 과정

을 이해하기 위한 사례로, 떡갈나무에 관한 학습을 제시하고 있다. 떡갈

나무에 관한 전형적인 학습은 교재에 제시된 나무의 사진을 보고 그 나

무를 설명하는 기존의 의미를 단순히 암기하고 반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떡갈나무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떡갈나무를 실제로 접하면서 이것이 주는 차이적인 감응에 우연하게 맞닥뜨

리고 이것이 촉발하는 낯선 느낌을 따라 탐구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

다. 떡갈나무의 모양, 색깔, 거칠기, 열매 상태, 다른 나무와의 생태적 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특이한 것으로 다가올 때 … 떡갈나무가 던지는 강도적 자

극, 어떤 낯설고 이질적이며 혼돈스러운 느낌을 체험할 수 있을 때에만 기호

에 대한 다질적인 응답 역시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배움의 경험을 통해서

학습자는 나무를 감각하거나 인식하는 것에 관한 미세한 차이를 창조할 수

있게 된다. (김재춘, 배지현, 2016, p. 147)

위 사례를 통해 김재춘과 배지현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떡갈나무에

관한 기존의 표상과 그에 대한 의미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인

식틀 내에서 지각할 수 없는 기호, 즉 나무에 관한 미세지각을 형성하고

이를 새로운 언어로 포착하여 드러내는 것이 곧 학습이라는 것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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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말해, Deleuze의 관점에서 학습이란 기호와의 만남을 통해 미세지각

이 현실화되어 “기존의 개념 체계가 붕괴되는 와해의 운동”이 일어난 뒤

생기는 “이질적이고 낯선 느낌을 특정한 방식으로 의식하고 의미를 부여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여겨질 수 있다(김재춘, 배지현, 2016, pp.

144-145).

이러한 점에서 Deleuze가 말하는 기호는 Peirce가 말하는 기호와 공명

한다(노정원, 2017). Peirce는 기표와 기의 사이의 관계에 따라 기호를

도상(icon), 상징(symbol), 지표(index)로 구별하였다(Peirce, 1991). 도상

적 기호는 기표와 기의 사이의 물리적 유사성(resemblance)이 있는 경우

이고, 상징적 기호는 대수적 기호와 같이 기표와 기의를 관계짓는 관습

(convention)이 있는 경우이며, 지표적 기호는 기호와 기의 사이에 물리

적인 연결이 있는 경우이다.

Sinclair & de Freitas(2014)에 의하면 지표적 기호는 다른 기호와 구

별되는 독특한 측면이 있는데, 바로 지표적 기호가 물질적 움직임의 흔

적을 수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칠판 위에 분필로 그린 평행사

변형은 평행사변형의 플라톤적 개념을 나타내는 도상이기도 하지만, 분

필의 이전의 움직임을 가리키는 지표적 기호로도 여겨질 수 있다. 즉, 그

기호는 수학적 활동에서 나타난 물질의 움직임의 자취를 간직하고 있으

며, 이러한 점에서 Châtelet(2000)가 말하는 제스처-다이어그램과도 상통

한다.10) 결국, 기호는 수학적 활동에서의 물질적 조우를 드러내며, 단순

히 비물질적인 개념을 지칭하는 것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이러한 물질적

움직임과 지표적 기호는 특정 수학 활동에서, 이전의 지각적 관습을 붕

괴시키고, 언어적 의미를 모호하게 하며, 의미체계의 영역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Sinclair & de Freitas, 2014).

결국, Peirce가 그러했듯이, Deleuze가 기호 개념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기호가 이전의 의미체계에 제한되지 않는 비결정적이고 비표

상적인 물질이고, 기존의 지각적 습관을 붕괴시키고 새로운 지각 구조를

10) Sinclair & de Freitas(2014)는 Peirce의 지표적 기호가 가지는 이러한 측면이 주

로 언어적 잠재력에 주목한 이전까지의 수학교육 연구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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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게 만들며, 그것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드러내는 힘을 가진다는

점이다.

이렇게 학습자와 기호와의 만남을 통해 지각이 전환되는 과정은 학습

자가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으로 여겨질 수 없다. Deleuze는 교수-학

습 과정이 비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감각적 기호는 우리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그것은 기억을 동원하고 영혼을

움직이게 한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영혼이 사유를 움직이게 하고 사유에다

감성이 당하는 압박을 전해준다. 그리고는 마치 본질이 사유되어야 하는 유

일한 것인 듯이 사유에게 본질에 대해 사유하도록 강요한다. 이때 능력들은

초월적 실행을 하게 된다. 이 실행 속에서 각각의 능력(기호를 포착하는 감

성, 기호를 해석하는 영혼과 기억, 본질에 대해 생각하도록 강요된 사유)은

자신의 고유한 한계에 직면하고 거기에 도달한다. (Deleuze, 2000, p. 123, 성

기현, 2017, p. 77에서 재인용)

기호는 학습자의 신체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감각적 자극을 가하며 강

제적으로 기억을 동원하고 사유가 진행되도록 하는 물질이다. Deleuze는

이렇게 기호가 기존의 거시지각을 와해시키고 미세지각 사이의 새로운

관계가 현실화되도록 하는 과정을 가리켜 “불법 침입, 폭력, 적” 또는

“적의의 발톱”에 의해 야기된 사유라고 표현하며, 지각 전환의 비자발성

을 강조하고 있다. (Deleuze, 1994, p. 139)

이렇게 기호가 강제적으로 학습자의 몸에 새로운 미세지각을 형성하

게 한다는 점은, 교수-학습에서 나타나는 지각의 전환 과정에서 교사나

학생의 몸만이 아닌, 그 과정에 개입하는 기호의 힘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교수-학습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교사,

학습자의 신체와 기호를 비롯한 여러 물질이 이루는 집단적인 몸, 즉 배

치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이 Deleuze의 학습에 대한

논의가 Piaget의 입장과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Roth(2011a)에 의하면, Piaget는 구조가 자족적(self-sufficient)인 정신

의 조직화 활동의 결과라고 보았고, 인지에 대한 이원론적 개념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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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 특히 지각이 강제적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포착하지 못했다.

Deleuze의 비이원론적 관점은 인간의 몸과 비인간의 몸이 조우하면서 나

타나는 지각의 전환을 설명하고 있으며, 물질의 힘을 통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 과정에 주목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별 카운터들을 다루던 학습자가 직사각형 배열이

라는 새로운 물질과 조우하는 과정은 개별 카운터들과 학습자의 배치가

직사각형 배열과 학습자의 배치로 재배열되고 전환되는 과정으로 이해되

고, 이는 다시 개별 카운터에 주목하던 학습자의 지각이 붕괴하고 합성

단위에 대한 미세지각이 새롭게 구조화되는 사고의 변화 과정으로서 간

주할 수 있다. 개별 카운터에 대한 표상만을 바라보는 학습자는 단순히

카운터를 하나씩 세어나가면서 이전까지 알고 있던 덧셈적 사고만을 반

복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습자가 × 직사각형 배열과 조우하여

개별 카운터에 더는 주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카운터를 하나씩 세어나

가는 기존의 습관으로는 적절히 다룰 수 없는 새로운 문제의 장이 학습

자의 앞에 펼쳐지게 된다. 그리고 카운터 4개라는 묶음에 안정적으로 주

목할 때 비로소 학습자는 뛰어 세기에 성공하며 곱셈적 사고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학습자의 지각 변화를 이끈 배치 내의 물

질 요소인 직사각형 배열을 기호로 간주할 수 있다.

결국, Deleuze의 관점을 따르면, 교실 내에서 수학 교수-학습이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기호의 작용을 통한 미세지각의 현실화 과정과 구조화

과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물질과의 배치가 형성

되어 미세지각이 새롭게 드러나고 그에 관한 새로운 거시지각이 형성되

어야만 새로운 방식으로 개념을 지각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Deleuze, 1994, 2000; de Freitas, 2016a).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거시지각과 미세지각을 특징지을 수 있는 요

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거시지각은 구조적인 지각으로, 학습자

가 따르는 기존의 패턴과 습관 혹은 의미체계를 따라 이루어진다. 미세

지각은 비구조적인 지각으로, 학습자의 이전까지의 구조적인 지각을 와

해시키는 지각이며 학습자가 따르는 기존의 패턴과 신체적 습관을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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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지각이다. 다음으로 거시지각은 학습자가 의식하고 주의를 기울

일 수 있는 지각이고, 미세지각은 학습자가 의식할 수 없는 작은 부분에

대한 무의식적인 잠재적인 지각이다.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거시지각

과 미세지각을 특징화하여 표로 나타내면 <표 Ⅲ-2>과 같다.

<표 Ⅲ-2> 거시지각과 미세지각의 특징화

거시지각 미세지각

구조적/비구조적 구조적인 지각 비구조적인 지각

의식적/무의식적 의식할 수 있는 지각 무의식적인 지각

습관적/비습관적
신체적 습관을 따라

이루어지는 지각

신체적 습관에서

벗어나는 지각

다음 절에서는 1.1절에서 검토한 수학 교수-학습 과정에 대한 잠정적

인 배치 모델과 1.2절에서 검토한 미세지각과 학습에 관한 Deleuze의 논

의에 기반하여, 포괄적 유물론의 관점을 따라 수학 교수-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지각 전환 과정을 설명하는 최종적인 배치 모델을 도

출한다.

1.3. 지각 전환과 배치 모델

Deleuze의 미세지각과 학습에 관한 논의는 수학 교실에서 일어나는

학습자의 지각 전환을 설명할 잠재력이 있다. 하지만 기호라는 개념은

기호가 마치 다른 물질과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하나의 물질이라는 인상

을 줄 수 있다. 실제 Deleuze(1993, 1994)는 지각의 전환이 여러 물질로

구성된 배치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앞서 인용

한 Leibniz의 파도 소리의 사례를 배치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

이 해석할 수 있다.

우리가 듣는 파도 소리, 즉 거시지각은 물방울과 모래 알갱이 등으로

부터 유래하는 수많은 작은 소리 사이의 특수한 결합, 즉 배치의 효과이

다. 우리는 각각의 작은 소리를 의식적으로 들을 수 없지만, 그것들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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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간의 신체는 그것을 암묵적으로 지

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 암묵적인 잠재적 지각, 수많은 작은 소리가 곧

미세지각이다. 만약 각 물질적 요소가 이루는 배치가 변화한다면, 그로

인해 각각의 작은 소리 사이의 관계가 변화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들리

는 이전의 파도 소리는 와해되어 사라지고, 새로운 지각 구조, 즉 거시지

각이 나타나게 되어 새로운 파도 소리가 들리게 된다. 인간의 몸과 여러

물질이 이루는 배치가 재배열되는 과정에서 배치에 속한 인간의 지각 역

시 전환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지각의 전환은 인간의 신체와 다

양한 물질의 배치가 재배열되는 과정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Deleuze가 언급한 미세지각의 현실화

및 구조화 과정을 앞서 도출한 배치 모델의 재배열과 연결 지어 해석한

다. 4.2절에서 기호와 학습자의 신체, 기타 여러 물질의 새로운 배열이

형성되며 잠재적인 미세지각이 현실화될 때, 학습자는 신체와 언어의 변

형을 요구받으며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

는 배치 모델에서 말하는 재배열 2와 연결되는 것이다. 그리고 배치의

재배열과 함께 미세지각이 거시지각으로 구조화되고 의식화될 때, 학습

자의 혼란은 줄어들고 다시금 정합적인 언어 사용과 신체적인 습관이 체

화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는 배치 모델에서 말하는 재배열 3과 연결

된다. 이러한 해석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배치의 재배열로서 수학 교수-

학습 과정을 설명하는 배치 모델을 통해 학습자의 지각 전환 역시 설명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전환 과정을 더 구체적으로 논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변화가

나타나기 전의 안정된 배치에서 학습자에게는 안정적인 거시지각이 현시

하며, 이는 학습자가 기존의 의미를 재-인식하며 새로운 의미로 나아가

지는 못하는 상황으로 여겨질 수 있다. 둘째, 배치에 새로운 물질적 요

소, 즉 기호가 연루되어 배치가 불안정해지며 재배열 2가 나타난다면, 학

습자의 이전까지의 거시지각은 붕괴하기 시작하며 새로운 미세지각이 현

실화된다. 그리고 이 상황은 기존의 의미체계로는 다루기 힘든 상황이며,

이때 비로소 새로운 학습이 촉진될 수 있다. 셋째, 배치가 새롭게 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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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안정화되어 재배열 3이 진행되면, 학습자의 새로운 미세지각 역시

구조화되어 거시지각으로 전환되고, 이렇게 새롭게 형성된 거시지각을

바탕으로 학습이 진행될 수 있다.

지금까지 검토한 포괄적 유물론과 Deleuze의 논의로부터 학습자의 지

각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앞에서 논의한 배치의 재배열

범주를 고려하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후 도출할 배치 모델에

서 이 특징들은 학습자의 지각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추론할 수 있는 기

준이 된다.

첫째, 배치의 재배열 및 잠재적인 미세지각의 현실화와 함께 나타나는

안정적인 거시지각의 붕괴는 학습자의 혼란을 불러오며, 이후 새로운 거

시지각이 안정적으로 구조화되는 과정에서 그 혼란은 줄어들게 된다. 기

존의 지각 구조에 익숙한 학생이 재배열 2가 나타나는 과정에서 그 지각

구조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 대상에 대한 명확한 표상을 형성할

수 없게 되어 애매하고 모호한 혼란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문성재, 이경

화, 2017; de Freitas, 2016a; Deleuze, 1993, 1994; Latour, 1999; Moon &

Lee, 2020). 특히 미세지각의 현실화는 학생이 능동적으로 구성해낸 결과

가 아니라, 행위성을 지닌 물질, 기호와의 배치 형성을 통해 강제적으로

그리고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비자발적인 지각의 전환

은 학습자의 혼란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후, 지각

구조가 무너지면서 형성된 새로운 미세지각이 구조화되어 학습자가 의식

할 수 있게 되는 순간, 비로소 이러한 혼란은 줄어들게 된다.

둘째, 학습자의 지각이 새로운 수학적 지각으로 전환될 때, 배치 내에

서 나타나는 습관적인 움직임과 언어 사용의 패턴 변화가 나타난다. 물

질과의 조우를 통해 안정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던 학습자의 지각이 붕괴

되고 미세지각이 현실화되면, 학습자는 사분오열의 상태에 빠지게 되며

신체와 언어의 변형을 요구받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Deleuze, 1994;

Ferrara & Ferrari, 2017; Moon & Lee, 2020). 이전까지의 수학적 문제

상황을 안정적으로 다룰 수 있었던 신체적 습관과 언어 사용 방식은 새

로운 미세지각이 현실화된 상황에는 더는 적합하지 않기에 와해되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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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한다. 예를 들어, 개별 카운터가 부각되는 지각 구조를 붕괴시키고 새

로운 방식의 지각적 습관을 강요하는 상황(가령, 합성단위에 주목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 직사각형 배열과의 만남)에 학습자가 놓이는 경

우를 생각해보자. 이 상황에서 카운터를 세어나가는 학생은 개별 카운터

를 세고 가리키는 제스처나 언어 사용의 변화를 요구받고, 동시에 합성

단위 4 혹은 6만큼 제스처를 취하거나 뛰어 세기를 하기를 강요받게 된

다.

셋째, 미세지각의 현실화 과정에서 배치 안에서 정합적이지 않고 일관

되지 않은 물질적 행위들이 나타나고, 이 지각이 명료하게 두드러져 학

습자가 의식하는 수준에 다다르면 다시금 정합적인 물질적 행위가 나타

나게 된다(Bennett, 2010; Deleuze, 1994; Moon & Lee, 2020). 앞서 언급

하였듯이, 지각이 전환될 때 학습자는 신체적 움직임과 언어 사용의 변

화를 강요받게 된다. 하지만 이전까지의 신체적 습관이 한순간에 전환되

는 일은 드물고 새로운 습관이 학습자의 신체에 자리 잡는 일은 쉽지 않

기 때문에, 배치 내에서 관찰할 수 있는 물질적 행위는 정합적으로 이루

어지지 않는다. 가령, 위에 제시한 상황을 생각해보면, 지각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주어진 24개의 카운터를 4씩 뛰어 세다가 불편함을

느낀 뒤, 이전의 신체적 습관을 따라 손가락을 하나씩 이용하여 카운터

를 하나씩 세어나갈 수 있다. 이는 학습자의 지각이 합성단위 4가 부각

되는 지각으로 전환되었으나 카운터 하나하나에 주목하고 그것을 다루는

신체적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후 배치가 안정화되고 학습자에게 새로운 지각이 더욱 두드러져 상황

에 적응하게 된다면, 일관적이고 안정적인 물질적 행위가 관찰될 수 있

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본 연구는 수학 교수-학습 과정에

서 배치의 재배열에 따라 일어나는 학습자의 지각 전환을 포괄적으로 바

라보기 위한 배치 모델을 제시한다. 이 배치 모델은 배치의 재배열에 따

른 학습자의 지각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특징을 제시하고 있으

며, 이를 통해 실제 교수-학습에서 학습자의 지각 전환을 분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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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렌즈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포괄

적 유물론의 관점에서 학습자의 지각 전환을 설명하는 배치 모델의 의미

를, 배치의 재배열을 통한 미세지각의 현실화와 구조화 과정을 설명하는

교수-학습 모델로서 규정하고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상의 배치

모델을 도식화하여 다음 [그림 Ⅲ-3]을 최종적으로 제안한다.

[그림 Ⅲ-3] 배치의 재배열과 학습자의 지각 전환에 대한 배치 모델

본 연구는 위에서 제시한 특징들이 배치의 재배열에 따른 지각의 전

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특징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본 연

구는 위에서 제시한 특징들을 이용하여 교사와 수학교육 연구자가 더 수

월하게 학생의 지각이 전환되는 순간에 주목하고 이를 수학 교수-학습

에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자 한다. 즉, 앞서 제시한 여러 특징들은 배

치의 재배열에 따른 학습자의 지각 전환이라는 현상을 바라보는 유용하

고도 잠정적인 기준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또한, 배치의 재배열에 따른 지각 전환이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경로

로, 동일한 속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

다. 특히,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배치 모델은

언어 중심적이거나 고정된 신체의 지각 작용을 가정하는 기존의 접근에

서 배제되어 온, 지각 전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

고 있다. 지각 전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언어를 이용한 추상적

인 사고가 가능한 학생의 경우, 미세지각의 현실화에 수반되는 혼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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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겪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이 배치 모델에 기반하여 실제 과제 설계 및 수학 수

업에서 교사가 배치의 재배열과 학생의 지각 전환을 고려하는 방법에 관

한 실천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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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치 모델에 기반한 수학 교수-학습

2절에서는 연구문제 2에 답하기 위해, 앞서 문헌 분석을 통해 도출한

배치 모델에 기반을 두고 과제 설계와 수학 수업 실행 과정에서 배치의

재배열과 학생의 지각 전환을 어떻게 고려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논

하고자 한다. 즉, 2절의 논의 방향은, 현상을 설명하는 모델로부터 실제

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여러 선행연구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박

진형, 2014; Prediger, 2008; Schoenfeld, 1998).

먼저, 본 연구에서 강조한 인간과 비-인간 물질이 학습자의 지각 전

환을 촉진한다는 주장을, 교사나 연구자와 같은 인간의 역할을 배제하거

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상술하였듯이, 인간이 의도적으로 특정 시점에 배치의 재배열이 일어나

도록 할 수는 없으나, 배치의 재배열을 촉진하는 수업 환경을 조성하고

그와 관련한 교사의 역할을 부각하는 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념화 과정 중 가장 기본적인 지각 전환의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

생을 돕기 위해 교사가 여러 물질의 배치의 재배열을 어떻게 촉진하고

고려할 수 있는지 논하려 한다. 이러한 접근은 학습자의 지각 전환을 위

한 교사의 의무와 연대를 지적한 Radford & Roth(2011)의 주장을 포괄

적 유물론의 관점에서 배치 모델을 통해 재해석하고 확장하는 성격을 갖

는다.

수학 교수-학습에서 배치의 재배열과 학생의 지각 전환을 고려하는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제 설계 단계와 수업 실행 과정에

서 물질들의 구조적 배열 내에 여러 물질과 물질의 움직임이 새롭게 나

타나도록 하고, 여러 물질이 서로 긴밀히 조정되어 마치 하나의 신체처

럼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배치 모델에 의하면, 지각이 전환되며 새로운 수학적 의미가 학습자에

게 나타나는 사건은 기존의 배치에 새로운 물질이 개입하거나 새로운 움

직임이 나타나며 배치가 재배열되는 가운데 발생한다. 결국, 새로운 수학

의미 형성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배치의 재배열을 촉진하는 교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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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러 물질의 개입 혹

은 새로운 물질의 움직임이 서로 분리된 채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의 신

체로서, 하나의 배치로서 긴밀히 연계되고 조정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

(de Freitas & Sinclair, 2013, 2014).

[그림 Ⅲ-4] 두 학생의 움직임에 의해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de Freitas,

Ferrara, & Ferrari, 2019, p. 309)

[그림 Ⅲ-5] 하나의 신체처럼 움직이는 수업 참여자의 신체(de Freitas, Ferrara,

& Ferrari, 2019, p. 310)

예를 들어, de Freitas, Ferrara, & Ferrari(2017, 2019)는 포괄적 유물

론의 관점에서 여러 학생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조정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닌텐도 Wii라는 게임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바 있다. 이

환경에서 두 명의 학생들은 손에 제어 장치를 들고 움직일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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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학생 손의 움직임은 실시간으로 화면에 그래프로 나타나게 된다([그

림Ⅲ-4]).

한 명의 학생은 축 방향의 움직임만을, 다른 한 명의 학생은 축 방

향의 움직임만을 담당하게 되고, 이들은 동시에 화면에 직사각형, 마름

모, 원을 그리도록 요구받는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의 움직임을 조

정하기 위해 가운데서 제스처를 이용하여 도형을 그리고, 교사의 움직임

에 맞추어 학생들은 각각 축 방향과 축 방향으로 자신의 손을 움직이

게 된다([그림 Ⅲ-5]). 이 활동에서 학생들은 주어진 도형을 만들어내기

위해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인식해야만 한다.

학생의 신체 움직임은 처음에는 서로 조화되지 않은 채 일어난다. 그

러다 화면, 학생의 신체, 움직임을 인식하는 장치, 그래프, 교사의 신체적

움직임 등이 새로운 물질의 배열을 이루는 순간, 배치 내의 여러 물질의

움직임에서 점차 패턴이 나타나게 되며, 결국 학생은 그 움직임을 의식

하며 관계를 드러낼 수 있게 된다.

이 환경은 학생의 새로운 움직임이 계속하여 나타나도록 촉진하고 있

으며 두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화면에서 조정되는 것을 학생이 지각할 수

있게 한다. 주어진 환경에서는 배치의 재배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각 좌표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알아차리게

된다. 이렇게 배치의 재배열이 반복되면서 여러 비-인간 물질과 학생,

교사의 신체적 움직임은 마치 하나의 신체처럼 긴밀히 연계되며 상호 조

정된다. 만약, 학생이 잡고 움직이는 제어 장치의 움직임이 상호 조정되

는 스크린과 그래프가 부재하다면, 학생의 움직임은 서로 유리된 채 나

타날 것이다. 학생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조정하고 시각적으로 부각하

는 Wii 테크놀로지는 배치의 재배열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로 de Freitas, Ferrara, & Ferrari(2017)가 직접 밝히고 있듯이, 이 과제

및 수업 설계의 핵심은 “두 제어 장치의 움직임을 배치하는” 환경을 제

공한다는 것에 있다. (p. 63) 즉, 학습자에게 여러 물질과 움직임을 배치

하는 테크놀로지 환경을 제공하여, 배치의 재배열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게 하고 배치에서 새로운 습관적 움직임과 언어 사용이 계속하여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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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포괄적 유물론은 테크놀로지 환경만이 아닌, 일반 교실에서도 여러 물

질과 움직임을 마치 하나의 신체처럼 배치하는 수업 환경의 가능성을 제

시한다. Ferrara & Sinclair(2016)가 분석한 수업 사례에서, 연구자와 교

사는 3학년 학생들에게 두루마리 휴지와 두 가지 색의 포스트잇을 제공

하여 수열에서 정의역의 자연수와 수열의 항 사이의 관계를 파악해 나가

도록 하는 과제와 수업 환경을 고안하였다.

[그림 Ⅲ-6] 두루마리 휴지의 각 칸에 자연수를 적는 학생들(Ferrara, &

Sinclair, 2016, p. 8)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두루마리 휴지의 각 칸에 정의역의 자연수를

하나씩 적어나간다. 그리고 교사의 요청에 따라  과  의 두 수

열의 각 항을 포스트잇에 적은 뒤, 포스트잇의 수에 대응하는 두루마리

휴지의 각 칸 위, 아래에 두 가지 색의 포스트잇을 붙여나갔다([그림Ⅲ

-6]). 처음에 학생들은 포스트잇과 두루마리 휴지라는 물질을 서로 연결

시키는 것에 어려움을 노출한다. 아직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두루마리

휴지에 적힌 수와 포스트잇에 적힌 수 사이의 대응을 잘 파악하지 못하

고 있는 것이다.

[그림 Ⅲ-7] 정의역과 수열의 항 사이의 관계를 파악해 나가는 학생들(Ferrara,

& Sinclair, 2016,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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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두루마리 휴지를 말아 제거하고, 다시 새롭게 휴지를 풀어 헤

쳐 두루마리 휴지의 각 칸에 조각(piece)을 의미하는 P를 적도록 요청하

자, 학생들은 두루마리 휴지의 각 칸을 기수가 아닌 서수로 여기기 시작

했다. 교사가 바닥에 놓인 수열의 항과 멀리 떨어져 있는 수열의 특정

항이 두루마리 휴지의 어떤 칸에 대응되는지 물어보자, 두루마리 휴지와

포스트잇을 둘러싸고 학생들의 여러 제스처와 단어 사용 방식이 관찰되

었다([그림Ⅲ-7]). 이후 학생들은 두루마리 휴지와 포스트잇을 서로 긴밀

히 조정하며 주어진 수열들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 수업에서 두루마리 휴지와 포스트잇은 학생들의 신체적 움직임과

함께 긴밀히 조정되고, 수업이 진행되며 마치 하나의 신체처럼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잠재적인 의미가 현실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즉, 앞서 살펴본 수업과 마찬가지로, 이 수업에서도 연구자와 교사

가 학습자에게 여러 물질과 움직임을 배치하는 교실 환경을 제공하고 있

으며, 배치의 재배열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게 하고 배치에서 새로운

습관적 움직임과 언어 사용 방식이 계속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이러한 점에서, 교사 한 명이 앞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나머지 학생이

반대편에서 교사의 움직임을 바라보게 되는 전통적인 수업 구도는 포괄

적 유물론에서 강조하는 배치의 재배열을 촉진하는 데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한 학생의 움직임이 다른 학생의 움직

임과 조정되는 일이 쉽지 않으며, 교사의 움직임이나 물질 조작만이 여

러 학생에게 공유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수업에 참여하는 많은 학생

의 신체적 움직임이나 물질 조작 그리고 그것들의 동시적인 조정이 실시

간으로 학습자 모두에게 공유될 수 있는 환경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물

질적 환경에서는 지각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배치의 재배열 과정

에 개입하기 쉬우며, 지각 전환을 위한 기회를 더 많이 제공받을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과제 설계 및 수업 실행 과정에서, 배치 안에서 나타나는 기존

의 습관적 움직임 및 언어 사용 패턴이 붕괴하고 새로운 물질적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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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언어 사용 습관이 정립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물질을 학습자에게 제

공해야 한다. 배치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의 패턴과 관련하여 de Freitas

& Sinclair(2014)가 제안한 [그림 Ⅲ-8]을 참고할 수 있다.

[그림 Ⅲ-8] 기존의 움직임을 반복하게 하는 수직선 (a)와 새로운 움직임을

촉발하는 수직선 (b) (de Freitas & Sinclair, 2014, p. 56)

수직선 (a)는 많은 교과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수직선 그림이다.

학습자가 0 개념을 학습하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 수직선은 그저 주어

진 수를 하나씩 빼는 습관을 반복하게 한다. 예를 들어, 수직선 (a)와 학

습자의 배치가 형성되었을 때, 배치 안에서는 손을 일정한 간격의 눈금

을 따라, 일정한 리듬으로 왼쪽으로 옮겨가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배치 안에서 이전까지 나타났던 특정한 종류의 움직임이 유지되는

것이다. 이 경우, 0은 단순히 결여와 부재라는 기존의 의미만을 반복하는

개념이 되며 새로운 무언가를 발명하는 의미를 담지하지 않는다(de

Freitas & Sinclair, 2014).

이와 달리 수직선 (b)와 학습자의 배치가 형성되었을 때, 배치에서는

0을 시작점으로 하여 서로 다른 두 방향으로 뻗어 나가는 손과 신체의

움직임이 새롭게 나타날 수 있다. 그 결과, 학습자의 지각의 장에서는 움

직임이 시작되는 지점으로서의 0이 두드러지고 나머지는 배경으로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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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게 된다. 즉, 이 그림은 학습자의 새로운 지각을 형성시킬 잠재성을 지

닌 기호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서 0은 중앙으로도,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움직임이 상쇄되는 지점으로도, 절댓값이 같은 두 수를 찾게 하는 기준

점으로도 여겨질 수 있으며, 학습자는 0과 관련한 새로운 의미를 학습해

낼 수 있게 된다.

신체적 움직임과 언어 사용 방식의 패턴 변화와 관련하여 de Freitas

& Sinclair(2014)가 제시한 아이패드 프로그램인 터치 카운트(Touch

Counts)의 사례도 참고해볼 수 있다.

[그림 Ⅲ-9] 학습자의 신체적 리듬과 언어 사용 방식을 변화시키는 터치 카운트

프로그램(de Freitas & Sinclair, 2014, p. 131)

[그림 Ⅲ-9]의 터치 카운트 프로그램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두드릴 때

수를 나타내는 원 모양의 도형이 등장하고, 화면에 표시된 선반 위에 특

정한 수를 다른 수와 구별하여 고정시키는 기능이 있다. 가령, 선반 위에

5라는 수를 고정시키려면, 선반 밑의 화면을 손가락으로 네 번 두드리고

선반 위로 손을 옮겨 화면을 한 번 두드리면 되는 것이다.

물리적 대상을 손가락으로 세어 나갈 때 언어적 세기와 지시적 세기

를 서로 조정하지 못하는 어린 아동이 위 프로그램을 처음 다루게 되면,

손가락으로 화면을 두드리는 신체적 리듬과 수를 세어나가는 언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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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패턴에서 별다른 구조를 찾아보기 힘들다. 혹은 선반 위, 아래 부분을

손가락으로 10번 두드릴 때 10번을 모두 일정한 리듬에 따라 두드릴 수

도 있다. 하지만 화면에 있는 선반의 존재와 기능을 아동이 알아차린 이

후에는, 10이라는 수를 고정시키라는 교사의 요구에 대해 선반 밑을 빠

르게 9번 두드리며 수를 세어나간 뒤 선반 위 화면을 1번 두드리며 10을

외치는 특정한 제스처의 리듬과 언어 사용 방식이 새롭게 현실화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신체적 리듬과 언어 사용 방식의 변화는 아동의 수 개

념의 변화를 촉진하는 힘을 가진다(de Freitas & Sinclair, 2014).

물론 일부 학생의 경우 수직선 (a)만으로도, 아이패드 프로그램의 도

움이 없이도 새로운 수학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하지

만 지각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경우에는 습관적 움직임이나 언어

사용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물질, 즉 Deleuze의 기호나 배치의 변환

기로 작동할 수 있는 물질이 제공될 때, 새로운 지각으로의 전환이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사는 수업 실행 과정에서 학습자의 지각이 전환될 수 있는 배

치의 재배열 현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배치에

새로운 물질이 자리 잡거나 배치 안에서 여러 움직임이 새롭게 나타나는

순간은 학습자의 지각이 전환되며 학습이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순간일

수 있다. 특히, 배치 내에서 나타나는 물질적 움직임과 언어 사용의 패턴

이 변화하고 학습자의 혼란이 관찰되거나 배치에서 일관적이지 않은 움

직임 등이 나타나는 경우, 배치의 재배열과 함께 미세지각이 새롭게 현

실화되는 상황일 수 있다.

교사가 이러한 학습자의 지각 전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교사와

학생의 의사소통은 실패할 수 있다(Mason, 2004). 특히, 학생의 암묵적

인 지각이 의식화되고 구조화되는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의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보면(Radford & Roth, 2011), 이러한 실패

는 교수-학습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교사의 개입은

어디까지나 학습자의 움직임이 새로운 미세지각에 기반을 두고 일어나는

지 혹은 안정적인 거시지각을 따라 일어나는지 확인한 뒤 이루어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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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만약 학습자의 거시지각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교사가 학습자의

미세지각이 형성되었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새로운 거시지각으로의 전

환을 위해 개입한다면, 이는 학습자의 혼란을 배가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사가 학생이 × 직사각형 배열을 본 뒤 그 배열을 따

라 손가락을 움직인다거나 새로운 직사각형 배열을 구성하는 모습으로부

터, 학생이 합성단위 4와 6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

라는 새로운 곱셈 표현을 도입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앞서 제시한 배

치 모델에 따르면,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배치 내의 움직임

과 언어 사용의 패턴 변화, 학습자의 혼란 등이 나타나야 한다. 만약, 이

상황에서 학습자가 직사각형 배열을 구성하지만 실제로 카운터를 하나씩

만 능숙하게 세어 나가는 모습이 관찰된다면, 이는 이전까지의 지각적

습관, 즉 카운터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이 유지되는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기존의 지각적 습관이 유지되고 합성단위에 주목하지 못

한 상황에서 새로운 곱셈 표현 ×을 도입하게 되면, 이는 학생의 혼란

을 불러올 뿐 아니라 극단적인 교수 현상까지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배치에 새로운 물질이 자리 잡는 순간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배치의 재배열과 학생의 변화에 주목하여, 그 변화로부터 학습

자의 지각 상태를 추론해낼 수 있어야만 한다. 배치 모델이 제시한 세

가지 범주의 재배열 과정에서 나타나는 습관적 움직임, 언어 사용, 혼란

등의 변화는, 학생의 지각 상태에 대한 교사의 순간적인 판단을 위한 유

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절에서 제안한 과제 설계와 수업 실행에서 배치의 재배열과 지각

의 전환을 고려하는 세 가지 방식은 실제 수업에서 학습자의 지각 전환

을 촉진하는 수업 실행 과정과 그에 관한 결과를 제시하는 기준이 된다.

다음 장에서는 배치의 재배열과 학생의 지각 전환을 고려하는 세 가지

방법을 바탕으로 실제 수학 수업이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배치 모델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진 수업에서 학습자의 지각이 구체적으

로 어떻게 전환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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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배치 모델에 기반한 수학 교수-학습 실제

2장과 3장에서는 문헌분석을 통해 학습자의 지각 전환 과정을 설명하

는 최종적인 배치 모델을 도출하였고, 배치 모델로부터 수학 수업에서

배치의 재배열과 지각 전환을 고려하는 실천적인 방법을 이끌어내었다.

4장에서는 연구문제 3에 답하기 위해, 앞서 도출한 최종적인 배치 모델

에 기반을 두고 연구자와 교사가 설계한 과제 및 수업 환경에서 구체화

된 세 가지 수학 수업을 분석한다. 이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Ⅳ-1]과 같다.

[그림 Ⅳ-1] 전반적인 연구 흐름

본 연구는 세 가지 수업 사례에서 선정한 여러 에피소드를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 분석한다. 첫째, 연구자와 교사가 설계한 과제 및 수

업 환경에서 배치의 재배열과 함께 학습자의 지각 전환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확인한다. 둘째, 수업에서 교사가 학습자의 지각과 배치를 어

떻게 고려하였고 이것이 수학 학습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확인한다.

특히, 본 연구는 사례 연구 방법론을 따라 배치 모델에 기반을 두고

설계된 수학 수업의 결과가 어떠한지 분석하고자 한다. 더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앞서 배치 모델을 통해 도출한 세 가지 과제 설계 및 수업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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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방식이 반영된 수업에서, 배치의 재배열과 학습자의 지각 전환이 어

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또한, 배치 모델의 설명의 측면과 실재 개

선의 측면과 관련한 시사점을 각각 이끌어낸다.

본 연구는 체화를 주제로 한 연구 중 교실 내에서 짧은 시간 동안 나

타난 제스처, 다이어그래밍 활동, 발화, 응시, 신체 자세 등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미시발생론적 연구에 속한다(Radford, Edwards, & Arzarello,

2009). 이 미시발생론적 연구는 배치의 재배열이 이루어지는 짧은 순간

나타나는 변화를 포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할 에피소드는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난 상호작용에 대한 미시분석적

(microanalytic) 에피소드에 해당된다(Nemirovsky, Kelton, &

Rhodehamel, 2013).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배치 모델에 입각한 교사의 교수학적 행

위와 배치의 재배열이 잘 드러난 세 가지 수업 사례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배치가 재배열되는 과정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여러 선행연구를

따라, 사례 연구의 분석 단위로서 배치를 선정한다(Chorney & Sinclair,

2018; de Freitas, 2016b; Ferrara & Ferrari, 2017; Lenz Taguchi, 2013).

또한 배치의 재배열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미세지각과 거시지각

사이의 전환을 확인하기 위해, 배치 모델에서 정리한 지각 전환 과정에

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을 활용하였다.

1. 연구 방법

1.1. 연구 참여자 및 수업 배경

본 연구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서 사례 연구를

수행한다. 사례 연구를 수행하는 이유를 제시하기 위해, 사례 연구의 고

유한 특성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 연구는 특정 시점부터 나

타나는 현상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깊이 있게 탐구하는 연구방법으로, 특

정한 분석 단위를 설정하고 그것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변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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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탐구하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간주된다(우정호 외, 2006).

둘째, 사례 연구는 결과보다는 과정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시도할 때

적합한 연구 방법이며(방정숙, 2001), 분석하고자 하는 교사 또는 학습자

의 변화가 겉으로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으나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여겨

질 때 사용되는 연구 방법이다(Levenson, 2015).

셋째, 사례 연구는 다른 상황 혹은 더 큰 집단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어

느 정도의 제약이 있는 방법이지만, 유사한 상황이나 이후 이루어질 연

구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한 연구 방법이다(Levenson,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배치 모델에 기반하여 설계된 수학 수업에서 배치

의 재배열과 학습자의 지각 전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즉, 연구자와 교사가 설계한 수업 환경에서 배치가 배열되고 다

시 재배열되면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지각 전환 과정 그리고 그와 함께

일어나는 수학 교수-학습 과정을 분석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교사, 학생, 혹은 물질의 미세한 움직임이 배치의 재배열과 학습자의 지

각 전환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례

연구는 배치의 재배열과 학습자의 지각 전환이라는 변화 과정을 탐구하

는데 적절한 방법론으로 여겨진다. 또한, 본 연구는 포괄적 유물론의 관

점에서 학습자의 지각 전환을 바라보는 모델을 제시하여 이후 이와 관련

하여 이루어질 연구의 기초를 제시하고자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례 연구는 적절한 연구 방법으로서 간주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배치 모델에 입각한 교사

의 교수학적 행위와 학습배치의 재배열이 잘 드러난 세 가지 수업 사례

를 분석한다. 첫 번째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을 대상으

로 이루어진 다섯 차시의 곱셈 수업 사례이고, 두 번째는 서울의 한 중

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두 차시의 다각형의 외각 수

업 사례이며, 세 번째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네 차시의 원주각의 성질 수업 사례이다. 이 세 가지 수업 사

례를 선정한 이유는 다중 사례를 선정하여 연구에서 제시하는 설명 모델

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함이다(Yi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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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수업 사례에서 교사는 학생에게 여러 물질이 긴밀히 조정될

수 있는 수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학습자의 습관적 움직임과 언

어 사용의 패턴이 변화할 수 있도록 배치의 재배열을 촉진하는 환경을

설정하였고, 배치의 재배열이 일어나는 순간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세 사례에서 배치의 재배열과 함께 학습자의 지각 전환이 이루어

질 때 나타나는 여러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선정한

세 가지 수업 사례는 연구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첫 번째 선정 사례인 곱셈 수업은 직사각형 배열이나 불투명한 약봉

지와 같은 여러 가지 물질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지각 전환과 곱셈적 사

고의 발달을 목표로 한 수업이다. 연구 참여자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

32명과 8년의 경력을 가진 초등학교 교사 1명, 그리고 그의 동료 교사 1

명이다. 연구자와 교사는 다섯 달 동안 학습자의 주의를 전환할 수 있는

다섯 차시의 곱셈 과제를 함께 설계하였다. 과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연구자와 함께 학습자의 지각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순간에

대한 사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논의의 핵심은 덧셈적 사고에 익숙한 학

습자에게 여러 물질을 제공하여 합성 단위의 구성 및 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Downton & Sullivan, 2017; Steffe, 1994). 특히,

학생들이 개개의 카운터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서 벗어나, 합성 단위

의 구조에 관한 시각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그에 주목할 수 있게끔 이끌

려 하였다(Downton & Sullivan, 2017).

이러한 점을 고려하며, 수업에서 교사는 개개의 카운터를 능숙하게 다

루는 학생들이 합성단위에 새롭게 주목할 수 있도록 4개의 칩이 담긴 6

개의 불투명한 약봉지를 이용하고자 하였다. 이 약봉지들과 여러 학생의

공간적인 배열이 나타나도록 촉진하고, 그것들이 서로 긴밀히 조정되도

록 하였으며, 학습자의 움직임과 언어 사용 등으로부터 합성단위를 둘러

싼 학습자의 변화를 추론하려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교 학생들은 주어진 카운터를 하나씩 세어가며

덧셈적 사고를 능숙하게 수행하는 동시에 합성 단위의 크기만큼 뛰어 세

는 습관을 체화하지 못하고 동수누가로서의 곱셈 개념을 아직 학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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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상태였다. 수업에서 학생들은 4명씩 한 조를 이루어 활동을 수행하

였고, 교사는 조별 토론과 전체 학급 토론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였다.

두 번째 선정 사례인 외각 수업은 여러 학생에게 교실 한가운데 정사

각형과 정삼각형 모양으로 붙여진 테이프 위를 걸어가도록 하여 학습자

가 외각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 수업이다. 연구에 참여한 연

구 참여자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 재직 중인 경력 17년의 교사 1명 그리

고 교사가 진행한 수업을 들은 중학교 1학년 학생 25명 및 수업에 참관

한 수학교육 연구자 1명이었다. 연구자와 교사는 2주 동안 학습자의 각

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는 두 차시 외각 과제를 함께 설계하였

다. 과제의 핵심은 내각에 관한 정적인 관점을 외각을 둘러싼 동적 회전

관점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었다(Kontorovich & Zazkis, 2016). 이를 위해

교사와 연구자는 학습자가 도형에 내각의 크기에만 주목하는 것에서 벗

어나,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회전시키며 외각의 의미에 새롭게 주목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교사는 수업에서 학생에게 정사각형과 정삼

각형 모양의 테이프 위를 계속하여 회전하도록 요구하였고, 특히 도형의

꼭짓점 부분에서 나타나는 신체의 움직임에 새롭게 주의를 기울일 수 있

도록 지도하고자 하였다. 여러 학생과 테이프 사이의 긴밀한 조정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학적 조치를 취하고자 했으며, 학습자의

움직임과 언어 사용으로부터 학습자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였다.

연구의 참여한 학생은 내각의 정의 및 성질을 학습하였고, 외각의 정

의와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 학습하지 않은 상태였다. 수업에서 몇몇 학

생이 도형 모양의 테이프 위를 걸어가는 주요 활동을 진행하였고, 나머

지 학생은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움직임을 긴밀히 관찰하고 이를 그림

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세 번째 선정 사례인 원주각의 성질 수업은 교실 한가운데 붙어 있는

원 모양 테이프 위에서, 몇 명의 학생이 고무줄과 줄자 등의 물질을 이

용하여 사각형의 공간적인 배열을 변화시키며 원주각과 관련된 성질을

인식하도록 하는 수업이었다. 연구 참여자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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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경력 17년의 교사 1명 그리고 교사가 진행한 수업을 들은 중학교 3

학년 학생 27명 및 수업에 참관한 수학교육 연구자 1명이다. 연구자와

교사는 2주 동안 학습자의 지각을 전환시켜 원주각에 대한 새로운 성질

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를 설계하였다. 과제를 설계하는 과정에

서 학습자의 지각 전환이 이루어지는 순간과 그에 대한 반응에 관한 여

러 논의가 이루어졌다. 논의의 핵심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내각에

주목하던 학생의 습관을 중심과 원주각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는 습관으

로 전환시킨 뒤, 이를 도형의 성질의 정당화에 이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

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교사는 원주에 위치한 여러 학생에게 자신의 위치를 원주

의 다른 지점으로 옮기도록 하고, 원의 중심에 위치한 학생에게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각의 모양을 바꾸도록 하는 등 물질의 공간적인 배열이

계속하여 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신체, 고무줄, 줄자 등 여

러 물질이 하나의 신체처럼 긴밀히 조정되며 움직일 수 있게 하였다. 그

리고 연구자와 나눈 논의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지각이 전환되는 시점에

주목하고 학생의 지각 상태를 추론하고자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27명의 학생은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가 그 호

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의 절반이라는 성질을 이미 학습한 상태였으며,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대각의 합이 언제나 가 된다는 점을 학습

하지 않은 상태였다. 5명의 학생이 주요 신체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나머

지 학생은 5명의 학생과 물질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이를 여러 기호를 통

해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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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서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 가지 수업 사례의 주요 정보를 요약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Ⅳ-1> 세 수업의 주요 정보

곱셈 수업 외각 수업 원주각 수업

수업 목표 곱셈적 사고의 발달 외각의 의미 이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

정당화

가정된 지각 전환

개별 카운터가 부각되는

지각에서 합성단위가

두드러지는 지각으로의 전환

도형의 내각이 두드러지는

지각에서 동적 회전 관점의

외각이 부각되는 지각으로의

전환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내각이 부각되는 지각에서

중심각과 원주각 사이의

관계가 부각되는 지각으로의

전환

배치의 재배열과

관련된 주요 물질
칩, 불투명한 약봉지

정사각형과 정삼각형 모양의

테이프, 학생의 신체

원 모양의 테이프, 고무줄,

줄자, 학생의 신체

배치 모델에 기반한

교수학적 조치

1. 합성단위가 부각될 수 있는

칩, 약봉지 등의 물질 도입

2. 칩과 여러 약봉지의 공간적

배열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물질 간 긴밀한 조정 촉진

3. 합성단위에 주목하는 학생

1. 정다각형 모양 테이프에서

각의 회전 관점이 부각되도

록 학생의 움직임을 지속적

으로 유도

2. 테이프와 학생들의 신체를

하나의 신체처럼 배열할 수

1. 원 모양 테이프의 둘레와

중심에서 지속적으로 학생

의 움직임을 유도하여, 중심

각과 원주각의 관계가 부각

되도록 함

2. 학생들의 움직임과 고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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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각 상태 추론

있는 환경 조성

3. 외각의 의미에 주목하는 학

생의 지각 상태 추론

줄자 등 다양한 물질이 긴

밀히 조정되도록 유도

3. 도형의 성질에 주목하는 학

생의 지각 상태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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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료 수집

첫 번째 수업과 관련하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연구자 2명이 수업

관찰에 참여하였고 총 7대의 카메라와 8개의 녹음기로 학생들의 활동을

녹화 및 녹음하였다. 수업에 참관한 연구자는 학습자와 다른 물질 사이

의 움직임이 변화하는 시점을 포착하고 이를 무빙카메라를 이용하여 촬

영하였다. 분석을 위해 녹음 자료는 전사되었다. 그리고 전사 과정에서

학습자의 지각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점과 장면을 기록하였다.

관찰한 현상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수업에서 학생이 작성한 학

습지 32장을 전부 수집하여 스캔하였다. 수집한 학습지에서 학생이 그린

여러 모델을 확인하고, 이로부터 학습자의 지각 전환의 증거를 찾고자

하였다. 이렇게 자료 수집의 다원화를 통해 연구의 객관화를 시도하고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곱셈 수업을 기록한 데

이터에 대해 사례 연구를 수행한다. 각 수업은 5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다섯 수업 중 본고에서는 합성단위에 관한 곱셈적 사고의 특징이 잘 드

러난 두 번째 수업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연구를 위해 대략 50분 동안

녹화된 두 번째 수업에 대한 비디오 데이터와 녹음 데이터를 검토하고,

연구 문제에 답하기 위해 세 가지 에피소드를 선택하였다. 특히, 본 연구

에서는 곱셈적 사고의 특징을 잘 보여준 학생 4명(이하, S1, S2, S3, S4)

의 활동과 교사 1명(이하, T1)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세 가지 에피소드를 선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배

치 모델에 기반을 두고 설계한 과제와 수업 환경이 학습자의 지각 전환

을 어떻게 촉진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선정한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기존의 배치가 학생과 불투명한 약봉지와의 배치로 재배열되며 카운터를

세어가는 언어 사용과 습관적 움직임의 변화가 나타난다. 특히, 여기서

학생들은 변화로 인한 혼란을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배치의 재배열에

따른 미세지각의 현실화 과정을 살펴보는데 적합한 사례로 여겨진다. 선

정한 두 번째,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교사의 신체를 포함한 여러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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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배치가 재배열되었고, 이 과정에서 배치에서 관찰되는 혼란이 줄

어들고 안정적인 언어 사용과 새로운 신체적 습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배치의 재배열에 따른 미세지각에서 거시지각으로의 전환을 살펴

보기 좋은 에피소드로 여겨진다. 특히, 세 번째 사례에서는 교사가 학습

자의 지각 상태를 추론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표현법을 도입하는 모습이

관찰되었기에, 수업 실행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을 확인하는데 적절한 에

피소드로 생각된다.

두 번째 수업과 관련하여,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자 중 한 명이 수업

실행 과정에 참관하였고 6개의 녹음기와 3대의 카메라로 수업 상황을 녹

화 및 녹음하였다. 연구자는 수업 진행 과정에서 학습자의 지각 전환이

두드러졌던 상황과 그로 인해 학습자의 언어 사용과 움직임의 변화가 나

타났던 상황을 무빙 카메라를 이용하여 녹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실

한가운데서 활동을 수행했던 학생만이 아닌, 활동을 바라보고 있던 여러

학생의 신체 행위에 주목하고 이를 기록하고자 하였다. 녹화 파일과 녹

음 파일은 분석을 위해 전사되었다. 전사 과정에서 연구자는 배치의 재

배열과 학습자의 지각이 전환되는 시점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주된 활동

을 수행하였던 학생 1명이 학습지에 작성한 답안을 스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외각 수업 중 배치의 재

배열에 따른 학습자의 지각 전환 및 잠재적인 수학적 의미의 현실화가

잘 드러난 첫 번째 수업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연구를 위해 대략 45분

정도 진행된 첫 번째 수업에 대한 녹화, 녹음 자료를 확인하고 연구 문

제에 답하기 위해 세 가지 에피소드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배치의 재배

열 과정에서 주된 활동을 수행하고 지각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충

분한 근거를 보인 학생 4명(이하, S5, S6, S7, S8)과 교사 1명(이하, T2)

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에피소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첫째, 선정한 에피소드에서는 정삼각형과 정사각형 모양의 테이프와

교사와 학생의 신체적 움직임이 서로 조정되었고, 이 조정 과정에서 학

습자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따라서 이 에피소드는 배치의 재배열에 따른

학습자의 지각 전환을 살펴보는데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둘째, 여러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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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신체, 교사의 신체, 그리고 테이프의 배치가 재배열되면서 학습자가

안정적으로 외각의 성질을 정당화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의 목

적은 설계한 환경에서 나타나는 배치의 재배열에 따른 지각 전환이 수학

학습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보는 것에 있으므로, 이 에피소드 역시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에피소드로 간주될 수 있다. 셋째, 수업에서 교사

가 학습자의 지각 상태를 추론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물질을 추가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학습자의 지각 전환에 교사가 주의를 기

울이고 적절한 교수학적 조치를 취하였을 때 수학 교수-학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자 하므로, 이 에피소드는 연구 목적 달성에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세 번째 수업과 관련하여,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자 중 한 명이 수업

실행 과정에 참관하였고 2개의 녹음기와 4대의 카메라로 수업 상황을 녹

화 및 녹음하였다. 수업에 참관한 연구자는 수업 촬영 과정에서 앞서 정

리한 기준을 따라 학습자의 변화가 두드러졌던 상황을 포착하고 이를 무

빙 카메라를 이용하여 녹화하였다. 특히, 교실 중앙에서 주된 활동을 수

행한 학생 4명뿐 아니라 활동을 바라보고 있던 여러 학생의 시선, 제스

처, 발언, 학습지 작성 과정에 주목하고 이를 기록하고자 하였다. 녹화

파일과 녹음 파일은 분석을 위해 전부 전사되었다. 연구자는 전사 과정

에서 배치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점과 장면을 같이 기록하였다.

면담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교실 수업을 진행한 교사와 수업 1주일 이

후 반구조화된 면담을 시행하였다. 교사와의 면담에서는 과제와 수업 환

경을 설계한 의도, 수업 상황에서 줄자나 고무줄과 같은 물질을 고려한

방식, 학생의 반응에 관한 생각과 관련된 질문을 통해 배치의 형성과 전

환에 대한 교사의 생각을 깊이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활동에서 특

기할만한 반응을 보인 학생 4명에 대해서 수업 5일 후 당시 수업 촬영

영상을 같이 보며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현상에서 관찰된 사항

에 관한 참여자와의 반구조화된 면담은 사례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방법

으로 알려져 있다(우정호 외, 2006). 면담은 전부 카메라 1대와 녹음기 1

개를 통해 녹화 및 녹음되었으며,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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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되었다.

현상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학생이 작성한 학습지 27장을 수집

하여 전부 스캔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학습지에서 학생이 그린 그림과

설명을 확인하고, 이로부터 학습자의 지각이 어떻게 전환되었는지 확인

하였다. 이렇게 관찰, 면담, 문서수집 등으로 자료 수집을 다원화하여 연

구의 객관화를 시도하였고 신뢰성을 증가시키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각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만한 충분한 근거를

보인 학생 4명(이하, S9, S10, S11, S12) 그리고 교사 1명(이하, T3)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에피소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선정되었다. 첫째, 선정한 에피소드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신체적 행위 및

테이프, 줄 등의 물질이 배치를 재배열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언어 사

용과 신체적 움직임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특히, 그 과정에서 학생의 혼

란 및 비정합적인 움직임 등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선정한 에피소드는

지각 전환을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에

피소드로 여겨진다. 둘째, 선정한 에피소드에서 여러 물질의 배치가 재배

열되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을 정당화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설계한 환경에서 나타나는 배치의

재배열과 지각의 전환이 수학 학습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보는 것

에 있으므로, 이 에피소드 역시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사례로 간주될 수

있다. 셋째, 수업에서 교사가 학습자의 지각 상태를 계속하여 추론하는

모습 그리고 교사가 자신의 추론에 기반을 두고 배치에 새로운 물질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지각

전환에 교사가 주목하고 그에 반응하는 방식과 그것이 수학 교수-학습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기에, 이 에피소드는 연구 목적 달성에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1.3. 자료 분석

사례 연구는 설명과 해석의 초점이 되는 분석 단위를 설정하여, 분석



- 98 -

단위의 변화 과정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시도한다(우정호 외, 2006). 본

연구에서는 배치의 재배열에 따른 변화를 기술하였던 여러 선행연구를

따라, 분석 단위로 배치를 선택한다(Chorney & Sinclair, 2018; de

Freitas, 2016b; Ferrara & Ferrari, 2017). 더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한

편으로는 교실 내 배치의 재배열을 촉진하는 것으로 이어진 교사의 교수

학적 행위를, 다른 한편으로는 배치의 재배열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습자

의 변화를 상세히 기술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교육 분야에서 Barad의 행위적 실재론의 존재론

적/인식론적 관점을 수용하여, 배치의 재배열에 주목하며 교육 현상을

분석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Mazzei, 2013; Mazzei & Jackson,

2017; Lenz Taguchi, 2013). 이들 연구는 이중슬릿 실험에서 감지기라는

기구가 기존의 실험 환경에 배열되면서 ‘파동성’과 ‘입자성’의 의미가 비

로소 결정되었던 점에 착안하여, 이 통찰을 수업 현상을 분석하는 방법

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들은 학생과 개념, 의미가 서로 분리된 실체가 아

니라 서로 분리될 수 없이 얽혀 있는 관계에 놓여있다는 관점에 서서,

여러 물질과 기구가 배열을 이루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로부터 개념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추론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분석 방법은 학습자의 신체적 행위, 언어 행위 등으로부터 학습자의 지

각 상태를 추론해낼 수 있다는 기존 선행연구와도 궤를 같이 한다

(Lobato, Hohensee, & Rhodehamel, 2013). 결국, 연구자가 교육 현상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추론해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배치에 새로운 물질,

기구가 개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변화를 상세히 기술해야 하며,

그것이 아무리 미세한 변화라 할지라도 잠재적인 의미가 현실화되는 중

요한 사건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de Freitas,

2016b).

de Freitas(2016b)와 Sinclair(2017)는 이러한 접근을 수학교육의 맥락

에 적용하였다. 수학교육 연구의 맥락에서 배치의 재배열을 촉진할 수

있는 물질은 컴퍼스나 계산기와 같은 기구나 인공물에 제한되지 않으며

교사의 신체와 학생의 신체 그리고 움직임까지도 포함한다. 새로운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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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존의 배치, 교실 환경에 연루되고 개입하여 배치가 재배열되어 언

어 사용 방식의 변화, 습관적 움직임의 변화, 혼란의 변화와 같은 현상이

관찰된다면, 이는 잠재적인 수학적 의미가 현실화되는 시점으로도, 모호

했던 수학적 의미가 명료화되는 시점으로도 여겨질 수 있다. 그리고 교

사의 교수학적 행위를 통해 새로운 물질의 개입 및 배치의 재배열이 나

타난다면, 이 교수학적 행위는 배치 모델을 고려한 적절한 행위로서 판

단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교사, 학생과 같은 인간만이 아닌 인공물

등 기구라는 물질의 행위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기구를 단순히 학습의

매개물로 바라보는 기존의 수학교육 접근(예를 들어, Bussi & Mariotti,

2008)과 차별되는 것이기도 하다(de Freitas, 2016b).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분석 방법을 받아들여 세 가지 수업 사례를 분

석하려 한다. 여기에 더해,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 유물론의 관점에서 지

각 전환을 살펴보기 위해 앞서 도출한 배치 모델을 활용한다. 특히, 배치

모델에서 정리하였던 거시지각과 미세지각의 특징 및 배치의 재배열 과

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다음과 같이 활용할 것이다.

먼저, 배치가 재배열되는 과정을 보기 위해 본 연구는 교실 내에서 새

롭게 나타나는 인간과 비인간의 움직임, 교사와 학습자의 발화, 다이어그

래밍 행위 등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의 개입 및 움직임이 이루

어진 이후 나타나는 학습자의 변화에 주목하고 이를 자세히 기술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학습자의 변화는 앞서 제시한 배치 모델의

재배열과 관련하여 정리한 내용을 따른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배치에

새로운 물질이 개입한 이후 학습자의 언어 사용 방식, 습관적 움직임의

패턴, 혼란과 관련한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 그 물질을 배치를 재배열하

는 물질로 간주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수학 교수-학습이 진행되는 과정으로 간주한다.

수업 상황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순차적인 지각 전환 단계를 확인하

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 지적하였듯이, 미세지각은 비구조적이고 전-의식적이며

이전의 신체적 습관에서 벗어나는 특징을 갖는다. 구조적인 지각과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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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태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전-의식적인 미세지각의 형성은 학습자의

신체를 사분오열시키며 신체와 언어의 변형을 자극한다(Deleuze, 1994).

이 미세지각은 학습자가 의식할 수 없기에, 이러한 물질적 변화는 학습

자가 온전히 자각할 수 없으며 신체의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 특히, 미세

지각은 아직 개념적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의 단계로는 나아가지 않은

지각이지만, 방해나 개입과 같은 느낌을 불러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Massumi, 2009). 결국, 미세지각의 현실화는 새로운

물질의 개입으로 인해 나타나는 배치의 재배열 2에서 정리한 변화를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물질의 개입과 함께, 이전 상황

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던 학습자의 습관적 움직임이나 언어 사용 방

식이 와해되는 변화와 더불어 학습자의 비정합적인 움직임 등의 혼란스

러운 모습이 관찰되는 경우, 학습자의 미세지각의 현실화가 이루어졌다

고 판단한다. 그리고 교실 내 물질의 배열이 달라졌음에도 습관적 움직

임, 언어 사용, 혼란과 관련한 특기할만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즉 재배열1이 관찰된 경우는, 미세지각의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기존의 거시지각이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해석한다.

다음으로, 거시지각이 구조적이고 의식적이며 신체적 습관을 따라 이

루어지는 지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미세지각이 거시지각으

로 전환되는 과정을 배치 모델에서 정리한 배치의 재배열 3과 상통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미세지각에서 거시지각으로의 전환은 새로운 물질

의 개입과 함께, 배치 내에서 학습자의 새로운 습관적 움직임이나 언어

사용 방식이 안정적으로 정립되는 과정과 학습자의 혼란스러운 상태가

사라지는 과정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로, 2장에서 언급하였던 배치의 변환기는 배치의 상태를 미분

적으로 변화시키고 불안정하게 만들어 새로운 효과가 나타나도록 촉진한

다. 이후 배치가 안정화됨에 따라, 배치에서 어느 정도 안정화된 패턴과

물질적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Bennett, 2010; de Freitas & Sinclair,

2013). 이러한 점에서, 배치의 변환기는 Deleuze가 학습의 맥락에서 강조

한 기호로도 여겨질 수 있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물질 요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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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에 개입하여 재배열 2를 촉진하고 학습자의 신체에 미세지각을 현실

화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요소를 기호로 간주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학습자의 지각 전환에 교사가 주의를 기울였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배치 내에서 새로운 물질적 움직임이 나타나

는 순간이나 배치 안에 물질적 요소가 새롭게 개입하는 순간에 주목한

다. 그리고 그 순간 전, 후로 나타나는 교사의 발문이나 신체적 움직임의

양상으로부터 교사가 배치의 재배열에 주의를 기울였는지 아닌지 그 여

부를 해석한다. 또한, 교사가 여러 물질과 학습자의 움직임을 어떻게 조

정시키려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교사의 제스처나 발언 및 각종 교수학

적 행위가 배치의 재배열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어떠한 재배열로 이어지

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떠한 학생의 변화가 배치 안에서 나타나는지 확

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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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곱셈 수업 분석

2.1. 과제 및 수업 환경 설계

수업 활동에서 다루고자 했던 내용은 덧셈적 사고에 익숙한 학생들을

곱셈적 사고로 이끄는 것이었다. 연구자와 교사가 설계한 과제 및 수업

환경은 덧셈적 사고와 구별되는 곱셈적 사고의 특징을 강조한 선행연구

의 통찰을 반영하고 있다(Downton & Sullivan, 2017; Olive, 2001;

Singh, 2000; Steffe, 1988, 1994). 대부분의 학자는 덧셈적 사고에서 곱셈

적 사고로의 이행을 위해 학습자가 합성 단위(composite units)의 자유

로운 구성을 통해 두 개의 수열을 동시에 조정하며 카운터들을 세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덧셈적 사고만을 수행

하는 학생은 주어진 구체물을 하나씩 세어나가는 것(count by ones)에

그치지만, 곱셈적 사고를 수행하는 학생은 특정한 묶음의 크기를 자유롭

게 설정하여 묶음의 개수와 전체 개수를 동시에 세어나가는 것이 가능하

다. 결국 덧셈적 사고에서 곱셈적 사고로의 이행은 단독 개체를 하나의

단위로 여기는 조작에서 합성 단위를 조작하는 것으로의 전환을 요구한

다(Singh, 2000). 이러한 맥락에서 Downton & Sullivan(2017)은 곱셈적

사고의 핵심은 합성 단위의 구성 및 조정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학생이

하나의 단위(units of one)들과 하나 이상의 단위(units of more than

one)들을 동시에 사고하고 조작할 수 있을 때 곱셈적 사고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결국, “학생들은 곱셈 상황에서 합

성 단위의 구조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Downton & Sullivan, 2017, p. 306)

이러한 곱셈적 사고로의 이행을 돕기 위해 학생들이 합성 단위에 주

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 사용되었다. 특히, 직사각형 배열과 같은 배

열 모델이나 여러 사물을 몇 씩 몇 묶음으로 만드는 묶음 모델이 주로

사용된다(Mulligan & Mitchelmore, 1997). 이러한 모델을 이용하는 곱셈

상황에서 학생들은 모델에 있는 합성 단위의 구조를 지각하고 조직할 수



- 103 -

있어야만 한다(Battista, Clements, Arnoff, Battista, & Borrow, 1998).

위와 같은 선행연구의 통찰을 반영하여, 연구자와 교사는 학습자가 주

어진 카운터 하나에 주목하는 지각을 합성단위에 주목하는 지각으로 전

환시킬 수 있는 과제를 설계하고자 하였다. 이에 학습자에게 4개의 칩이

들어있는 불투명한 약봉지 6개를 나눠준 뒤, 각 약봉지에 같은 수의 칩

이 들어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학생이 약봉지 하나를 뜯어 몇 개의

칩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도록 한 뒤, 전체 약봉지에 들어있는 칩의 개수

를 추측하고 이를 덧셈식이나 그림과 같은 여러 표현을 통해 나타내도록

요구하였다.

이 불투명한 약봉지를 조작하고 그것을 통해 전체 카운터의 개수를

추측하고 자신의 추측을 여러 표현으로 나타내보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와

교사가 구현하고자 한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배치에 불투명한

약봉지 및 제스처, 다이어그램과 같은 새로운 물질과 움직임이 등장할

수 있도록 하여 배치의 재배열을 촉진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둘째, 기존

의 습관적인 움직임과 언어 사용 패턴을 붕괴할 수 있는 장치인 불투명

한 약봉지를 조작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약봉지를 둘러싸고 여러 학생의

집단적인 움직임이 조정되며 서로가 서로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설계한 과제와 수업 환

경은 다음 [그림 Ⅳ-2], [그림 Ⅳ-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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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배치와 지각을 고려하여 설계한 곱셈 과제

[그림 Ⅳ-3] 배치와 지각을 고려한 곱셈 수업 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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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지각 전환 교사의 지각과 배치 고려

직사각형

배열-카운터-학생

배치(배치 M1)

1. 개별 카운터가 두드러지는 거시지각 유

지(배치의 재배열 1)

1. 다양한 방식으로 칩을 묶도록 요청하여

배치의 재배열 2를 촉진하고자 함

2. 개별 카운터에 주목하는 학생의 거시지

각 상태 추론

불투명한

약봉지-합성단위-학

생들 배치(배치 M2)

1. 개별 카운터가 두드러지는 거시지각이

붕괴하고 합성단위에 관한 미세지각으

로의 현실화(배치의 재배열 2)

1. 배치 안에서 이전까지의 움직임의 패턴

을 붕괴시킬 수 있는 새로운 물질 환경

을 제공하여 배치의 재배열 2를 촉진하

고자 함

약봉지-다이어그램-

합성단위-학생

배치(배치 M3)

1. 한 합성단위에 관한 미세지각이 그에 대

한 거시지각으로 전환(배치의 재배열 3)

2. 두 합성단위가 부각되는 지각으로의 전

환

1. 주어진 상황을 다이어그램과 여러 표현

으로 나타내도록 하여 배치의 재배열 3을

촉진하고자 함

교사-곱셈식-합성단

위-학생 배치(배치

M4)

1. 한 합성단위에 관한 거시지각이 유지됨

(배치의 재배열 3)

1. 합성단위가 부각되는 학생의 거시지각

상태 추론

2. 새로운 표현법인 곱셈식과 화살표 그림

등을 도입하여 배치의 재배열 3을 촉진

<표 Ⅳ-2> 곱셈 수업에서 배치의 재배열과 함께 나타난 학생의 지각 전환과 교사의 배치의 재배열 고려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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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함

투명

약봉지-합성단위-학

생 배치(배치 M5)

1. 두 합성단위가 두드러지는 거시지각이

형성(배치의 재배열 3)

2. 안정적인 거시지각을 바탕으로 곱셈 개

념 이해

1. 투명한 약봉지라는 새로운 물질을 도입

하여 배치의 재배열 3을 촉진

2. 주어진 상황을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도록 하여 여러 물질이 하나의 신체처럼

긴밀히 연계되도록 유도. 이를 통해 배

치의 재배열 3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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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곱셈 수업 결과11)

본 연구가 선정한 곱셈 수업의 사례에서 특기할만한 배치의 재배열은

5번 나타났다. 기존의 배치에 불투명한 약봉지, 다이어그램, 투명한 약봉

지 등의 물질이 개입하면서 배치가 재배열되었고, 이에 따라 합성단위와

관련된 학습자의 지각 전환이 관찰되었다. 본고에서는 현상을 바라보는

분석 단위로 배치를 선정하였으므로, 교수-학습 과정에서 나타났던 배치

를 기준으로 연구 결과를 서술할 것이다. 배치의 재배열이 일어나면서

합성단위에 관한 학습자의 미세지각과 거시지각이 어떻게 나타나고 전환

되었는지, 그에 따라 교사가 학생의 지각과 배치를 어떻게 고려하였는지

를 살펴볼 것이다. <표 Ⅳ-2>은 곱셈 수업에서 나타난 학생의 지각 전

환과 교사가 배치를 고려한 방식을 요약 및 정리한 것이다.

2.2.1. 직사각형 배열-카운터-학생 배치(배치 M1)

이 배치는 곱셈 첫 번째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주어진 24개의 칩을 다

양한 방식으로 묶어 세어보라고 요청하였을 때 나타났다. 특히, 학생이

칩을 직사각형 배열로 나열했을 때 배치가 재배열되며 특정한 움직임의

패턴이 나타났다.

2.2.1.1. 학습자의 지각 전환

11) 이 절의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였다(승인

번호 IRB No. 1701/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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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5] 배치 M1에서 나타난 움직임

첫 번째 수업에서 교사는 학생에게 24개의 칩을 다양한 방식으로 묶

어 세어보라고 요청하였다.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칩들을 여러 묶음

으로 구분하였고, 특히 직사각형 모델을 활용하여 24개의 칩을 공간적으

로 구조화하였다([그림 Ⅳ-4]). 여기서 직사각형 배열-카운터-학생의 배

치(배치 M1)가 새롭게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배치 M1이 형성되

었다는 점에서 합성단위의 지각 구조가 학생에게 두드러지고 있다고 해

석할 수도 있으나, 실제 칩을 세어나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손가락을

이용하며 안정적으로, 아무런 혼란 없이 칩을 하나씩 세어나가는 모습을

보였다([그림 Ⅳ-5]). 이러한 모습은 카운터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이는

기존의 지각적 습관이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학습자의 기존

의 습관적 움직임과 언어 사용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으로부터, 직

사각형 배열이 미세지각을 현실화하는 기호로서 작용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배치의 재배열 1이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2.2.1.2. 교사의 지각과 배치 고려

첫 번째 수업에서 학생에게 24개의 칩을 다양한 방식으로 묶어 세어

보라고 한 교사의 의도는 개개의 카운터에 주의를 기울이던 학생의 지각

을 합성단위가 두드러지는 지각 구조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실제

로 교실에서는 직사각형 배열을 이용하는 모습만이 아닌, 여러 가지 형

태로 칩을 묶고 세는 신체적 행위가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교사의 교

수학적 행위가 배치의 재배열 2를 촉진하는 행위였다고 판단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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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것이 실제 미세지각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학생

의 지각이 여전히 개별 카운터가 부각되는 지각이라는 점을 확인한 연구

자와 교사는 두 번째 수업에서 새로운 물질, 불투명한 약봉지를 도입하

여 학습자의 거시지각을 붕괴시키고 합성단위에 관한 미세지각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2.2.2. 불투명한 약봉지-합성단위-학생들 배치(배치 M2)

두 번째 수업에서 교사는 학생에게 불투명한 6개의 약봉지를 나눠주

었다. S1, S2, S3, S4가 이 불투명한 약봉지를 조작하였을 때 배치의 재

배열 2가 나타나며 학습자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2.2.2.1. 교사의 지각과 배치 고려

교사가 학생에게 나눠준 불투명한 약봉지에는 각각 4개의 칩이 들어

있었다. 이후 교사는 봉지 안에 약이 있으며 각 약봉지 안에 똑같은 개

수의 약이 있다는 정보를 제시한다. 교사는 여섯 개의 약봉지 중 하나를

뜯어보도록 한 뒤, 학생들에게 전체 카운터의 개수를 추측해보도록 하였

다. 이와 같은 교사의 조치는 배치 내에서 개별 카운터를 둘러싸고 나타

났던 습관적 움직임과 언어 사용 패턴을 붕괴시키고 불투명한 약봉지에

대한 습관이 자리 잡게 할 수 있는 수업 환경을 제공하여, 배치의 재배

열 2를 촉진하고자 하고 있다([그림 Ⅳ-6, 7]).

[그림 Ⅳ-6~7] 약봉지와 학생의 집단적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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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1: 4, 4, 16(약봉지를 왼손에 들고 위 아래로 일정한 리듬을 맞추며 흔든

다. [그림Ⅳ-6]). 이거 뜯는 거 아니라니까? (S3를 바라보며)

2. S2, S3, S4: (S1이 약봉지를 들고 세는 걸 유심히 지켜본다.)

3. S3: 여기다 칩 그려야 해?

4. S1: 기다려 세고 있잖아. 4, 2, 16. (오른손으로 약봉지를 만지는 동시에 다

른 약봉지를 왼손에 들고 위 아래로 일정한 리듬을 맞추며 흔든다.)

5. S2, S3, S4: (S1이 약봉지를 들고 칩을 세는 과정에 주목한다.)

6. S3: 16, 20, 24. (S1이 칩을 세는 과정에 갑자기 개입한다. 손가락으로 S1이

들고 있지 않은 약봉지를 가리키며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며 칩을 센다.

[그림 Ⅳ-7])

7. S1: 아 너 때문에 헷갈린다! 헷갈려. (혼란스러운 얼굴 표정)

8. S2: 24개.

2.2.2.2. 학습자의 지각 전환

이 에피소드에서는 약봉지-합성단위-학생들의 배치가 형성되고 있으

며, 그 과정에서 배치 내의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4씩 뛰어 세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이렇게 배치가 재배열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첫째, 4개의 칩이 들어있는 불투명한 약봉지를 손에 든 채 일

정한 리듬에 맞춰 흔드는 행위(열1, 4, 6), 뛰어 세기와 함께 관찰되는 학

생들의 세기 제스처(열 6), 4가 강조되는 언어 사용으로의 변화(열 1, 4,

6). 둘째, 뛰어 세기가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학생의 혼란(열7). 배치 모

델에 의하면, 배치의 재배열과 함께 나타나는 습관적 움직임과 언어 사

용 방식의 변화는 여태껏 학생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합성 단위에

관한 지각이 전경으로 두드러지며 현실화되고 있음을, 즉 합성단위에 대

한 미세지각의 현실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불투명한 약봉

지라는 요소가 배치에 개입하여 학생과 약봉지의 공동의 움직임이 나타

났을 때, 학습자가 따르던 습관적 움직임과 언어 사용 방식이 와해되기

시작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이는 불투명한 약봉지가 배치에 배열되며 기

호로서 작용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약봉지는 행위적인 물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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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배치의 재배열 2가 나타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혼란스럽다는 표정

및 곤혹스러움을 드러내는 언어 사용과 함께 뛰어 세기를 수행하는 S1

의 모습은, 기호로서 약봉지가 강제하는 미세지각에 아직 S1이 적응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기할만한 점은, S1이 약봉지를 직접 손에 쥐고 뛰어 세기를 수행하

는 동안 나머지 학생 역시 동시에 4씩 뛰어 세기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

이다(열6). 배치 M2로의 재배열이 나타나면서 배치에 연루되어 있는 여

러 학생의 습관적 움직임과 언어 사용 방식의 변화가 집단적으로 나타나

고 있다. 이는 배치의 재배열 2와 함께 집단적으로 학습자들의 지각이

전환되고 있음을 뜻한다. 여기서 약봉지의 움직임은 배치에서의 미세지

각의 집단적인 현실화를 촉발하는 사건이며, 이러한 사건은 ‘개별 학생의

곱셈적 사고’와 같은 개인주의적인 용어로는 포착할 수 없는 현상이다.

학생들의 곱셈 학습은 집단적인 사회적 몸인 배치가 재배열되면서, 기호

에 의한 미세지각의 집단적인 현실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후, 기존의 배치가 불투명한 약봉지의 직사각형 배열과 학생이 이루

는 새로운 배치로 재배열되며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9. S1: 8, 16(약봉지를 2×3 직사각형 배열로 나열하며. [그림 Ⅳ-8]).

10. S2: (S1이 약봉지를 직사각형 배열로 나열하는 과정에 개입하며 약봉지를

오른손으로 만진다.)

11. S3, S4: (S1과 S2의 행위에 주목한다.)

12. S1: 8더하기 8더하기 8은(양손으로 약봉지를 2개씩 가리키는 제스처를 일

정한 리듬으로 반복하며 전체 카운터를 세어나간다. [그림Ⅳ-9]).

13. S2, S3, S4: (S1의 행위에 주의를 기울인다.)

14. S1: 8, 9, 8더하기 8은 16, 17, 18, 19, 20, 21, 22, 23, 24. 24네. (허공에 손

가락으로 8을 그린 뒤, 8더하기 8을 말할 때 손가락을 위 아래로 두 번

흔들고, 허공에 손가락으로 16을 그린다. 이후 16부터 하나씩 세어나갈

때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 나간다. [그림Ⅳ-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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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8~11] 약봉지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하며 카운터를 세는 S1

배치의 재배열과 함께 이전까지 4씩 뛰어 세기를 하던 S1은 약봉지를

2×3 직사각형 모양으로 재배열하며 8씩 뛰어 세기를 시도하고 있다(열

9). 8을 반복하는 언어 사용으로의 변화, 약봉지를 새로운 방식으로 배열

하는 모습,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체의 움직임(열 9, 12, 14)으로부터

합성단위 8이 학습자에게 두드러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배치의

재배열과 함께 합성단위에 관한 새로운 식별과 지각 양식이 가능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S1이 8씩 두 번 뛰어 센 이후 다시 카운터를 하나씩 세어나가

는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열14). 이 정합적이지 않은 행위와 혼란

으로부터 불투명한 약봉지, 즉 기호가 이전의 습관적 움직임과 언어 사

용 방식을 완전히 와해시키지는 못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배치가 재

배열되는 과정에서 합성단위의 구조는 두드러지기도 하고, 다시 후퇴하

기도 한다. 이것은 합성단위에 대한 미세지각이 아직 안정적인 거시지각

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합성단위가 두드러지는

동시에 개개의 카운터 역시 부각되는 이 혼잡한 지각은 학습이 이루어지

는 과정이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다는 Deleuze의 주장을 다시금 확인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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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지금까지의 에피소드는 배치가 재배열되며 미세지각이 현실화되는 학

습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직사각형 배열-카운터-학생들의 배치에서

불투명한 약봉지-합성단위-학생들의 배치로 그리고 그것이 다시 약봉지

의 직사각형 배열-합성단위-학생들의 배치로 재배열되는 과정에서, 개개

의 칩의 구조가 부각되었던 거시지각의 구조가 붕괴되고 합성단위에 대

한 미세지각의 현실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지각의 전환은 학습자의 신체

와 언어의 변형을 자극하며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학습자를 기존의

의미체계 내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습관과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도

록 강요하는 사건이다. 그리고 불투명한 약봉지는 배치 안에 개입하면서

합성단위의 구조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를 형성하여 곱셈에 대한 학습이

시작되도록 하는 기호로 작용하였다. 결국, 이러한 기호의 작용과 미세지

각으의 현실화는 개개의 카운터에 주목하던 학습자의 앞에 강제적으로

합성단위의 지각 구조를 드러내기 시작하며 기존의 의미체계로는 다루기

힘든 사태에 학습자가 직면하게 했다. 정리하자면, 본 곱셈 학습 과정에

서 기호와 미세지각의 역할은 지각의 강제적인 전환을 통해 학습자를 곱

셈에 대한 문제의 장으로 이끌어내도록 하는 데 있었다.

2.2.3. 약봉지-다이어그램-합성단위-학생 배치(배치 M3)

이 배치는 교사가 학생에게 불투명한 약봉지를 다루었던 자신의 조작,

움직임을 다이어그램과 덧셈식 표현으로 나타내라고 요구하였을 때 나타

났다. 여기서 배치의 재배열 3이 관찰되었다.

2.2.3.1. 교사의 지각과 배치 고려

교사는 학생들에게 불투명한 약봉지에 담긴 전체 칩의 개수에 관한

각자의 추측을 덧셈식과 그림으로 나타내도록 요구하였다. 학생이 처한

상황을 덧셈식과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도록 하였다는 점은, 배치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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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배치 모델에 기반을 둔 적절한 교수학

적 조치로 여겨질 수 있다. 특히, de Freitas & Sinclair(2012)가 지적했

듯이, 다이어그래밍 활동은 학습자와 물질세계와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행위이다. 이 다이어그래밍 활동은 학습자에게 물질세계의 특정한 부분

을 두드러지게 한다는 점에서 지각 전환에서 매우 중요한 활동이기도 하

다. 이러한 점에서 교사의 교수 행위는 배치의 재배열 3을 촉진하려는

시도로 여겨질 수 있다.

2.2.3.2. 학습자의 지각 전환

앞선 활동에서 미세지각의 현실화를 경험한 학생들은 교사의 요구에

따라 전체 카운터의 개수에 대한 자신의 추측을 덧셈식과 그림으로 표현

하였다.

S1은 약봉지들을 손으로 하나씩 들어 옆 책상으로 옮기며 덧셈식 모

델을 작성하였다([그림 Ⅳ-12~13]). 덧셈식 모델을 그려나가며, S1은 “4

더하기. 4 더하기 4는 8. 8 더하기 8은 16, 17, 18, 19, 20, 21, 22, 23, 24”

라 말하며 전체 카운터의 개수를 세어나갔다. 여기서 S1의 언어 사용 방

식이 안정화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부터 S1의 미세지각이

거시지각으로 전환되지 않은 채 모호한 지각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S1은 자신의 추측을 그림 모델로 나타내었다. 먼저 S1은 네 개

의 카운터를 바라보며 “하나, 둘, 셋, 넷”을 외치며 뜯은 약봉지에 들어

있던 카운터 4개를 그려나갔다. 그 다음 S2가 “봉지가 몇 개야?”라 물었

고 S1은 손가락으로 약봉지를 일정한 리듬에 맞춰 가리키며 “봉지가 하

나, 둘, 셋, 넷, 다섯 개네. 봉지 다섯 개를 그려야지”라 말하였다([그림

Ⅳ-14]). S1은 카운터와 약봉지의 그림을 그려넣었고, 이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라 말하며 카운터 그림 위에 숫자 1, 2, 3, 4를 적어나

갔다. 다음으로 역시 일정한 리듬에 맞춰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라 말하며 약봉지 그림 위에 숫자 4를 적어나갔다([그림 Ⅳ-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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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S2는 S1이 구성한 그림 모델을 유심히 지켜본 뒤, 약봉지를 그리

고 약봉지의 밑에 약봉지의 수를 나타내는 숫자 1, 2, 3, 4, 5를 그려나갔

다([그림 Ⅳ-16]). 그 결과 S1과 S2은 다이어그램을 구성할 수 있게 되

었다([그림Ⅳ-18~19]).

[그림 Ⅳ-12~13] 약봉지를 옮기며 덧셈식을 작성하는 S1

[그림 Ⅳ-14~15] 배치 M3에서 나타난 S1과 S2의 다이어그래밍 활동

[그림 Ⅳ-16~17] S1의 모델에 주의를 기울이는 S2 그리고 능숙하게 뛰어

세기를 하는 S1

S1과 S2의 제스처와 다이어그래밍 활동을 살펴보면, 그들의 행위가

상황에 대한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약봉지

를 움직이는 행위와 다이어그래밍 행위가 일정한 리듬에 맞춰 이루어졌



- 116 -

다는 점이 중요하다. 배치 내에서 반복되는 행위의 리듬은 학습자의 반

성이나 계획에 앞서 지각 구조가 두드러지도록 하는 중요한 물질적 행위

이다(Sinclair, Chorney, & Rodney, 2016). 위 사례에서 리듬은 배치 내

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물질적 행위와 더불어 학습자의 앞에 합성단위 4

의 구조가 더욱 부각되게끔 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리듬은 앞선 활동을 거치며 현실화된 미세지각의 안정적인 구조화를

촉발하는 움직임이기도 한 것이다. 결국, 배치의 재배열 3이 이루어지며

한 합성단위의 관한 미세지각이 그에 대한 거시지각으로 전환되고 있다

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Ⅳ-18] 추측에 대한 S1의 덧셈식과 그림 모델

[그림 Ⅳ-19] 추측에 대한 S2의 덧셈식과 그림 모델

더욱이 기존의 배치가 약봉지-다이어그램-합성단위-학생의 배치로 재

배열되면서 학생에게 합성단위 4와 함께 약봉지의 수 역시 강조되고 있

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S1과 S2가 전체 카운터에 대한 뛰

어 세기뿐 아니라 약봉지의 수와 관련된 신체적 움직임을 수행하고 그에

관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다

이어그래밍 활동을 통해 배치가 재배열되고 동적인 뛰어 세기 및 제스처

가 다소 정적인 다이어그램으로 표현되면서, 두 합성단위에 대한 지각

구조가 전경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습자의 지각이 한 합성단위에

관한 지각에서 두 합성단위에 관한 지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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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결국, 두 학생의 다이어그래밍 활동은 배치의 재배열을 촉진하여

두 합성단위가 부각되는 지각으로의 전환을 야기하는 사건이며, 학습자

가 물질세계를 지각하는 방식을 전환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두 합성단

위가 부각되는 지각이 미세지각인지 거시지각인지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없기에, 여기서는 배치의 재배열과 함께 지각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후 교사는 약봉지를 전부 뜯어 칩의 총 개수에 대한 학생의 추측을

실제로 확인해보라고 요청하였다. 학생들은 총 칩의 개수가 실제로 24개

임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S1은 스스로 10개의 칩을 골라 직사각형 배열

로 나열한 뒤, 칩을 2씩 뛰어 세는 것에 성공한다([그림 Ⅳ-17]). 개개의

칩이 시각적으로 나타난 상황이었기에 학생의 주의가 낱개의 칩으로 분

산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S1은 이전에 현실화된 합성단위에 대한 미

세지각을 바탕으로 카운터를 뛰어 세는 것에 성공한다. 이전 수업에서

직사각형 배열이 학생의 지각을 현실화시키는 기호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약봉지를 조작하는 활동이 배치의 재배열과 함께 합성

단위가 두드러지는 지각으로의 전환을 이끌어낸 매우 효과적인 활동이었

으며 약봉지가 직사각형 배열과는 달리 기호로서 효과적으로 작동하였다

고 판단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앞서 약봉지-합성단위-학생들의 배치로의 재배열 2가 이

루어지고 미세지각의 현실화가 나타나며 한 합성단위에 대한 지각 구조

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면, 이 에피소드에서는 다이어그램-약봉지-합성단

위-학생의 배치로의 재배열 3이 이루어지며 두 합성단위의 구조가 두드

러지기 시작했다. 배치를 재배열시킨 리듬, 다이어그래밍, 제스처 등의

물질적 움직임은 새로운 물질적 관계가 전면에 나타나도록 하였고, 이는

곱셈 학습에서 중요시되는 합성단위들의 동시적인 조정 과정이 이루어지

는 과정으로 여겨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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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교사-곱셈식-합성단위-학생 배치(배치 M4)

이 배치는 교사가 앞선 활동으로부터 학생에게 두 합성단위가 부각되

는 지각으로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판단 하에, 새로운 표현법인 곱셈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그림 Ⅳ-20~23] 배치 재배열을 위한 곱셈식 도입

15. T1: 자, 2학년. 세어 봤나요? 몇 개에요?

16. S all: 24개!

17. T1: 24개 맞아요? 자 그러면 다 같이 선생님을 봅니다. 우리가 선생님하

고 새로운 약속을 하나 할 거에요. 너희들 약 봉투 하나(오른손을 들며

손가락 하나를 편다)에 약이 몇 개 들어 있어요?

18. S all: 4개

19. T1: 그렇지. 4개가 들어 있었지? (칠판에 숫자 4를 쓴다. [그림Ⅳ-20]) 그

리고 약 봉투는 총 몇 개였어요?

20. S all: 6개.

21. T1: 그 다음에, 약 봉투 모두 몇 개 있었다고?

22. S all: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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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T1: 6개 있잖아. (칠판에 숫자 6을 쓴다.) 그런데 이거를요, 새롭게 약속하

는 말로 해 볼 거예요.

24. T1: 몇 묶음 있었어? 약 봉투가 몇 개 있었지?

25. S all: 6개

26. T1: 6개가 있으니까, 6개 묶음이 있었지. (칠판에 쓰인 6뒤에 묶음이라는

단어를 추가로 적는다. [그림Ⅳ-21]) 몇 개씩 들어 있었어요? 몇 개씩?

27. S all: 4개씩

28. T1: 4개씩. (칠판에 적힌 4뒤에 씩이라는 단어를 적는다.) 그래서 4씩 6묶

음이라고 할 거에요. 여기서 보면 4는 하나의 약 봉지에 들어 있는 약의

개수였지? (숫자 4를 향하는 화살표를 그린 뒤 한 약봉지에 들어있는 약

의 개수라는 문장을 적는다. [그림Ⅳ-22]) 그 다음에 묶음은요, 약 봉지

의 수가 되었죠(숫자 6을 향하는 화살표를 그린 뒤 약봉지의 수라는 문

장을 적는다. [그림Ⅳ-23]). 자 그래 가지고 먹어야 할 약은 총 몇 개라

고?

29. S all: 24개

30. T1: 자 이렇게 표현하면? 시작.

31. S all: 4씩 6묶음. (교사가 막대를 이용해 학생들의 발언에 맞추어 칠판에

쓰여 있는 숫자 4와 6을 차례로 가리킨다.)

2.2.4.1. 교사의 지각과 배치 고려

교사는 학급의 여러 학생이 불투명한 약봉지를 조작하는 모습을 관찰

한 뒤, 새로운 표현법인 4씩 6묶음이라는 곱셈 표현을 도입하게 된다(열

28). 이 표현은 두 합성단위로 24개의 칩을 조정한 결과이며, 이러한 점

에서 교사가 앞선 학생의 활동으로부터 두 합성단위가 부각되는 거시지

각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교사의

곱셈식 도입으로 인하여 교사-곱셈식-합성단위-학생의 배치로의 재배열

이 촉진될 수 있다.

특히, 교사는 4와 6이라는 숫자를 분필과 막대 그리고 화살표를 통해

강조하면서(열 23, 26, 28), 학생들이 4와 6이라는 합성단위가 동시에 부

각되는 거시지각을 인식하고 이 둘을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지도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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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2.2.4.2. 학습자의 지각 전환

교사와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24개의 칩을 4씩 6묶음이라는 표현을

통해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아직 두 합성단위에

대한 학생들의 미세지각이 어떻게 전환되었는지를 확인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 앞서 전환된 한 합성단위에 관한 거시지각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학생의 지각이 어떻게 전환되었는지 확인하

기 위해서는 이후 이루어진 학생의 활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2.5. 투명 약봉지-합성단위-학생 배치(배치 M5)

이 배치는 교사가 학생에게 투명한 약봉지에 같은 개수의 칩을 넣고,

새로 도입한 곱셈식을 이용해 이를 나타내라고 요구하였을 때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학생의 지각 전환과 배치의 재배열 3이 일어났음을 추론할

수 있는 여러 현상이 관찰되었다.

2.2.5.1. 교사의 지각과 배치 고려

새로운 표현법인 곱셈식을 도입한 이후, 교사는 학생에게 다음 활동으

로 넘어갈 것을 요구하였다. 학생들은 각자 짝을 지어 친구가 처방한 약

의 개수를 새로운 표현법을 통해 나타내도록 요구받았다. 이 활동에서는

한 학생이 아침, 점심, 저녁에 먹을 약을 각각 같은 개수만큼 처방하고

투명한 약봉지 세 개에 같은 개수만큼의 칩을 집어넣으면, 다른 학생이

칩의 개수를 새로운 표현법을 이용하여 나타내야만 한다. 투명한 약봉지

라는 새로운 물질을 기존의 배치에 개입시키고, 이를 다른 학생과 짝을

지어 새로운 표현법으로 나타내도록 함으로써 교사는 여러 물질이 긴밀

히 조정될 수 있는 환경을 학생에게 제공하는데 성공한다. 즉, 배치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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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 3을 촉진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교사의 조치는 학습자의 지각

전환을 위한, 배치 모델에 기반을 둔 적절한 행위로 여겨진다.

2.2.5.2. 학습자의 지각 전환

먼저 S3는 “난 두 개씩 넣을 거야”라고 말한 뒤, 투명한 약봉지에 노

란 칩을 두 개씩 집어넣었다([그림Ⅳ-24]). 이후 S1은 S3가 만든 약봉지

를 살펴본 뒤, 투명한 약봉지를 손가락으로 하나씩 가리키며 “2더하기 2

더하기 2더하기”라 말한 뒤 곧바로 “2, 4, 6”이라 말하였다([그림Ⅳ-25]).

이렇게 능숙하게 2씩 뛰어 세기를 한 뒤 S1은 답안지에 덧셈식과 2씩 3

묶음이라는 표현을 작성하였다. 이후 S3은 “3개씩 할래”라고 말하며 각

약봉지에 칩을 한 개씩 추가로 삽입하였고, 이를 나중에 확인한 S1은 자

신이 작성한 2씩 3묶음이라는 표현에서 2를 3으로 바꾸며 3씩 3묶음이라

는 표현으로 수정하였다([그림Ⅳ-26]).

[그림 Ⅳ-24~25] 배치 M5에서 나타난 S1과 S3의 움직임

[그림 Ⅳ-26] S1의 수정 답안

이 에피소드로부터 기존의 배치가 투명 약봉지-합성단위-학생의 배치



- 122 -

로 재배열되면서 배치 내의 나타나는 습관적 움직임과 언어 사용 방식이

안정화되고 정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배치의 재배

열 3이 일어난 것이다. 여기서 S1은 능숙하게 2씩 뛰어 세는 모습을 보

이고 있으며, 두 합성단위를 명확히 구별하며 곱셈 상황을 2씩 3묶음이

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S3가 2씩 3묶음의 상황을 3씩 3묶음의 상황으로 바꾸었을 때,

S1은 바뀐 상황의 어떤 측면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즉, 합성단위 2에서

합성단위 3으로의 변화를 명시적으로 인식하며 곱셈식 표현에서 합성단

위의 크기를 2에서 3으로 정확히 수정하였다. 다시 말해, 두 합성단위의

지각 구조가 학습자에게 의식적이고 명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배

치의 재배열 3과 함께 두 합성단위에 대한 미세지각이 거시지각으로 전

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배치의 마지막 재배열과 함께 안정적

인 거시지각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학습자가 곱셈 상황에서 두

합성단위를 구별하고 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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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각 수업 분석

3.1. 과제 및 수업 환경 설계

외각 수업 활동에서 다루고자 하였던 내용은 외각의 정의 및 다각형

의 외각의 크기의 합이 언제나 가 된다는 성질이다. 교수-학습을 위

해 연구자와 교사가 설계한 과제 및 수업 환경은 각에 관한 동적 회전

관점을 강조하였던 선행연구의 여러 통찰을 반영하고 있다(Abelson &

diSessa, 1986; Kontorovich & Zazkis, 2016).

Abelson & diSessa(1986)는 거북 기하(Turtle Geometry)에서 임의의

닫힌 경로를 따라 한 바퀴 걸어 나갔을 때 회전한 각의 합이 언제나

가 된다는 닫힌 경로 정리(Closed Path Theorem)에 관하여 언급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중학교에서 다루는 정리는 닫힌 경로 정리의 한 특

수한 형태, 즉, 단순 볼록 다각형(simple convex polygon)의 성질을 다루

는 단순 닫힌 경로 정리(Simple Closed Path Theorem)에 해당된다. 단

순 닫힌 경로 정리가 단순 다각형을 다룬다면, 닫힌 경로 정리는 오목

다각형 및 각 변이 서로 교차하는 다각형까지 다루는 더 일반화된 정리

라고 할 수 있다.

Kontorovich & Zazkis(2016)에 따르면, 이 정리에는 각에 관한 동적

회전(angle-as-a-dynamic-turn)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각에 관한 정적

모양 관점(angle-as-a-static-shape)이 단순히 각과 다각형의 모양을 정

적으로 바라보기만 하는 관점이라면, 각에 관한 동적 회전 관점은 다각

형의 변을 따라 실제로 걸어가는 상상을 하면서 각과 다각형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각에 관한 정적 모양 관점을 따르면 수학적 귀납법이나 다각

형의 내각의 합에 관한 공식을 이용하여 단순 닫힌 경로 정리를 증명할

수 있으나, 오목 다각형 등을 포함한 닫힌 경로 정리의 증명으로는 나아

가기 힘들다. 더 일반화된 상황을 다루는 닫힌 경로 정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각에 관한 동적 회전 관점이 요구된다(Kontorovich & Zazki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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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단순 닫힌 경로 정리를 정당화하고 증명함

에 있어 각에 관한 정적 모양 관점을 취하는 것은, 수학적 귀납법이나

이전에 학습한 내각의 성질과 같은 기존의 습관과 논리를 따른다는 점

그리고 새로운 수학적 의미를 드러내기 힘들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운 부

분이 있다. 정리의 정당화와 증명 과정에서 각에 관한 동적 회전 관점을

새롭게 도입하는 환경을 학습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 학습자와 여러

물질 사이의 배치가 재배열되며 기존의 습관, 논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미가 역동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자와 교사는 위와 같은 선행연구의 통찰을 반영하여, 다각형에 관

한 학습자의 지각을 정적 모양 관점에서 동적 회전 관점에 관한 지각으

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과제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교실의 중

앙에 정삼각형 모양과 정사각형 모양의 파란색 테이프를 붙이고, 그 테

이프를 따라 학생이 걸어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학생에게 꼭짓점에서 몇

도를 회전하였는지 생각해보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여 외각의 정의 및

다각형의 성질에 관하여 정당화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와 교사가 구현하고자 한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삼각형 모양과 정사각형 모양의 테이프 위에서 학습자의 신체의 움직

임이 새롭게 나타나도록 하여 배치의 재배열을 촉진하는 환경을 제공한

다. 둘째, 기존의 지각적 습관과 그에 따르는 습관적 움직임과 언어 사용

방식이 붕괴할 수 있도록 학생에게 다각형 모양의 테이프 위에서 활동하

도록 요구한다. 셋째, 테이프를 둘러싸고 여러 학생의 집단적인 움직임이

조정되도록 하고, 교실 내의 학생이 활동하는 학생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연구자와 교사는 수업 과제와 수업 환경을

다음 [그림 Ⅳ-27], [그림 Ⅳ-28]와 같이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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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7] 배치와 지각을 고려하여 설계한 외각 과제

[그림 Ⅳ-28] 배치와 지각을 고려하여 설계한 외각 수업 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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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지각 전환 교사의 지각과 배치 고려

정사각형-교사-

학생 배치(배치

E1)

1. 교사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도형

의 내각이 두드러지는 거시지각 유지

(배치의 재배열 1)

1. 학습자의 신체와 테이프의 구조적 배

열이 새롭게 이루어지도록 촉진

2. 배치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 발문을 던져 재배열 2를

촉진하고자 함

정삼각형-교사-

학생 배치(배치

E2)

1. 삼각형의 내각이 두드러지는 거시지각

유지(배치의 재배열 1)

2. 배치의 재배열에 따라 내각이 부각되

었던 거시지각이 붕괴하고 새로운 미

세지각이 현실화(배치의 재배열 2)

1. 내각이 두드러지는 학습자의 거시지각

상태를 추론

2. 배치의 재배열 2를 촉진하는 움직임을

학생에게 요구

3. 새로운 움직임의 패턴이 나타날 수 있

는 물질을 도입하여 재배열 2를 촉진

하고자 함

정삼각형-교사-학생

배치의 재배열(배치

E3)

1. 정삼각형에서 외각이 부각되는 안정적

인 거시지각의 형성(배치의 재배열 3)

1. 외각에 대한 학습자의 미세지각 상태

추론

2. 배치의 재배열 3을 촉진하는 움직임을

<표 Ⅳ-3> 외각 수업에서 배치의 재배열과 함께 나타난 학생의 지각 전환과 교사의 배치의 재배열 고려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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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요구

정삼각형-직선-교사-학

생 배치(배치 E4)

1. 외각이 부각되는 집단적인 거시지각으

로의 전환(배치의 재배열 3)

2. 안정적인 거시지각을 바탕으로 수학

학습이 진행

1. 배치의 재배열 3을 촉진하는 물질을

배치에 개입시킴

2. 학습자의 동적인 제스처를 정적인 다

이어그램으로 나타내어 배치의 재배열

3을 촉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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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외각 수업 결과12)

본 연구가 선정한 외각 수업의 사례에서 주목할만한 배치의 재배열은

4번 나타났다. 교실 중앙에 붙여진 정삼각형과 정사각형 모양의 파란색

테이프에서 여러 학생의 신체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직선 모양의 테이프

가 추가로 기존의 배치에 개입하면서 배치가 재배열되었으며, 이에 따라

내각이 부각되는 지각에서 외각이 두드러지는 지각으로의 전환이 관찰되

었다. 앞선 1절을 따라, 이번 분석에서도 교수-학습 과정에서 나타났던

배치를 기준으로 연구 결과를 서술할 것이다. 배치의 재배열과 함께 내

각 및 외각에 관한 학습자의 미세지각과 거시지각이 어떻게 나타나고 전

환되었는지, 그에 따라 교사가 배치와 지각을 어떻게 고려하였는지 살펴

볼 것이다. <표 Ⅳ-3>은 외각 수업에서 나타난 학생의 지각 전환과 교

사가 배치를 고려한 방식을 요약 및 정리한 것이다.

3.2.1. 정사각형-교사-학생 배치(배치 E1)

이 배치는 외각 첫 번째 수업에서 학생 한 명에게 정사각형 모양의

테이프를 따라 걸어가도록 하였을 때 나타났다. 여기서 재배열 1과 함께

내각에 주목하는 기존의 거시지각이 유지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1. T2 : 자 S5야, 어디서부터 움직여 볼래? 거기서부터 움직여볼 거야? 그럼

움직여봐. 자 꼭짓점에서.

2. S5 : (정사각형 모양의 테이프를 따라 걸어간다. 꼭짓점에서 90도만큼 회전

하며 걷다 원래 위치로 돌아온다.) ([그림Ⅳ-29])

3. T2 :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지? 자 그럼 S5가 지금 움직일 때 꼭짓점에서

어떻게 움직였어?

4. S5 : 90도요(꼭짓점에서 다시 몸을 90도만큼 회전시킨다). ([그림Ⅳ-30])

12) 이 절의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였다(승인

번호 IRB No. 1702/00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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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9~30] 정사각형의 변을 따라 걷는 S5

3.2.1.1. 교사의 지각과 배치 고려

이 수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진행되었던 첫 번째 수업에서 학생들은 

개의 변을 가진 다각형의 내각의 합이 라는 것을 알게 되었

다. 그리고 이전 수업까지 학생들은 회전의 관점에서 각을 다룰 기회가

없었으며, 오직 정적 모양의 관점에서 각을 바라보는 지각적 습관을 가

지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학습자가 기존의 관점을 따라 이루어지는

습관적 움직임과 언어 사용 방식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연구자

와 교사는 두 번째 외각 수업에서 학생에게 정사각형과 정삼각형 모양의

테이프 위를 걸어가도록 하였다. 이는 학생의 신체, 신체의 움직임, 테이

프 등의 행위적 물질들을 하나의 신체로 배치하는 환경이며, 배치의 재

배열 2 및 그에 따른 지각 전환을 촉진하는 환경으로 여겨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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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교사는 꼭짓점에서의 움직임의 결과에 대하여 학생에게 반복하여

묻고 있는데(열 3), 이를 통해 꼭짓점에서 학생이 자신의 신체를 회전시

키는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났다(열 4). de Freitas(2016a)에 의하면 이러

한 움직임은 배치의 재배열과 함께 새로운 미세지각의 현실화를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기에 교사의 요구는 배치 모델에

비추어볼 때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2.1.2. 학습자의 지각 전환

이 에피소드에서 학생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정사각형 모양의 테이프

를 따라 걸어가며 꼭짓점에서 90도를 회전했다고 밝히고 있다(열 4). 미

세지각의 현실화 과정에서는 학습자의 습관적 움직임 및 언어 사용 방식

의 와해와 학생의 혼란이 드러나야 하는 바, 이렇게 안정적으로 답을 이

끌어내는 학생의 행위는 아직 외각에 관한 새로운 미세지각이 두드러지

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배치의 재배열 1과 함께 도형의 내각

부분이 두드러지는 학습자의 기존 거시지각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3.2.2. 정삼각형-교사-학생 배치(배치 E2)

이 배치는 앞서 학생의 거시지각을 확인한 교사가 미세지각의 현실화

를 위해 학생들에게 정삼각형 모양의 테이프를 따라 걸어가도록 하였을

때 나타났다. 배치 E2에서 배치의 재배열 2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학습자의 여러 변화가 관찰되었다.

5. T2 : S5야 걸어봐 봐. 꼭짓점에서.

6. S5 : (S5가 정삼각형 모양의 꼭짓점에서 몸을 회전시킨다([그림 Ⅳ-31]).

7. T2 :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8. S5 : (S5가 꼭짓점에서 120도 회전한 뒤 정삼각형의 한 변을 따라 원래 위

치로 돌아온다.([그림 Ⅳ-32])

9. T2 : 어 됐어요? 다시. S5야 너 스스로 한 번 얘기해 볼까? 너가 생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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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꼭짓점에서 몇 도를 돈 것 같아?

10. S5 : (자신이 서 있는 삼각형의 내각 부분을 바라본다([그림 Ⅳ-33]) 60도

요.

11. T2 : 60도를 돈 것 같아? 자 다시 한 번 돌아봐봐.

12. S5 : (S5가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정삼각형의 변을 따라 걷다가 두 번째

꼭짓점에서 120도 회전 후 멈춘다.)

13. T2 : 자 가서 도달해서 이렇게. 아까보다 많이 돌았어 조금 돌았어?

14. S5 : 많이 돌았어요.

15. T2 : 90도 일 때보다 많이 돌았을까 조금 돌았을까?

(중략)

16. S5 : 많이 돌았어요.

17. T2 : 그럼 60도가 아니겠지? 자 거기서 다시 한 번 돌아봐.

18. S5 : (원래 서 있던 위치로 돌아와 120도를 회전한다)

19. S6 :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S5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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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1~33] 배치 E2에서 정삼각형의 변을 따라 걷는 S5

3.2.2.1. 교사의 지각과 배치 고려

앞선 활동에서 학생의 반응을 본 뒤, 교사는 정삼각형 모양의 테이프

를 따라 걷도록 S5에게 요청한다(열 5). 학생의 움직임 패턴에 변화를

주려는 교사의 모습으로부터, 교사가 앞선 학생의 행위로부터 내각이 두

드러지는 학습자의 거시지각이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교사가 학생에게 정삼각형 모양의 테이프를 따라 걷도

록 요청한 조치는, 배치의 재배열 2와 함께 학습자의 지각 전환을 촉진

할 잠재력을 가진다. 특히, 정삼각형은 정사각형과 달리 내각과 외각의

크기가 다르다는 점에서, 정삼각형 모양의 테이프라는 새로운 물질을 도

입한 교사의 교수학적 행위는 이전 배치 안에서 나타났던 습관적 움직임

과 언어 사용의 패턴을 붕괴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교사

의 조치는 배치 모델에 기반을 둔 적절한 교수학적 조치로 여겨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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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서 교사는 단순히 여러 물질을 사전 고려 없이 배열하는 게 아

니라 학습자의 지각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섬세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물질을 도입하고 있다.

교사의 질문에 학생이 60도라고 대답한 이후 교사는 다시 한 번 정삼

각형을 따라 걸어가도록 요구하였고, 정사각형 위에서 걸어 나갔을 때와

비교하여 어떤 상황에서 꼭짓점에서 더 많이 회전한 것 같은지 묻는다

(열 11, 13, 15). 이로부터 내각에 주목하는 학생의 지각이 전환되지 않았

다고 판단하고 다시 한 번 배치 내에서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하여 배치

를 재배열 2를 촉진하고자 하는 교사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3.2.2.2. 학습자의 지각 전환

교사의 요청을 따라 정삼각형 모양의 테이프 위를 걸어간 뒤, 꼭짓점

에서 얼마나 회전한 것 같냐는 교사의 질문에 S5는 큰 혼란 없이 삼각

형의 내각 부분을 바라보며 60도라고 대답한다(열 10). 이렇게 습관적

움직임과 언어 사용 방식이 지속되는 모습으로부터 여전히 도형의 내각

에 주목하는 거시지각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아직

배치가 재배열되지 않았고, 학습자의 미세지각이 현실화되지 않은 것이

다.

이에 교사는 S5에게 다시 한 번 정삼각형을 따라 회전하도록 요청하

였고, 앞서 정사각형의 상황과 비교하여 어떤 상황에서 꼭짓점에서 더

많이 회전한 것 같은지 묻는다. 여기서 S5는 정삼각형 상황에서 더 많이

회전한 것 같다고 대답하지만, 동시에 정확히 얼마나 회전하였는지에 대

해서는 다소 혼란스러워 하며 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열 14, 16).

즉, 아직 S5가 변화한 상황, 즉 배치 E2 내에서 어디에 주목해야 할지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전까지의 거시지각이 안정

적으로 유지되었다면, S5는 기존의 습관적 움직임 및 언어 사용 방식을

따라 정사각형 상황에서 더 많이 회전하였다고 답했을 것이다. 이러한

학습자의 움직임 및 언어 사용 방식의 변화에 비추어 볼 때, 배치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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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 2가 일어나며 S5의 거시지각이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한편, S6는 S5의 활동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매우 혼란스러워 하는 모

습을 보이고 있다(열 19). 이전 배치에서 S6의 지각이 정확히 어떠한 상

태였는지 그리고 배치 E1이나 배치 E2에서 S6의 두드러진 움직임이나

언어 사용 방식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혼란스러워 하는 모

습만으로는 S6의 미세지각의 현실화가 일어났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그

렇지만 배치 2에서 S6가 노출하는 혼란스러운 표정은, 분명 이전까지 도

형의 내각을 안정적으로 바라보던 학생의 지각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

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즉, 직접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S6

의 지각이 S5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의

미에서 배치 2에는 S5만이 아닌 S6의 신체도 연루되어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3.2.3. 정삼각형-교사-학생 배치의 재배열(배치 E3)

배치 E3는 배치 E2에서 S5가 삼각형 꼭짓점 주변으로 발을 회전시킬

때 나타났다. 배치 E3로의 재배열과 함께 안정적인 습관적 움직임과 언

어 사용 방식이 나타났으며, 학습자의 지각이 성공적으로 전환되는 모습

이 관찰되었다.

20 .T2 : 다시 한 번 돌아봐봐

21. S5 : (정삼각형의 한 변을 따라 걷다, 한 꼭짓점에서 멈춘 뒤 그 지점에서

외각을 따라 발을 회전시킨다) 이, 이 부분? 이렇게 여기? ([그림Ⅳ-34])

22. S6 : (S5의 발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다가([그림Ⅳ-35])) 아아 저요.

23. T2 : 어 S6. S6가 나와서 돌아볼래요? (중략) S6가 이번에 돌아봐.

24. S6 : 그 이렇게 돌잖아요. (삼각형의 한 변을 따라 걷는다) 여기 보니까

(꼭짓점 부분에서 멈춰 서서 걸어온 방향을 따라 손을 뻗는다.([그림Ⅳ

-36])) 이게 이렇게 도는 거니까(걸어온 방향으로 손을 뻗은 뒤, 삼각형

의 다른 변을 향해 손을 회전시킨다([그림Ⅳ-37]). 여기가 이렇게 쭉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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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삼각형의 한 내각과 외각을 가로지르는 제스처를 취한 뒤, 두 부분을

동시에 가리킨다 ([그림Ⅳ-38])) 180도고 여기가 60도니까(내각 부분을

제스처로 가리킨다) 180-60하면 120도. (손에 계산식을 적는 제스처를

취한다([그림Ⅳ-39]))

[그림 Ⅳ-34~39] 배치 E3에서 나타난 S5와 S6의 움직임

3.2.3.1. 교사의 지각과 배치 고려

교사는 S5에게 또 다시 삼각형 모양의 테이프를 따라 걸어갈 것을 요

구한다(열 20). 이는 배치 E2에서 드러난 S5의 습관적 움직임과 언어 사

용으로부터 학습자의 지각이 안정적인 거시지각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조치라 여겨질 수 있다. 그리고 앞선 상황과 마찬가

지로, 이번에도 교사는 직접적인 단서를 주는 대신 계속 학습자가 테이

프를 따라 걸어갈 수 있게 지도하고 있다. 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배치의

일부 행위자가 의도적으로 배치를 재배열하여 지각을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Bennett, 2010; Ferrara & Ferrari, 2017). 배치 모델을 따르

면, 오직 여러 행위적 물질의 구조적 배열이 재배열되는 과정에서만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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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의 거시지각과 미세지각이 전환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교사의

조치는 학생의 신체적 움직임을 계속하여 요구하여 배치의 재배열이 일

어나도록 촉진하고 있으며, 이 행위는 학습자의 지각이 전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교수학적 행위로 판단된다.

3.2.3.2. 학습자의 지각 전환

정삼각형-교사-학생 배치에서 S5의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난 순간, 배

치의 재배열 3이 일어나는 모습이 관찰된다. 정삼각형 모양의 테이프를

따라 걷다 한 꼭짓점에서 멈춘 뒤, S5는 그 부근의 외각을 따라 발을 회

전시킨다(열 21). 이 발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던 S6는 혼란스러워

했던 표정을 거둔 뒤 무언가를 이해했다는 반응을 보인다(열 22). 이후

배치의 재배열 3과 함께 S6의 거시지각으로의 전환을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첫째, 배치의 재배열과 함께 외각과 관련된 안정적인 움직임과 언어

사용 방식이 관찰되고 있다. S6는 정삼각형의 한 변을 따라 제스처를 취

하고 있으며, 이는 외각의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변의 연장선과

관련되는 것이다. 둘째, 그 연장선에서 시작하여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회전 관점에서의 외각의 정의에 부합하는 움직임

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S6의 움직임은 외각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안정적인 신체의 움직임으로 여겨진다. 더욱이 S6가 정삼각형의 내각의

크기인 60도와 외각의 크기인 120도를 정확히 말하는 것으로부터, S6가

안정적인 거시지각을 바탕으로 외각의 정의를 이끌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S5의 발의 움직임이 정삼각형-교사-학생 배치를 재배열하며 S6

의 새로운 거시지각으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이 안정적인 거시

지각을 바탕으로 수학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de Freitas & Sinclair(2012)가 언급하였듯이, 제스처는 한번 나타난 뒤

다이어그램을 통해 고정되지 않으면 그 움직임의 흔적이 휘발되어 버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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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거시지각이 안정적으로 계속하여 유지되기 위해

서는 S6의 움직임이 고정된 형태로서 드러날 필요가 있다.

3.2.4. 정삼각형-직선-교사-학생 배치(배치 E4)

배치 E4는 교사가 S7에게 S6의 제스처를 따라 파란색 테이프를 붙이

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여기서 학습자의 지각은 더욱 구조화

되었고, 배치의 재배열을 통해 나타났던 학습자의 거시지각이 계속 안정

적으로 유지되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25. T2 : 자 S7아 나와 가지고 S6이랑 같이, S6의 말을 설명하려면 여기 그

림이 약간의 보충이 필요하거든. (파란색 테이프를 S7에게 건내준다) 자

S6아 나와서 S7이랑 같이 한 번 꼭짓점에 어떤 경로를 더 만들어야 설

명이 더 잘될까? 아까 S6가 말한 대로 하려면. 한번 만들어봐.

26. S6 : (삼각형의 한 꼭짓점 주변에 앉아서 변을 따라 움직이는 제스처를

취한다([그림 Ⅳ-40]). 여기 이렇게 쭉 하면 되지 않을까?

27. S7 : 여기 붙여? (S6가 있는 쪽으로 걸어온다) 여기다 붙여도 되요?

28. T2 : 음. 어어 붙여도 돼. (중략) 어떤 방향으로?

29. S7 : (S6가 제스처를 취한 방향을 따라 파란색 테이프를 붙인다([그림 Ⅳ

-41]).

30. T2 : 그 대신 조금 길게. 너무 짧게 하진 말고. 그래서. 어. 그래서 거기서

찢어주세요. 자 여러분 S6가 말하고 싶어 했던 게 뭔지 이해됐어요? 이

것을 보니까?

31. S all : 네

32. T2 : S6아 다시 한 번 돌아볼래? 이 위에서?

33. S6 : 요 위에서요? (정삼각형의 한 변을 따라 걷다가 꼭짓점에서 멈춘다).

34. T2 : 한 바퀴 돌면서 한 번 해볼까? 삼각형을 따라 돌아보라고. 응 그렇

지. 길을 따라서.

35. S6 : (삼각형의 변을 따라 걷다가 원래 꼭짓점으로 돌아온다).

36. T2 : 응 거기서 원래. 잠깐 거기 멈춰봐. 꼭지점 상에서 멈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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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S6 : (앞서 S7이 붙여두었던 테이프까지 더 나아갔다가 다시 꼭짓점으로

돌아온다([그림 Ⅳ-42]).

38. T2 : S6가 지금 저기 멈춰있지? 거기서 쭉 직진해서 가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돼?

39. S6 : (자신이 나아갔던 방향을 가리키는 제스처를 취한다)

40. T2 : 그치 저 방향으로 가야겠지? (같은 방향을 향해 제스처를 취한다)

근데 S6가 지금 저 꼭짓점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돼?

41. S all : 돌아야 돼요.

[그림 Ⅳ-40~42] 배치 E4에서 나타난 S6과 S7의 움직임

3.2.4.1. 교사의 지각과 배치 고려

교사는 활동을 지켜보고 있던 S7에게, S6가 꼭짓점에서 취한 제스처

의 방향을 따라 파란색 테이프를 붙이라고 요구한다(열 25). 여기서 정

삼각형-직선-교사-학생의 배치로의 재배열이 나타난다. 이러한 교사의

조치는 배치의 재배열을 통한 거시지각의 안정화를 촉진하는 결과로 이

어질 수 있다. 특히, 제스처가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는 가능성을 야기

하고 다이어그램은 제스처를 포착하여 안정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가능성

을 불러일으킨다는 Châtelet(2000)의 지적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교사의

조치는 S6의 제스처를 반의 모든 학생이 포착하고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열 30, 31, 41). 결국, 배치 모델과 그것으로

부터 이끌어낸 교수-학습 방법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교사의 교수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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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학습자의 지각 전환을 이끌어내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2.4.2. 학습자의 지각 전환

교사의 요청에 따라, 삼각형의 꼭짓점에서 S6는 삼각형의 한 변의 연

장선을 그리는 제스처를 취한다(열 26). 이 안정적인 움직임으로부터 배

치 E3에서 형성된 거시지각이 유지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S6와의

간단한 논의 끝에, S7은 S6가 취한 제스처의 방향을 따라 파란색 테이

프를 붙여 나가고, 교사는 다른 학생들도 그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테이프를 더 길게 붙이라고 요구한다(열 27, 28, 29, 30). 그 결과 정삼각

형-직선-교사-학생의 배치로의 재배열이 나타났고, 이 배치에서 S6의

움직임과 언어 사용이 앞선 배치 3에서와 마찬가지로 외각의 정의에 따

라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 관찰된다(열 33, 35, 37, 39). 또한, 이

과정에서는 S6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즉, 배치의 재배

열 3과 함께 정삼각형의 외각이 부각되는 S6의 거시지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 Ⅳ-43~44] S6가 학습지에 작성한 답

이후 교사는 학생들에게 학습지의 탐구활동 2, 3을 해결하도록 요청하

는데, [그림 Ⅳ-43~44]에 제시된 S6의 학습지로부터 S6의 거시지각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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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점 그리고 S6가 오각형이라는 새로운 상황에서도

도형의 외각에 정확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

히, [그림 Ⅳ-43]에서 S6가 그린 그림에 화살표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실 내에서 나타난 배치의 재배열 과정에서, 각에 관

한 동적 회전 관점이 현실화되어 그것이 학습자의 습관적 움직임과 다이

어그램에 잔존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배치의 재배열이 순차

적인 지각의 전환과 각에 관한 새로운 의미의 현실화로 이어졌다는 점에

서, 외각 교수-학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림 Ⅳ-45~47] S7의 정당화 과정

42. S8 : (한 변의 연장선을 그린 뒤 보드마카를 꼭짓점을 중심으로 하며 반

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며, [그림 Ⅳ-45]) 얘가 여기(나아가야 할 오각형

의 변을 보드마카로 가리킨다)로 가려는데 여기서(한 변의 연장선을 보

드마카로 가리킨다) 시작해서 이렇게 돈 거잖아요. 여기는 180도인데(꼭

짓점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반원 모양을 그리며). 한 내각의 크기

를 구하는데. 180 곱하기 (n-2)라 했으니까, 180 곱하기 3은 540이 나와

요(칠판에 풀이를 써내려나가며, [그림 Ⅳ-46]). 그럼 전체 각이 540이니

까 한 각을 구하려면 540 나누기 5를 하면 108이 나와요(칠판에 나눗셈

식을 쓴다). 그럼 여기가 108인 거니까(내각 부분을 표시하며 숫자 108을

쓴다), 여기는 180빼기 108하면 72(외각을 가리키며 72를 쓴다, [그림 Ⅳ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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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S6의 신체적 움직임을 테이프로 고정하여 그 움직임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공유될 수 있도록 한 조치가 성공적이었다는 점을 S7의

활동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오각형의 외각의 크기를 도출하는 과정에

서, S7은 자연스럽게 오각형의 한 변을 따라 연장선을 그린 뒤, 반시계

방향으로 보드마카를 회전시키며 외각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Ⅳ

-45]). 또한 이 과정에서 이전에 학습하였던 다각형의 내각의 합에 관한

일반적인 성질을 활용하는 모습 역시 관찰된다. S7은 주어진 상황에서

어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지 분명 의식하고 있으며, 그것을 이전에 학

습하였던 성질과 연결시키기도 한다. 수학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로부터 S5, S6, S7의 활동을 지켜보고 있던 S7 역시 배치 E4

의 한 요소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배치 E4으로의 재배열 3과 함

께 S7의 거시지각이 안정적으로 구조화되었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

다. 즉, 배치에 속한 여러 학습자의 지각이 배치의 재배열과 함께 집단적

으로 동시에 전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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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주각 수업 분석

4.1. 과제 및 수업 환경 설계

수업 활동에서 다루고자 하는 성질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한 쌍

의 대각의 합이 언제나 ∘라는 것이다. 이 성질을 정당화하기 위해 학

생들은 원의 중심각과 원주각 사이의 일반적인 성질을 이용해야만 한다.

원과 그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꼭짓점에 의해 생기는 호에 대한 원주

각의 크기는 같은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의 절반이라는 성질을 이용하

여, 학생들은 두 중심각의 크기의 합이 ∘라는 사실로부터 사각형의

한 쌍의 대각의 크기의 합이 언제나 ∘가 된다는 성질을 이끌어낼 수

있다.

여기서 사각형의 내각에만 주목한다면, 사각형의 한 쌍의 대각의 크기

의 합에 대한 성질을 정당화하는 일은 쉽지 않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의 한 쌍의 대각의 크기의 합이 ∘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사

각형의 내각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닌 원의 중심각과 원주각 부분에도 주

의를 기울일 수 있어야만 한다.

이와 관련하여 Mason(2004)은 주의의 여러 유형을 구별하며, 과제에

제시된 특정한 부분에 단순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성질을 인식하며 그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의 차이를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원에 내접

하는 사각형의 성질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중심각과 원주각 부

분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중심각과 원주각 사이에서 성립하는 성질을 바

탕으로 중심각과 원주각 부분을 바라보는 것 사이에는 사소하지만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한다. 학습자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을 정당화하

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성질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중심각

과 원주각의 관계를 지각하도록 지도할 수 있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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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8]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과 물질 배치

이를 위해 교사는 배치에 새로운 물질이 개입하거나 제거되기 쉬운

환경을 학습자에게 제공하여 학습자의 지각이 원활하게 전환될 수 있도

록 촉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림 Ⅳ-48]의 두 그림을 비교해보자. 왼

쪽 그림은 원의 중심과 두 꼭짓점을 잇는 선이 존재하는 경우이고 오른

쪽 그림은 원과 사각형만 제시된 경우이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학습

자에게 제공한 뒤 학습자와 교사가 여러 활동을 거쳐 왼쪽에 있는 그림

과 같이 중심과 꼭짓점을 잇는 선을 그리게 된다면, 배치가 재배열되며

학습자의 지각이 전환될 가능성이 생긴다. 결국, 수업을 설계하고 진행하

는 과정에서 교사는 선, 제스처를 비롯한 여러 물질이 배치를 어떻게 재

배열시킬 수 있을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 그리고 여러 물질의

배치가 재배열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자와 교사는 교실

한가운데 연두색의 원 모양의 종이와 직사각형 모양의 하얀색 테이프를

붙여놓았다. 그리고 학생 4명이 직사각형의 꼭짓점에서 신축성이 있는

빨간색 고무줄을 직사각형 모양을 유지한 채로 고정하도록 하였다. 나머

지 학생들은 원을 둘러싸고 ㄷ자 배열로 앉게 하여 학생 4명의 활동에

손쉽게 주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습자의 지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연구자와 교사는 원의 중심과 사각형의 꼭짓점을 잇는 선분을 표현할 수

있는 줄자를 준비하였다.

연구자와 교사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 수업이 이루어지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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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전 수업 과제와 환경을 [그림 Ⅳ-49], [그림 Ⅳ-50]과 같이 설계하였

다.

[그림 Ⅳ-49] 배치와 지각을 고려하여 설계한 원주각 과제

[그림 Ⅳ-50] 배치와 지각을 고려한 원주각 수업 세팅

이 과제와 수업 환경을 통해 연구자와 교사가 구현하고자 한 바는 다

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배치에 고무줄과 학생의 손, 신체의 움직임 그

리고 줄자와 같은 새로운 물질 및 움직임이 계속하여 등장할 수 있는 환

경을 제공하여 배치의 재배열을 촉진한다. 둘째, 자유로운 고무줄의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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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과 줄자와 같은 물질의 추가로 학습자의 이전까지의 지각적 습관이나

아이디어를 더는 적용할 수 없는 새로운 상황이 나타나도록 하여, 배치

에서 나타나는 습관적 움직임과 언어 사용 방식이 붕괴할 수 있도록 한

다. 셋째, 여러 학생의 집단적인 움직임이 서로 조정되고 교실 내의 모든

학생이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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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지각 전환 교사의 배치와 지각 고려

사각형-원-교사-학생

배치(배치 C1)

1. 사각형의 내각이 두드러지는 거시지각

유지(배치의 재배열 1)

1. 학생에게 사각형의 모양을 변화시키도

록 하여 배치의 재배열 2를 촉진하고자

함

2. 원주와 S9의 움직임이 서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발문을 통해 배치의 재배열

촉진

3. 내각에 주목하는 학습자의 지각 상태

추론

사각형-원-교사-학생-

중심 배치(배치 C2)

1. 사각형의 내각이 부각되는 거시지각의

붕괴와 원의 지름이 두드러지는 미세지

각의 현실화(배치의 재배열 2)

1. 원의 중심에서 학생의 신체적 움직임

을 새롭게 요구하여 배치의 재배열 2를

촉진

2. S10의 신체, S9의 신체, 고무줄과 테

이프 등의 물질이 서로 긴밀히 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 배치의 재배열을 유도함

사각형-원-교사-학생-

줄자 배치(배치 C3)

1. 원의 지름이 부각되는 미세지각에서

의식적이고 구조적인 거시지각으로의 전
1. 학습자의 미세지각 상태를 추론

<표 Ⅳ-4> 원주각 수업에서 배치의 재배열과 함께 나타난 학생의 지각 전환과 교사의 배치의 재배열 고려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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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배치의 재배열 3)

2. 중심각과 원주각 사이의 관계가 명료

히 드러나는 거시지각 형성(배치의 재배

열 3)

2.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학생의 지

각 상태 추론

3. 줄자라는 물질을 배치의 개입시켜 배

치의 재배열 3을 촉진

사각형-원-교사-학생

배치(배치 C4)

1. 새로운 미세지각의 현실화와 함께 원

의 지름과 그에 대한 원주각이 부각되는

안정적인 거시지각이 붕괴(배치의 재배

열 2)

1. 학생에게 일반적인 사각형을 표현하도

록 하여 배치의 재배열 2를 촉진함

사각형-원-교사-학생-

줄자 배치(배치 C5)

1. 중심각과 원주각 사이의 관계가 두드

러지는 새로운 거시지각이 형성(배치의

재배열 3)

2. 여러 학습자의 집단적인 거시지각의

형성(배치의 재배열 3)

1. 중심각이 두드러지는 학습자의 미세지

각 상태 추론

2. 줄자, 질문, 중심이라는 언어 사용을

통해 배치의 재배열 3을 촉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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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원주각 수업 결과13)

본 연구가 선정한 사례에서 특기할만한 배치의 재배열은 5번 나타났

다. 기존의 배치에 줄자 및 고무줄의 움직임과 같은 물질과 물질의 움직

임이 개입하면서 배치가 재배열되었고, 이에 따라 중심각, 원주각이 부각

되는 학습자의 지각 전환이 관찰되었다. 앞서 행한 사례 분석과 마찬가

지로, 여기서도 배치를 기준으로 연구 결과를 서술할 것이다. 각 배치에

따라 사각형의 내각과 중심각 및 원주각에 대한 학습자의 미세지각과 거

시지각이 어떻게 나타나고 전환되었는지, 그에 따라 교사가 배치를 어떻

게 고려하였는지, 지각의 전환이 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표 Ⅳ-4>은 원주각 수업에서 나타난 학생의 지각 전환과

교사가 배치를 고려한 방식을 요약 및 정리한 것이다.

4.2.1. 사각형-원-교사-학생 배치(배치 C1)

이 배치는 과제에 있는 탐구 활동 5의 1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원 위에서 네 명의 학생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고무줄을 잡아

당기고 있다 교사의 요청으로 S9가 고무줄을 이동시켜 다른 형태의 사

각형이 드러났을 때, 배치 C1이 나타났다.

13) 이 절의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였다(승인

번호 IRB No. 1905/0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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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1~54] 배치 C1에서 나타난 움직임

1. T3 : 자 S9야, 각 A하고 각 C를 더하면 몇 도가 나올 거 같아? (꼭짓점

A와 C를 연이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2. S9 : 어 아마도 직사각형이니 180도가 나올 거 같아요.

3. T3 : 왜? 직사각형이면?

4. S9 : 사각형의 각은 360도니까 직사각형에서 네 각은 같기 때문에 각각 90

도인데 이 두 개(각 A와 각 C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면 180도([그림 Ⅳ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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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5. T3 : 네가 각을 보면서 움직여야 해.

6. S9 : (S9가 손가락을 원주를 따라 이동시킨다). ([그림 Ⅳ-52])

7. T3 : C가 움직였을 때.

8. S9 : (S9가 꼭짓점 B와 D를 번갈아 쳐다본다. 그리고 손가락을 다시 C로

위치시킨다)

9. T3 : A는 움직이지 않고 있지? 자 A는 가만있어 A는 90도야. (S9가 꼭짓

점 A를 바라본다. S11와 S10도 꼭짓점 A를 바라본다) 자 다시 C를 이

쪽으로 옮겨줘(원주 위의 한 방향을 가리킨다). 자 이만큼 간 상황에서

C하고 A를 더했을 때? (각 C와 A를 번갈아 가리킨다[그림 Ⅳ-53~54]).

왜 180도일 거 같아?

10. S9 : (S9가 손가락을 옮기면서 각 A, C, B, D를 차례대로 바라본 뒤 각

B를 본다. 그리고 다소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어...

4.2.1.1. 학습자의 지각 전환

4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S9는 직사각형의 두 내각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마주 보는 내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가 된다는 결론을 도출하

고 있다. 이로부터 사각형-원-교사-학생 배치의 재배열과 함께 학생이

직사각형의 내각에 주목하며 성질의 정당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추

론해낼 수 있다. 또한 학생이 아무런 불편함이나 혼란 없이, 정합적인 움

직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은 현재 학생의 지각이 직사각형의 내각이 두

드러지는 거시지각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배치의 재배열

1이 관찰된다.

이후 교사의 요청에 따라 학생들이 사각형의 모양을 변화시킨 이후에

도, 즉 사각형의 모양이 직사각형에서 다른 사각형으로 변한 이후에도,

S9의 손가락의 움직임과 시선으로부터 여전히 학생의 지각에서 사각형

의 내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8열). 새로운 움직임

과 함께 나타난 배치의 재배열이 아직 학습자의 거시지각을 완전히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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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내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지각은 학생이

정당화해야만 하는 새로운 상황, 즉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직사각형이

아닌 상황을 정당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학습자

의 혼란을 가중하게 되고(10열), 기존의 거시지각에서 벗어나도록 촉진하

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학습자의 이전까지의 지각이 붕괴되기 시작하

는 것이다. 결국 배치에서 나타난 S9의 움직임은 일종의 기호로서 작용

하고 있다.

4.2.1.2. 교사의 배치와 지각 고려

교사는 1열과 3열에서 꼭짓점을 가리키는 제스처를 취하며 학생이

180도라고 생각한 이유를 물었고, 그 결과 배치 안에서 학습자의 지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학생의 제스처와 발언이 나타나게 된다(4열). 이

는 교사가 학습자의 지각을 추론할 수 있는 중요한 상황이다. 이후 교사

는 교수-학습을 진행시키기 위해, 배치의 재배열 2와 학습자의 지각 전

환을 촉진할 수 있는 움직임을 학생에게 요구한다(5열). 이로부터 교사

가 현재 학생의 지각 상태를 사각형의 내각이 두드러지는 거시지각으로

해석하고, 그것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상황을 이용하려 하고 있

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교사는 S9에게 사각형의 한 꼭짓점을 원주를 따라 이동시키라고 요구

하였고, S9는 원주를 따라 좌, 우로 손가락을 이동시키며 사각형의 모양

을 변화시키고 있다(5-9열). 여기서 교사는 원주와 학생의 신체적 움직

임을 긴밀히 조정시키려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러 물질로 이루어진

배치는 마치 하나의 신체처럼 움직이며 재배열된다. 이러한 배치의 재배

열은 새로운 지각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결국, 위 에피소드에서 교사는 배치에서 여러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도

록 하여 배치의 재배열 2를 촉진하고자 하며, 학습자의 지각이 전환될

수 있는 재배열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의 잠재력을 이용하려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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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4.2.2. 사각형-원-교사-학생-중심 배치(배치 C2)

이 배치는 네 명의 학생이 사각형 모양으로 고무줄을 당기고 있던 앞

선 상황 이후, 교사의 지시를 따라 S10이 원의 중심에 서서 사각형의 두

꼭짓점을 팔로 가리키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기존의 배치에 S10의 신체

와 여러 물질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배치가 재배열된 것이다. 여기서

배치의 재배열 2와 함께 학습자의 미세지각의 현실화가 나타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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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5~58] 배치 C2에서 나타난 움직임

11. T3 : S10아, S9가 각의 크기를 알 수 있게, 네가 한번 자세를 잡아봐. 어

떻게 하면 그 자리에서 S9가 각의 크기를 알게 좋게 도와줄 수 있을까?

12. S10 : 이 자리에서요? (원의 중심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몸을 조금 회전

시킨다)

13. T3 : 응 너가 지금 원의 중심에 있어.

14. S10 : (S10이 몸을 조금씩 회전시키며 각 꼭짓점을 쳐다본다) 잘 모르겠

는데.

15. T3 : 그러면 팔을 한번 뻗어볼래?

16. S10 : (S10이 양팔을 뻗는다. 한 팔은 꼭짓점 A와 D 사이로, 다른 한 팔

은 꼭짓점 B와 C 사이로) ([그림 Ⅳ-55])

17. T3 : 자 어디를 가리키면 S9가 각의 크기를 재기 좋을 거 같아?

18. S10 : (S10이 자신의 몸을 크게 회전시킨다. 그리고 양팔을 꼭짓점 B와

D를 향해 뻗는다.) 이렇게요? ([그림 Ⅳ-56])

19. T3 : 좋아. B, D를 가리켜봤어. 자 S9야, 지금 S10이 B, D를 가리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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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S9가 중심과 각 C를 빠르게 연이어 쳐다본다)

20. S9 : 네 (중심과 교사를 번갈아 쳐다본다)

21. T3 : 자 S10의 팔 방향이 어떤 거 같아?

22. S9 : (S10을 바라보며.) 방향이, 이렇게 딱 그어봤을 때(꼭짓점 B와 D를

선으로 잇는 제스처([그림 Ⅳ-57])) 지름에 딱 있는 거 같은데요 (꼭짓점

B와 D를 쳐다본다)

(중략)

23. T3 : 자 그럼 S9야, 왜 180도인 거 같아? A 더해서. A하고 C.

24. S9 : 어 (중심을 바라보다) B D의 (꼭짓점 B, D를 번갈아 가리킨다), B

D가 서로 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림 Ⅳ-58])

4.2.2.1. 학습자의 지각 전환

이 에피소드에서는 기존의 배치가 사각형-원-교사-학생-중심 배치로

재배열되면서 학생의 지각이 전환되는 모습이 관찰된다. 특히, S10의 신

체가 배치에 개입한 이후, S9의 습관적 움직임과 언어 사용 방식이 변화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열 19, 20, 22). S10이 꼭짓점 A와 D 사이,

꼭짓점 B와 C 사이로 팔을 벌렸을 때는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

나, 교사의 발문 이후 S10이 대각선을 두 팔로 가리키는 과정에서 배치

C2로의 재배열이 나타났다.

이러한 재배열의 결과, S9는 대각선을 나타내는 제스처를 취하고, 중

심과 지름에 새롭게 주목할 수 있게 된다(열 20, 열 22). 즉, S10이 뻗은

팔과 교사의 질문이, 지름이 부각되는 S9의 새로운 지각의 전환으로 이

어진 것이다. 수업 이후 이루어진 인터뷰에서도 이 상황에 대해 S9는

“어 친구 팔 뻗은 그 (팔 뻗는 제스처를 취하며) 지름을 보게 됐어요.”라

고 말하며, 지름에 주목하는 지각으로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점을 분명히

언급하였다. 여기서 배치의 재배열 2가 나타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S9가 두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임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는

여전히 사각형의 내각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열 24). 즉,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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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재배열 2와 함께 S9가 원의 지름에 새롭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중

심각에 주목할 수 있는 잠재적 상황이 펼쳐졌으나, 사각형의 내각에 주

목하는 기존의 지각적 습관이 잔존한다는 점에서 이 상황에는 교수-학

습이 실패할 가능성 역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비정합적인 S9의 행동

은 기존의 거시지각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동시에 새로운 미세지각이 현

실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즉, 배치 C2에서 S9의 미세지각의

현실화가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아직 기존의 거시지각이 학생을 사로잡

고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미세지각이 아직 안정적인 거시지각으로는 전

환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4.2.2.2. 교사의 배치와 지각 고려

이전 에피소드에서 S9의 반응을 지켜본 교사는 S10에게 원의 중심에

서 있으라고 요구한다. 교사는 S10에게 S9가 각의 크기를 알 수 있게

도와주라는 발문을 하고, 팔을 뻗어보라고 요구하였으며, 팔로 어디를 가

리키는 것이 좋을지 질문을 던진다(열 11, 15, 17). 앞서 4.2.2.1에서 살펴

보았듯이, 이러한 교사의 요구는 S9의 새로운 미세지각의 현실화로 이어

졌다. 결국, 교사의 교수학적 행위가 배치의 재배열 2로 이어졌고, 교사

의 조치가 학습자의 지각 전환에 성공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다른 한편,

교사는 S9에게 S10의 팔 방향이 어떤 것 같으냐고 물으며 학습자의 현

재 지각 상태를 확인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열 19, 21). 이러한 질문은

S9의 여러 물질적 반응을 유도하며 학습자의 지각을 확인할 수 있는 상

황을 이끌어냈다(열 20, 22, 24).

이 에피소드에서, 교사는 S9, S10의 움직임과 다른 물질적 요소가 동

시에 나타나고 서로 조정될 수 있는 상황과 여러 학생이 서로의 행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여 배치의 재배열 2가 나타나도록

했다. 특히, 교사는 배치에서 이전까지 나타나던 습관적 움직임과 언어

사용 방식을 와해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학습자의 지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교수-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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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의 지각 전환 과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이러한 모습으로

부터, 교사가 교수-학습 상황에서 배치와 지각을 적절히 고려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4.2.3. 사각형-원-교사-학생-줄자 배치(배치 C3)

이 배치는 S10이 사각형의 두 꼭짓점을 가리킨 방향을 따라, 교사가

학생들에게 원의 중심과 꼭짓점을 잇는 줄자를 놓으라고 요구하였을 때

드러났다. 즉, 기존의 배치에 줄자라는 물질이 새로 개입하면서 배치가

재배열된 것이다. 여기서 줄자는 배치의 재배열 3을 촉진하는 행위적 물

질로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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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9~62] 배치 C3에서 나타난 움직임

25. T3 : 혹시 S10이 한 번. S10이 지금 보니까 어때? S10야 지금 90도인 거

같아?

26. S10 : 네 (각 B를 바라보다 몸을 회전시키며 D를 바라보고 다시 자신이

서 있는 곳을 쳐다본다) 아 이게요? (각 C를 가리키며) 그, (양팔을 위,

아래로 흔들며 꼭짓점 B와 D를 잇는 제스처를 취한다([그림 Ⅳ-59]). 이

후 양팔로 꼭짓점 B, D를 따라 사각형을 삼각형 두 개로 나누는 제스처

를 취한다) 나누면, 삼, 네 그 삼각형으로 나누면. (양팔로 꼭짓점 C와

B, D를 삼각형 모양으로 연결하는 제스처) 이 삼각형이. (S9와 S11은

S10의 움직임을 쳐다본다) 모르겠는데요.

27. T3 : 좋아 그러면은 이번에 선생님이 좀 다른 방법을 동원할 거야. 자 여

기 봐봐. (줄자를 꺼낸뒤, 줄자의 길이를 원의 반지름의 길이만큼 유지한

다.) 요걸 잡고, 중심을 향해서 한번 뻗어봐. S10야 잘 봐. S9도 잘봐야

해. 알았지? (다른 줄자를 꺼내 같은 행동을 취한다) 자 중심을 향해서

뻗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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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28. S10 : (S10이 양팔을 뻗은 방향으로 줄자 두 개를 놓아서 지름이 부각되

도록 한다)

29. T3 : 자 S10아 다시 한 번 물어볼게. 네가 생각한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

이야?

30. S10 : 이 삼각형 (꼭짓점 C, D, B를 차례로 가리키며 그리고 연속적으로

팔을 이동시키며 삼각형을 그린다. 그리고 아까 양팔로 취했던 꼭짓점

B, D를 잇는 제스처를 취한다. 이후 한쪽 팔로 선분 BC를 다른 쪽 팔로

선분 CD를 그리는 제스처를 취한다.) ([그림 Ⅳ-60])

(중략)

31. T3 : 어, 너도 C가 안 변하는 거 같다고 그랬잖아. 왜 안 변하는 거 같

아?

32. S10 : 어, (각 C를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그러니까 (중심과 꼭짓점 C를

잇는 선분을 그리는 제스처) 반지름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이건 원이고.

(양팔로 원을 그린다) 그러니까 여기가 180도(꼭짓점 B와 D를 잇는 선

분을 그리는 제스처), 직선이니까 180도인데. ([그림 Ⅳ-61])

33. T3 : 뭐가 180도지?

34. S10 : (왼쪽 발을 직선을 따라 회전시키며 중심각 DCB를 그린다([그림

Ⅳ-62]). S9는 S10의 발을 쳐다보고 있다.) 요기의 각. 그러니까 그냥. 여

기 (양팔로 선분 BD를 그리는 제스처) 직선이니까.

4.2.3.1. 학습자의 지각 전환

배치 C3으로의 재배열 이전에 나타난 S10이 양팔로 취한 제스처 그

리고 학생이 삼각형을 언급한다는 사실은, 그의 지각에서 원의 지름과

사각형의 한 대각선, 그리고 중심각이 새롭게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열 26). 동시에 교사에게 답을 하는 과정에서 S10이 매우 혼란

스러움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중심각이 부각되는 학생의 미세지각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역시 추론할 수 있다. 실제 인터뷰에서도 S10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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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대해 자신의 팔을 뻗는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음을

토로하였다. 수학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행위적 물질에 의해

배치의 재배열 3과 함께, 학습자의 미세지각이 의식화되고 구조화되어

거시지각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열 27에서 줄자라는 물질의 개입과 함께 배치가 사각형-원-교사-학생

-줄자 배치로 재배열된 이후, S10은 지름뿐 아니라 팔과 발의 움직임을

통해 중심각을 드러내고 있다(열 30, 32, 34). 특히 180도를 언급하는 언

어 사용과 왼쪽 발을 회전시키며 중심각을 표현했다는 점으로부터, 학생

의 지각에서 중심각이 매우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S10은 이후 이루어진 인터뷰에서 “그냥 삼각형만 생각했었는데 줄자를

놓으니까 중심각이랑 그런 것까지 조금 더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라고

말하였다. 이로부터 줄자의 개입과 함께 배치의 재배열 3이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S10이 안정적으로 중심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가능해졌

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배치의 재배열 3은 S10만이 아닌 S9의 지각 전환으로도 이어

졌는데, 그는 인터뷰에서 줄자가 “원 지름을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고 말하였으며, 이는 앞선 에피소드에서 원의 지름에 암

묵적으로 주목하였던 S9의 미세지각이 더욱 구조화되어 거시지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즉, 배치의 재배열 3과 함께 집단

적인 지각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4.2.3.2. 교사의 배치와 지각 고려

교사는 S10에게 각 C가 몇 도인지를 물으며, S10의 지각 상태를 확인

하려 한다(열 25). S10의 미세지각을 확인한 뒤, 교사는 학생이 취한 제

스처를 따라 줄자를 놓을 것을 학생들에게 요구한다(열 27). 여기서 교

사가 학생들과 사각형, 원 그리고 줄자라는 여러 물질 및 물질의 움직임

사이의 긴밀한 조정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의 요청과

새로운 물질의 개입은 배치의 재배열과 그것을 통한 지각 전환을 촉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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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력을 가진다. 실제로 앞서 4.2.3.1에서 확인하였듯이, 교사와 새로운

물질의 개입과 함께 배치의 재배열 3이 이루어졌고, 새로운 거시지각과

관련된 습관적 움직임과 언어 사용 방식이 배치 내에 자리 잡게 되었다.

즉, 거시지각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학생의 지각이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교사는 학생 4명의 활동

에 주목하고 있던 S11과 S12에게도 성질의 정당화를 위한 수학적 아이

디어가 현실화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

은 학생들의 지각 상태가 어떠한지 추론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던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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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3~66] 배치 C3에서 나타난 움직임 2

35. T3 : 혹시 S12 왜 180도인지 생각해봤어?

36. S12 : 저 가운데 지름이 같으니까 (지름을 엄지와 새끼손가락으로 표현하

며) 이 C, 이 C 각의 (각 C를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밑변이랑 (지름 BD

를 나타내는 제스처) ([그림 Ⅳ-63]) A각의 밑변이 같으니까. 이 둘이 이

게 같으니까 (엄지와 새끼손가락으로 각각 각 C와 A를 가리킨다) 이것

도 90도고 이것도 90도.

37. T3 :　밑변이 같아서?

38. S12 : 그러니까 이 중간이 중간을(중심 쪽을 가리킨다([그림 Ⅳ-64])) 밑

변으로 하잖아요 저 왜 A, 아니 C하고 (각 C를 가리킨다) A각이(각 A

를 가리킨다). (S9, S10, S11은 S12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인다)

39. T3 : 중간을 밑변이라고 해?

40. S12 : 지름이요 지름. (엄지와 새끼손가락으로 지름 BD를 나타낸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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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T3 : 그러면 S11. 한번 얘기해볼래? 요거 두 개 왜 합치면(각 A와 C를

번갈아 가리킨다), 요 각의 크기가 (각 C를 가리키며) 왜 안 변하는 거

지? 요 각의 크기가 S9가 지금 90도를 유지하는 거 같대. (S9는 원주를

따라 손가락을 움직인다) 너가 봐도 그래?

42. S11 : 네

43. T3 : 어, 왜. 왜?

44. S11 : 여기는 90도 (각 C를 가리키며) 여기. 각 A의 크기는 90도고, 그리

고 지름이니까 (중심 부근을 손가락으로 가리킨다([그림 Ⅳ-65]). 여기는

(각 C를 가리킨다) 저기(중심을 보고, 각 B와 D를 손가락으로 차례대로

가리키며) 호 B와 D의 원주각이예요.

45. T3 : 원주각이?

46. S11 : 그러니까 이 각이 180도고 (중심각을 가리키며) 그러니까 여기는(각

C를 가리키며) 2분의 1해서 90도예요. ([그림 Ⅳ-66])

4.2.3.3. 학습자의 지각 전환 2

S12는 정당화 과정에서 분명 원의 중심각에 주목하고, 중심각과 원주

각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밑변이라는 용어

를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중심각과 각 A, 각 C를 번갈아 가

리키며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인 90도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원의

지름 BD를 나타내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름이 두드러지는 지각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정당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열 36, 38, 40).

S11의 경우 정확하게 용어를 구사하며 성질의 정당화를 시도하고 있

는데, 학생의 제스처와 발언으로부터 S11이 중심각과 원주각 사이의 관

계에 확실히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열 44, 46). 배치 안

에서 나타나는 두 학생의 움직임과 언어 사용은 매우 정합적이고 안정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서 학생의 혼란은 관찰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두 학생의 지각이 거시지각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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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7~70] S9, S10, S11, S12의 학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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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이루어진 인터뷰에서 S12는 “이게 좀 줄자가 없었더라면 이게

이게 지름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고,

S11은 “여기가 지름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라고 말하였다.

이로부터 줄자의 개입과 함께 이루어진 배치의 재배열이 두 학생의 지각

전환과 수학적 의미의 현실화를 동시에 이끌어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줄자의 개입과 함께 배치의 재배열 3이 나타났고, 동시에 두

학생의 거시지각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며 수학 학습이 진행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이후 교사는 학생들에게 학습지의 그림에 자신의 정당화 아이디어를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하라고 요청하였다. [그림 Ⅳ-67~7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S9, S10, S11, S12 모두 학습지를 작성할 때 선으로 지름을

나타낸 뒤, 중심각이 180도라는 성질을 이용하여 원주각이 90도임을 밝

히고 있다. 실제 무빙카메라를 이용해 녹화한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면,

위 학생들은 학습지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원의 지름을 그리는 모습을 보

였다. 즉, 학생들이 새로운 안정적인 거시지각을 바탕으로, 다시 말해 원

의 중심각과 원주각이 두드러지는 거시지각을 바탕으로 학습지에 정당화

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학생들의 답이 특수한 상황을 넘어 일반적인 상황을 설

명하는 것으로 나아갔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 상황은 각 A가 90도인

동시에 각 C가 지름에 대한 원주각인 특수한 사례에 대한 설명이며, 학

생들의 답에서도 일반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문자가 아닌 180도와 90도라

는 특수한 상황에 관한 기호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관찰되고 있다. 더 일

반적인 상황에서는 원의 중심각이 180도가 아닐 수 있으며, 그렇기에 학

생들은 원의 ‘지름’이 아닌 원의 중심과 각 꼭짓점을 이었을 때 생기는

‘중심각’ 일반에 주목해야만 한다. 이는 수학 교수-학습이 진행되기 위해

학습자의 지각이 다시 한 번 전환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물질 간 배치가 계속하여 재배열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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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사각형-원-교사-학생 배치(배치 C4)

이 배치는 탐구 활동 5의 2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여

기서 학생 네 명은 사각형의 내각이 90도가 되지 않도록 원 위에 자리

잡는다. 이러한 물질적 움직임이 새로운 배치로의 재배열 2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림 Ⅳ-71~74] 배치 C4에서 나타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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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1. 교사의 배치와 지각 고려

교사는 배치의 재배열을 촉진하기 위해, 사각형의 내각이 90도가 되지

않도록 사각형을 만들어보라고 네 명의 학생에게 요구한다. 처음에 학생

들은 지름과 그에 대한 원주각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은 채 고무줄의 위

치를 이동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Ⅳ-71])

이에 교사는 학생들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90도로 보이는 각이 무엇인

지 물었고, 학생들은 각 D가 90도 같다고 대답하며 꼭짓점 D의 위치를

옮기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Ⅳ-72]) 여기서 교사는 “D가 90도가 아

닌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D를 지금 움직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라는

발문을 던졌고, 이에 학생들은 꼭짓점 D의 위치를 움직이는 행위가 각

D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지각하게 된다.

학생들은 논의 끝에 여러 제스처와 움직임을 통해 대각선이 지름이

되지 않도록 고무줄을 움직여 사각형을 나타내는 것에 성공한다. ([그림

Ⅳ-73]) 이로부터 교사의 발문을 통해 배치 안에서 새로운 물질의 움직

임이 나타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물질의 움직임에는 학습자의

이전까지의 지각을 붕괴시킬 잠재력이 있기에, 이와 같은 교사의 요청

및 행위는 교수-학습이 진행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여겨질 수 있다.

4.2.4.2. 학습자의 지각 전환

교사의 행위로 촉발된 이 새로운 상황은 학습자에게 여러 가지 혼란

을 야기하게 된다. 사후 인터뷰에서 이 새로운 상황에 대해, S9는 “어

직각삼각형은 딱 180 그 여기서 빗변이 180도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180해서 그 원주각은 2분의 1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 각도를

직접 잴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했었어요.”라고 말했고,

S10은 “어, 직사각형일때는 그래도 대각선이 곧게 나왔잖아요 원점을 지

나게. 근데 이렇게 직사각형이 아닐 때는 원점을 지날 때 좀 곧게 안 나

오는 거 같아가지고”라고 말하였으며, S11은 “이게 이 두 부분을 연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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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중심과 꼭짓점 B, D를 잇는 제스처) 여기가 지름이 아니니까”라고

말하며, 이전 상황에 적용하였던 중심각-원주각의 아이디어를 새로운 상

황에 적용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원의 중심과 꼭짓점을 이었을 때 이전 상황에서는 곧게 뻗

은 선분, 즉 지름이 나오지만 새로운 상황에서는 그 선분이 꺾이기 때문

에 혼란을 겪었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교사의 요구에 의해 배치가 재배

열되면서 배치에 있는 학생에게 새로운 미세지각이 현실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교사가 S9, S10, S11, S12에게 새로운 상황에서 각 A와 각 C의 크기를

합하였을 때 왜 180도가 되는지 물었으나, 학생들은 혼란스러워하며 대

답하지 못했다. 이러한 학생의 불안정한 지각 상태를 포착한 교사는 새

로운 물질적 요소를 활용하여 배치의 재배열을 촉진하려 한다.

4.2.5. 사각형-원-교사-학생-줄자 배치(배치 C5)

학생 네 명이 원 위에서 일반적인 사각형을 새롭게 나타낸 이후, 교사

는 S10에게 원의 중심에 서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중심과 꼭

짓점을 잇는 줄자를 놓도록 요구하였다. 이렇게 새로운 물질적 요소가

개입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배치가 재배열되며 배치 C5가 나타났다. 여기

서 배치의 재배열 3과 함께 학습자의 미세지각이 거시지각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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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75~77] 배치 C5에서 나타난 움직임 1

47. T3 : S10아, 애들이 각을, 마주 보는 각, A와 C의 각을, 각의 크기가 얼

만지, 합이 얼만지 알아보기 좋게 네가 걔를 한번 배치를 한번 해봐.

48. S10 : 이거요? (줄자를 가리키며)

49. T3 : 응. 어떻게 하면 좋을 거 같아? 네가 이제 한번 이제 잘 걔를 움직

여봐.

(중략)

50. T3 : 어 S10이 거기를 가리켰어. 자. 그 다음에?

51. S10 : 아니 그냥 봐 보는 건데. ([그림 Ⅳ-75])

52. T3 : 어 봐 보고 있어? 그 다음에? 자 S9야 왜 180도일 거 같아?

53. S10 : (S10이 왼팔로 중심과 꼭짓점 D를 잇는 선을 그리는 제스처를 한

다) ([그림 Ⅳ-76])

54. T3 : 자 S10아 그걸로 D를 한번 가리켜봐. 중심부터 D까지.

55. S10 : (S10이 줄자를 꼭짓점 D를 향해 놓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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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T3 : 자 바닥에 내려놓고 해야지? 자 그다음에 저걸로 응 저걸로. 너는

가운데 있어야지. (S10이 중심으로 이동한다) 가운데 중심에 있으면서

그걸로 B를 가리켜봐.

57. S10 : (S10이 다른 줄자를 꼭짓점 D를 향해 놓는다.)

58. T3 : 지금 거기가 중심인가?

59. S10 : 아하. (줄자를 중심에서 출발하도록 이동시킨다) ([그림 Ⅳ-77])

4.2.5.1. 학습자의 지각 전환 1

앞선 사례에서 줄자의 개입과 함께 이루어진 배치의 재배열이 학습자

의 지각 전환으로 이어졌던 것과 달리, 이 에피소드에서 학습자의 새로

운 지각이 두드러졌다고 판단할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 S10이 중심과 꼭

짓점 D를 가리키는 제스처를 취하고 혼란을 노출한다는 점(열 51, 53,

57)에서 기존 거시지각의 붕괴가 일어났다고 판단해볼 수는 있으나, 학

생에게 일반적인 중심각-원주각 관계에 관한 미세지각이 현실화되고 있

다고 판단할 장면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단순히 학생이 교사의 지

시를 따라 중심과 꼭짓점을 줄자로 이은 것(열 59)만으로 학생의 지각이

확실히 전환되었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지각이 전환되었는지를 판단하

기 위해서는 배치 안에서 나타나는 습관적 움직임과 언어 사용의 패턴에

변화가 나타나야만 한다.

위 상황에서 교수-학습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즉 성질을 정당화하는

아이디어가 현실화되어 학생 앞에 드러나기 위해서는, 배치에 새로운 물

질적 요소가 추가되어 학습자의 지각이 확실하게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상황은 교수-학습이 실패할 위험성을 가지는 상

황이면서 동시에 학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분수령이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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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2. 교사의 배치와 지각 고려 1

이 에피소드에서는 교수-학습 과정에서 배치의 재배열과 관련하여 이

루어지는 교사의 교수 행위가 잘 드러나고 있다. 교사는 S10에게 다른

친구가 각을 바라보기 좋게 줄자를 배치하도록 요구한다(열 47). 원의

중심과 꼭짓점을 줄자로 이으라는 직접적인 지시 대신, 교실 내의 배치

가 재배열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발문을 던진 것이다. 왼팔로 중심

과 꼭짓점 D를 그리는 S10의 제스처를 포착한 뒤, 교사는 학생에게 줄

자로 중심과 꼭짓점을 연결하라는 요청을 하게 되는데(열 50, 54) 이는

학습자의 신체적 행위로부터 미세지각이 현실화되었다는 판단 하에 이루

어진 교수학적 행위로 여겨질 수 있다.

이후 교사는 중심을 부각하는 발문을 통해 학습자의 지각에서 중심각

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도록 한다(열 56, 58). 이러한 교사의 신체적 행

위 및 언어 사용은 교사가 배치의 재배열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

실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배치의 지속적인 재배열을 위한 조치를 교실

내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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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78~81] 배치 C5에서 나타난 움직임 2

60. T3 : 그러면. (중략) S10아. 이 바닥의 중심을 한번 잘 봐. 중심. (S10이

중심을 내려다본다. S9도 중심에 주목하고 있다.) 중심에서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볼 수가 있지?

61. S10 : 중심에서요?

62. T3 : 중심에 있는 각을 우리가 뭐라 그러지?

63. S10 : 중심각.

64. T3 : 어 다시 한 번 물어볼게. A하고 C를 더하면? 왜 180도일까?

65. S9 : (무언가를 깨달은 표정. 중심을 손으로 가리키며 회전하는 제스처로

중심각을 표현한다) ([그림 Ⅳ-78])

66. T3 : 어 S9는? 이제 알 거 같아?

67. S9 : 어 일단, 이 중심각에 대한 원주각이 이거의 2분의 1이잖아요. (중심

각과 원주각 C를 차례대로 가리킨다) 이게 2분의 1이고. 이게 아, 이 각

이 저거의 두 배 잖아요. 그 다음에 저 각도(각 A를 가리킨다([그림 Ⅳ

-79]), 여기 있는 (각 A에 대한 중심각을 회전하는 제스처로 가리킨다).

요 각(각 A에 대한 중심각을 회전하는 제스처로 가리킨다)도 그 원주각

A에 대해서 두 배잖아요(각 A를 가리키며) 그럼 두 개를 합하면은(중심

의 360도를 가리키는 회전 제스처([그림 Ⅳ-80]) 360이고(360을 허공에

손가락으로 쓴다) 360이잖아요([그림 Ⅳ-81]). 근데 둘이(각 A와 C를 차

례대로 가리킨다) 합하면은 이거 각각 2배, 2배 했기 때문에(중심각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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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리킨다) 2로 나눠주면 180이 나와요.

4.2.5.3. 교사의 배치와 지각 고려 2

이전 활동을 통해 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두드러지는 거시지각이

붕괴하며 현실화된 학생들의 미세지각을 거시지각으로 전환하기 위해,

교사는 중심이라는 언어를 통해 배치를 다시금 재배열하려 한다(열 60,

62). de Freitas & Sinclair(2014)에 의하면, 언어 역시 배치의 방향을 전

환시키고 배치를 재배열하게끔 하는 물질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기존의 배치에 언어가 새로 개입하는 순간 배치는 재배열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습자의 지각 역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중심이

라는 언어는 학습자의 지각에서 중심각과 원주각 사이의 관계가 새롭게

부각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가지는 물질이기에, 위와 같은 교사의 조치

는 배치 모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적절하였다고 여겨질 수 있다.

4.2.5.4. 학습자의 지각 전환 2

중심이라는 언어가 새롭게 배치에 개입하자마자 S9는 무언가를 깨달

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원의 중심을 손으로 가리키고 그 손을 회전시키

는 제스처를 통해 중심각을 나타내게 된다(열 65). 이후 S9는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를 명확히 언급하고 이를 통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

질을 정당화하는 것에 성공하고 있다(열 67). 이러한 습관적 움직임과

언어 사용의 안정화 및 혼란이 감소하는 모습으로부터, S9의 지각에서

중심각과 원주각 사이의 관계가 두드러지는 거시지각으로의 전환이 이루

어졌음을 추론할 수 있다. 줄자, 언어 사용, 학생의 신체적 움직임과 같

은 여러 물질적 요소가 긴밀히 조정되며 배치가 재배열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새로운 거시지각으로의 전환이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배치의

재배열 3과 함께 나타난 안정적인 거시지각을 바탕으로 S9는 성질의 정

당화에 성공하고 있다. 배치의 전환과 그로 인한 지각의 전환이 학생의

정당화가 이루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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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의 재배열 3으로 인한 거시지각으로의 전환이 S9에게만 일어난

것은 아니다. 사후 인터뷰에서 S10은 교사가 중심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뒤 “중심각에서요? 그냥 C의 값을 구하려면 이 반대편 중심각의 절반을

해야 되고, 또 A의 값을 구하려면 그 반대편의 중심각의 절반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어요.”라고 밝혔는데, 이는 배치의 재배열과 함께

S10의 지각 역시 전환되며 성질의 현실화가 이루어졌음을 뜻하는 것이

다. 이는 배치의 재배열과 함께 배치에 연루된 여러 학습자의 지각이 동

시에 전환되는 현상이기에, 이 장면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지각 전환

현상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도 여겨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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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의

지금까지 Ⅳ장에서는 배치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지각과 배치를

고려하는 방법을 적용한 과저 설계 및 수학 수업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

어지는지 확인하였다. 논의에서는 연구 결과로부터, 현상의 설명과 실제

의 개선이라는 두 측면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먼저 현상의 설명과 관련하여 제시할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

실에서 배치의 재배열이 학습자의 기존 거시지각의 붕괴와 새로운 미세

지각의 현실화로 이어졌고, 다시 배치가 지속적으로 재배열되는 과정에

서 미세지각이 새로운 거시지각으로 전환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여러

수학 교수-학습 사례에서 이러한 순차적인 지각의 전환이 나타났다. 곱

셈 수업에서는 개별 카운터에 대한 거시지각이 붕괴하며 합성단위에 관

한 미세지각이 현실화되었고, 다시 이 미세지각이 두 합성단위에 관한

거시지각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드러났다. 외각 수업에서는 도형의 내각

이 두드러지는 거시지각이 붕괴하고 외각이 부각되는 미세지각이 현실화

되었으며, 이 미세지각이 외각이 강조되는 안정적인 거시지각으로 전환

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원주각 수업에서는 정당화 과정에서 원에 내접

하는 사각형의 내각에 관한 거시지각이 와해되고 중심각과 원주각 사이

의 관계에 관한 미세지각이 두드러졌으며, 다시 미세지각이 그에 대한

거시지각으로 차례대로 전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지각

과 학습 사이의 관계를 지적한 Deleuze(1993, 2000)의 주장을 교육의 맥

락에서 해석하며, 미세지각의 현실화와 거시지각으로의 전환을 통해 하

나의 경험적인 앎이 구축된다고 말하였던 김재춘과 배지현(2016)의 주장

을 수학 교실에서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둘째, 기존의 배치에 Deleuze가 말하는 기호가 개입하여 배치가 재배

열되며 미세지각이 현실화되는 사건은, 학습자가 기존의 습관, 표상, 의

미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학 성질을 탐구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대한

담론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수학 학습의 시작점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곱셈 수업에서는 불투명한 약봉지를 다루는 조작이, 외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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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서는 테이프를 따라 나타난 학습자의 신체의 움직임이, 원주각 수업

에서는 고무줄과 학생의 손의 움직임이 Deleuze가 강조한 기호로 작용하

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물질의 작용, 물질의 움직임이 학습자의 지각 전환을 촉진하는

시작점이었다는 점은, 포괄적 유물론이 강조하는 물질의 행위성 및 지각

의 물질성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전-의식적인 지각이 드러나는 사건이

학습자의 기존의 인식틀을 확장하게 되는 계기라고 주장한 여러 선행연

구의 통찰과도 연결된다(Abrahamson & Trninic, 2015; de Freitas,

2016a; Palatnik & Abrahamson, 2018).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선행연구

의 통찰을 포스트휴머니즘의 관점에서 배치의 재배열과 함께 조망하고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 결과에서 수학 학습이 마무리되기 위해 안정적인 거시

지각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었다. 즉, 학습자가 여

러 수학 기호를 이용하여 수학 구조나 성질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인 거시지각으로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곱셈 수업에서 학생이 새로운 곱셈 표현과 합성단위의 의

미를 연결하게 된 것은, 학생이 두 합성단위에 관한 거시지각을 형성한

뒤에 가능했다. 외각 수업에서 오각형과 같은 다른 상황에 외각의 정의

를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은, 학습자가 다각형의 외각이 부각되는 거시지

각을 형성한 이후에 가능했다. 원주각 수업에서 일반적인 사각형의 성질

을 정당화할 수 있었던 것은, 중심각과 원주각 사이의 관계에 대한 거시

지각이 형성된 이후 비로소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 결과는 학습자의 불안정한 지각 상태를 안정

적인 행동-지각 구조로 전환한 뒤, 이 구조를 새로운 수학적 사용역에

의미화시켜야 한다는 Abrahamson & Trninic(2015)의 주장과도 연결된

다. 결국, 지각의 순차적인 전환을 통해 학습자는 새로운 성질에 대한 더

정교한 언어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Moon & Lee, 2020).

또한, 외각 수업과 원주각 수업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배치 내에서

나타난 움직임을 다소 정적인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거나 테이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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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을 통해 고정하는 조치가 학생의 거시지각으로의 전환에 매우 주효

했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는 Châtelet(2000)이 말하였듯이, 제스처를 다이

어그램으로 포착하고 고정시킨 뒤 그에 주의를 기울일 때 새로운 수학적

의미가 드러나 비로소 그것을 다룰 수 있게 된다는 지적과도 상통하는

것이다.

넷째, 배치가 재배열되는 과정에서 배치에 속한 여러 학생의 지각이

집단적으로 전환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가령, 곱셈 수업에서 S1과 달

리 불투명한 약봉지를 직접 만지고 조작하지 않은 S3나 S2는 S1의 행위

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S1의 물질적 움직임을 모방하였다. 하지만 배치

안에서 이루어진 그들의 주의 작용이나 모방은 미세지각의 현실화로 이

어졌고, 그로 인해 그들 역시 이전까지 따르던 덧셈의 의미체계에서 탈

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외각 수업에서는 활동에 참여한 S6의 지각만이

아닌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S8의 지각 역시 외각이 두드

러지는 거시지각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 지각을 바탕으로

그들은 실제 활동이 이루어졌던 도형인 삼각형이나 사각형 말고도 오각

형이나 다른 도형의 외각까지 안정적으로 포착하고 다룰 수 있게 되었

다. 원주각 수업에서도 배치의 재배열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S9, S10,

S11, S12의 지각이 집단적으로 전환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de Freitas(2016a)는 학습자의 인식틀을 붕괴시키고 재

구성하는 이러한 물질적 행위를 물질적 모방이라 말하였는데, 본 연구는

배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적인 물질적 모방과 그로 인해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미세지각의 현실화를 포착하고 그것이 수학 교수-학습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섯째, 배치에 교사의 신체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학습자의 미세지각

이 현실화되고 거시지각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Radford & Roth(2011)는 공동 행위의 공간이라는 개념을 중시하며, 그

공간 내에서 학생의 인지 과정에 개입하는 교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

였으나, 본고의 곱셈 수업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교사의 신체가

부재한 배치에서도 불투명한 약봉지를 둘러싸고 이루어진 제스처나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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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래밍 활동 등을 통해 집단적으로 미세지각이 현실화되고 구조화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배치 내의 교사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려

는 것이 아니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학생의 거시지각이 형성되는 과정

에서 교사의 신체 및 교수학적 행위는 중요한 물질로서 작용했다. 또한,

배치에 교사가 물리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구자와 교사가 설

계한 배치의 과제에는 분명 연구자와 교사가 연루되어 있다(Ferrara &

Ferrari, 2017). 본 연구는 Ferrara & Ferrari(2017)의 주장과 같은 맥락

에서, 즉, 교사나 학생의 역할에만 주목하는 것을 넘어서 교수-학습 과

정에서 비-인간 물질 일반의 역할과 그로 인한 배치의 재배열 및 지각

의 전환이라는 현상에 주목하려 하고 있다.

다음으로 실제의 개선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학습자의 지각 전환은 여러 행위적 물질의 동시적이고 긴밀

한 조정이 일어날 수 있는 수업 환경에서 일어났다. 특히, 수업 상황에서

학생의 움직임이나 여러 물질이 하나의 신체처럼 서로 연계된 채 작동할

수 있도록 하였던 교사의 교수학적 행위가 지각 전환 과정에서 매우 중

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곱셈 수업에서는 교사가 제공한 불투명한 약봉지, 카운터

가 학생의 신체와 마치 하나의 신체처럼 긴밀히 연계되는 상황에서 지각

전환이 원활하게 일어났으며, 외각 수업에서는 정다각형 모양의 테이프

와 학습자의 신체 움직임이 교사의 조치와 함께 동시적으로 조정되는 상

황에서 지각 전환이 관찰되었다. 그리고 원주각 수업에서는 네 명의 학

생이 원 모양의 테이프 위에서 고무줄을 움직이고, 교사의 요구에 따라

중심에 서 있는 학생이 그에 맞추어 팔을 뻗고 줄자를 놓는 과정에서 순

차적인 지각 전환이 일어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de Freitas, Ferrara, & Ferrari(2017)는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의 신체적 움직임이나 물질 조작 그리고 교사의 발언이 동

시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과제 및 수업 설계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

다. 본 연구는 그들의 연구를 확장하여 더 많은 수업 상황에 적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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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수업에서 지각 전환과 배치의 재배열을 고려하는 방식을 제시하였

고, 특히 이에 대한 교사의 역할을 부각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둘째, 학습자의 지각 상태를 추론하고 이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진 교

사의 교수학적 행위가 성공적인 수학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관찰되었다. 예를 들어, Radford & Roth(2011)가 강조한 함께하기는 학

생에게 전-의식적으로 드러나는 지각 구조를 의식의 대상으로 현시하는

과정을 설명할 때 주효한 개념이다. 이 과정은 미세지각이 의식적인 거

시지각으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이러한 전환은 어디까

지나 이전 배치의 재배열 과정에서 기호의 작용을 통해 미세지각이 현실

화되어야만 유효한 것이다.

실제로 곱셈 수업에 참여한 학생 중에서는 불투명한 약봉지를 전부

뜯어버린 채 카운터를 세어 나간 학생들이 있었고, 이 학생들과 카운터

의 배치가 재배열되는 양상은 앞서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배치가 재배열

되는 양상과는 매우 달랐다. 이들의 신체적 습관은 개개의 카운터를 다

루는 행위로부터 전환되지 않았으며, 이후 그들은 교사가 도입한 새로운

표현법에도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그리고 외각 수업과 원

주각 수업에서 교사가 미세지각의 현실화가 일어났다고 추론한 뒤, 배치

내에서 나타난 움직임을 다이어그램이나 테이프와 같이 다소 정적인 물

질을 통해 고정시켰던 행위는 거시지각의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었고 교

수-학습의 원활한 진행을 가능하게 하였다.

결국, 미세지각의 현실화 여부에 따라, 같은 교사의 행위가 어떠한 배

치에서는 새로운 거시지각으로의 전환과 새로운 의미의 창발로 이어지기

도 하지만, 다른 배치에서는 기존의 의미체계 내에서 일어났던 습관적

움직임과 언어 사용의 반복 및 극단적인 교수 현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

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배치의 재배열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따라 지각의 전환과

학습이 일어나는 양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선행연구의 통찰과 연결

된다(de Freitas & Sinclair, 2014). 따라서 교사와 연구자는 배치 내에서

나타나는 인간과 비인간의 움직임에, 기호의 작용 여부에 세심히 주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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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물론 학습자의 지각이 전환되는 사건을 교사가 정확히 예측할 수 있

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순간은 우연적으로,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다(de Freitas & Sinclair, 2014). 그렇지만

학습자의 지각 전환은 배치에 새로운 물질 요소가 배열될 때 이루어지므

로, 배치에 새로운 물질이 자리 잡거나 여러 움직임이 나타나는 재배열

의 순간에 주목한다면 교사는 학생에게 적절한 교수학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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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지각 전환과 물질의 행위성 및 배치의 재배

열에 관하여 이론적으로 논의한 뒤, 교실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배치

의 재배열을 통해 학습자의 순차적인 지각 전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 모델로서 배치 모델을 제시하고, 이로부터 실제 수학 교수-학습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각 장에서 다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연구문제 1의 해결에 요구되는, 배치 모델의 존재론적/인

식론적 배경이 되는 포스트휴머니즘과 포괄적 유물론의 논의를 살펴보았

다. 특히, 물질의 행위성과 배치 및 지각의 물질성을 다룬 포괄적 유물론

과 포스트휴머니즘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비-인간 물질의 행

위성을 간과하였던 기존의 수학교육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 수학 교수

-학습 과정에서 배치가 재배열되는 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는 배치 모델에 반영해야 하는 여러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의 지각 전환을 다룬 선행연구의 통찰을 검

토하여 세 가지 특징을 도출하였다. 첫째, 지각 전환을 단순히 거시적인

관점에서만 다룰 것이 아니라, 미시적인 관점에서 학생이 새로운 지각

구조의 발생에 놓이는 순간이 새로운 수학적 구조나 성질이 현시하게 되

는 순간으로도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수학 교수-학

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각 전환이 의식적이고 구조적인 지각이 붕괴되

며 전-의식적이고 암묵적인 지각이 드러나는 단계, 전-의식적인 지각이

다시 새로운 의식적이고 구조적인 지각으로 전환되는 단계를 거치며 순

차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로는 지각 전환이 외부와

분리된 한 학습자의 정신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닌, 여러 행위자와의

공동 활동을 통해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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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장에서는 먼저 연구 문제 1에 답하기 위해 배치와 관련된 여러 선

행연구의 논의를 정리하며 배치 모델을 이론적으로 도출하였다. 이 잠정

적인 배치 모델을 통해 교수-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의 순

간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학습과 지각 전환 사이의 관계를 다룬

Deleuze의 논의를 이론적으로 검토하였고, 이로부터 배치의 재배열과 함

께 지각 전환을 설명하는 최종적인 배치 모델을 이끌어내었다. 이렇게

도출한 배치 모델은 지각 전환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선행연구의 통찰을

포괄적으로 수용한다. 이어서 연구 문제 2에 답하기 위해 배치 모델에

기반을 두고 과제 설계와 수업 실행에서 지각과 배치를 고려하는 실천적

인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Ⅳ장에서는 연구문제 3에 답하기 위해, 지각과 배치를 고려하여 설계

된 곱셈 수업, 외각 수업, 원주각 수업을 분석한 결과를 다뤘다. 이 분석

을 위해 세 가지 수업 사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사례 연구 방법을 다

루었다. 특히, 분석 대상을 한 명의 교사, 한 명의 학생과 같은 개별적

주체가 아닌, 여러 물질의 배치로 설정하였다. 이를 따라 본 연구는 배치

에 새로운 물질이 추가되거나 제거되는 상황, 또는 물질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며 배치가 재배열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여러 변화를 상

세히 기술하고자 하였다. 여기에 더해 배치 모델에서 이끌어낸 지각 전

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특징들을 이용하여 지각 전환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끌어내고 적용하였다. 여기서 배치의 각각의

재배열에 따라 거시지각과 미세지각이 전환되는 양상을 확인하고, 실제

수업에서 교사가 배치의 재배열을 고려하며 학습자의 지각 전환을 어떻

게 촉진할 수 있는지, 이것이 수학 학습으로 어떻게 진전되는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다음 절에서는 이상의 연구를 통해 도출되는 논점을 다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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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및 제언

수학 교수-학습에서 학습자의 지각 전환과 그것을 촉진하기 위한 노

력의 중요성이 여러 수학교육 연구에서 지적되어 왔다. 학습자의 지각

전환을 설명하는 여러 접근은 학습자의 신체와 물질세계 사이의 상호작

용을 중요히 다룰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에 학습자의 내적 정신의 작용

을 부각하는 접근이나 언어 중심적인 담론적 접근을 넘어 환경 내에서

작용하는 신체의 감각-운동 능력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관련 논의가 전

개되어 왔다(Abrahamson & Trninic, 2015; Nemirovsky & Borba, 2003;

Radford, 2010; Roth, 2011a; Seeger, 2011). 특히, 이러한 연구들은 정신

과 신체, 개념과 감각 사이의 이원론에서 비롯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무의식적이고 암묵적인 지각으로부터 새로운 구조적인 지각, 표

상이 발생하는 과정을 다루고자 하였다(Roth & Thom, 2009;

Zagorianakos & Shvarts, 2015).

본 연구는 학습자의 신체의 움직임과 감각 능력에 집중하는 여러 선

행연구의 통찰을 수용하는 동시에 기존의 연구가 비-인간 물질의 행위

성을 온전히 다루지 못했다고 판단하였고, 인간과 비-인간의 배치를 강

조하는 포스트휴머니즘의 관점에서 학습자의 지각 전환을 설명하고 이를

수업에서 고려하는 방식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이론적인 논의를 전개하여 지각 전환을 설

명하는 모델이 갖추어야할 요소와 모델의 원리,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고

자 하였다. 또, 포괄적 유물론이 강조하는 지각의 물질성과 배치 그리고

Deleuze가 말하는 기호와 거시지각, 미세지각 개념을 고려하여, 수학 교

수-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배치의 재배열을 통한 학습자의 지각

전환을 설명하는 모델인 배치 모델을 제안하였다. 배치 모델에서 학습자

의 습관적 움직임, 언어 사용 방식, 그리고 혼란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통해 세 종류의 재배열을 구별하여, 학습자의 수학 학습과 지각 전환 과

정의 각 단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배치 모델을 이용하여 과제

설계와 수업 실행에서 지각과 배치를 고려하는 방법을 이끌어냈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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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적용한 세 수업을 분석하였다. 이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과

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배치 모델은 교실 내에서 작용하는 비-인간 물질의 행위성을

포착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배치 모델과 그에 기반한 수학 교수-

학습은 언어적 활동이나 담론과는 구별되는, 학습자의 지각 전환에서 작

용하는 물질의 힘, 특히 비-인간의 힘에 주목하는 관점에 서 있다. 기존

의 수학교육 연구가 물질을 수동적인 대상, 무력한 대상으로 간주하며

그것을 인간의 의도 혹은 인간의 문화나 언어 체계가 일방적으로 반영되

는 대상으로 간주하였다면, 물질의 행위성을 인정하는 배치 모델은 수학

교수-학습에서 교사의 신체, 학생의 신체뿐 아니라 컴퍼스, 분필, 계산

기, 줄자, 고무줄, 불투명한 약봉지와 같은 비-인간 물질들의 배치가 재

배열될 때 나타나는 변화에 주목한다. 이 변화는 담론이 전개되기 이전

의 차원에서 나타나는 변화로, 이후 교사와 학생의 언어적 활동이 진행

되는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물질적 사건으로 여겨질 수 있다. 줄자의

새로운 개입, 불투명한 약봉지의 직사각형 배열은 교사나 학생의 신체적

행위와 질적으로 구별되지 않으며 교수-학습 상의 변화를 촉진하는 사

건을 발생시키는 힘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점에서 배치 모델은 교실 내

에서 작용하는 다종다기한 행위적 물질의 작용을 설명할 수 있다.

특히, 배치 모델은 기호라는 물질이 기존의 배치에 연루될 때 나타나

는 미세지각의 현실화와 학습 사이의 관계를 논하였던 Deleuze(1993,

1994, 2000)의 논의에 기초하고 있기에, 지각의 전환과 수학 학습 과정의

긴밀한 관계를 존재-인식론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Deleuze

의 논의에 기반을 두고, 배치가 재배열될 때 새로운 미세지각의 현실화

가 일어나는 순간을, 기존의 인식틀이 붕괴되고 새로운 수학적 의미나

구조가 학생에게 두드러지기 시작하는 순간으로, 새로운 담론이 전개되

기 시작하는 순간으로 해석함으로써, 수학 학습에서 지각 전환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강조할 수 있었다.

더욱이 배치 모델은 미세한 물질의 개입이나 움직임에 의한 배치의

재배열 및 미세지각의 현실화가 수학 교수-학습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 184 -

주장함으로써, 기존의 연구에서 다소 소홀히 다루었던 미세한 물질의 움

직임과 그로 인한 변화를 중요히 포착하고 다룰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제스처를 이미 존재하는 의미체계의 표상으로서, 이미 학습된 움직

임과 습관의 반복으로서 바라보는 접근은 이전까지의 의미체계, 습관, 지

각을 붕괴시키는 다양한 규모의 제스처의 힘을 온전히 다루지 못하며(de

Freitas & Sinclair, 2012; de Freitas, 2016a), 수학적 구조에서 벗어나 있

으며 구조의 창발을 이끄는 비자발적이고 비의도적인 신체의 움직임의

역할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Roth & Maheux, 2015).

이는 많은 수학교육 연구가 미세한 물질의 움직임이 학습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 존재-인식론

적 전제를 가지고 있는 데서 연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달리 배치

모델은 배치 안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물질의 움직임이나 겉으로 보기에

는 미약한 물질의 개입을 통해 수학 교수-학습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지각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렇기에 배치 모델은 배치의

방향을 미분적으로 변화시켜 이후 거대한 사건을 발생시키게 되는 미세

한 물질 및 물질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분석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여러 물질의 긴밀한 조정 및 그것을 통한 배치의 재

배열과 지각의 전환을 일반적인 교실에서 더 용이하게 고려할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여러 물질의 긴밀한 조정이 실시간으

로 학습자에게 공유될 수 있는 환경으로서 아이패드, 동적 기하 소프트

웨어, 3D 프린팅 펜과 같은 디지털 테크놀로지 환경을 이용한 대부분의

포괄적 유물론의 연구와 달리(Chorney & Sinclair, 2018; de Freitas,

Ferrara, & Ferrari, 2017; 2019; Ng & Ferrara, 2019), 본 연구는 일반적

인 교실 환경에서 배치의 재배열을 고려한 연구에 속한다(Ferrara &

Sinclair, 2016; Ferrara & Ferrari, 2017).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배치의

지속적인 재배열을 가능하게 하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변화에 학습자가

주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충분하나, 아직 이

와 같은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교실 상황을

생각해볼 때 일반적인 교실 환경에서 배치와 지각을 고려하는 연구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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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이 존재한다.

특히,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소수의 학생에게만이 아닌, 반 전체 학생

이 행위적 물질의 긴밀한 조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특수한 수

업 환경 세팅을 제시하였다는 의의 역시 존재한다. 특히, 지각 전환 과정

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지금까지의 언어중심적인 접근에서 배제되

어 온 학생들을 포괄하기 위한 정치적인 접근을 취했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가 교사가 칠판을 이용하여 주된 수업을 진행

하는 전통적인 수업 세팅이 잘못되었다거나 부적절한 방식이라고 주장하

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포괄적 유물론

은 칠판에서 분필 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이 학습자의 지각을 전

환하는 주된 방식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de Freitas, 2016a). 다만 칠

판에서 분필과 같은 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수업은 많은 학생의 움직임

을 조정하고 그것을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데 얼마간의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개선한다면 전통적인 수업 구도

및 방식 역시 여러 학습자의 지각을 전환하고 수학 교수-학습을 성공적

으로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는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포괄적 유물론의 관점을 따라 수업 실행 과정에서 교

사의 역할을 부각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교사가 의도적으로 배치의 재

배열과 그로 인한 지각 전환을 이끌 수는 없으나, 배치의 재배열과 지각

전환을 촉진하는 새로운 물질이나 움직임이 나타나도록 하는 환경을 제

공하고 그것을 위한 섬세한 개입을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와 관련

하여 본 연구는 연구자와 교사가 제시한 수업 환경이 학습자의 순차적인

지각 전환을 효과적으로 촉발하였던 여러 가지 수업 사례를 제시하여,

배치와 지각을 고려하는 교사의 역할을 실제 수학 수업 상황에서 확인하

였다는 가치가 있다.

또한, 교사가 학습자의 지각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예측할 수는

없으나, 배치의 재배열이 강제하는 학습자의 변화로부터, 즉 배치의 효과

로부터 학습자의 지각 상태를 추론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하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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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습자의 미세지각이나 거시지각 상태를 추론할 수 있는 잠정적인 틀

을 제시하여, 교사가 배치의 재배열을 촉진하는 적절한 교수학적 조치를

취할 시점을 생각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도 가치를 가진다.

넷째, 본 연구는 학습자의 지각 전환을 다룬 기존의 수학교육 논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포괄하는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

다. 기존의 수학교육 연구에서 학습자의 지각 전환과 관련하여 부각한

세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지각의 미시적인 전환의 순간이

학습자가 새로운 지각 구조의 발생 과정에 놓여 새로운 수학 구조나 성

질을 인식하는 순간일 수 있다는 점, 두 번째, 학습자의 지각 전환이 의

식적이고 구조적인 지각이 붕괴하고 전-의식적인 지각이 드러나는 단계

와 전-의식적이고 암묵적인 지각이 다시 의식적이고 구조적인 지각으로

전환되는 단계로 구분된다는 점, 세 번째, 지각 전환이 여러 행위자의 공

동 활동을 거치며 집단적으로 일어난다는 점.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배치 모델은 위와 같은 선행연구의 통찰을 수용

하면서 동시에 확장하고 있다. 배치 모델은 여러 행위적 물질과 함께 작

용하는 기호를 통해 현실화되는 미세지각이 기존의 의미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질을 탐구하는 수업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점, 지각의 전환이

미세지각의 현실화와 거시지각으로의 전환 과정으로 구성된다는 점, 여

러 행위적 물질의 집단적이고 구조적인 배열, 즉 배치가 형성되면서 학

습자의 지각이 집단적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배치 모델은

지각 전환 과정에서 작용하는 비-인간 물질의 행위성을 강조하면서 기

존 연구의 통찰을 수용하는 포괄적인 모델로 여겨질 수 있다. 이는 포괄

적 유물론이 기존의 수학교육 논의를 포스트휴머니즘과 유물론적 관점에

서 포괄하고자 하였던 시도와 상통하는 것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제언하며 글을 마무리한

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본 연구는 체화를 주제로 한 연구 중 교실 내에

서 짧은 시간 동안 나타난 제스처, 다이어그래밍 활동, 발화, 응시, 신체

자세 등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미시발생론적 연구에 속한다(Radford,

Edwards, & Arzarello, 2009). 이러한 점에서 배치의 재배열을 다룬 더



- 187 -

장기적인 발달론적 연구 및 거시적인 연구가 추가로 요구된다. 예를 들

어, 배치의 재배열 및 지각 전환이 3년간의 중등 수학 교수-학습에 걸쳐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것이 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룬 연구

를 생각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여러 학습자가 연루된 배치의 재배열이 나타나기

쉬운 초등 대수와 중등 기하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히, 이 내용 영역을

지도할 때 다이어그램과 여러 구체물을 이용하기 쉽다는 점에, 특히 물

질의 공간적인 배열이 나타나기 쉽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연구 결과

를 더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내용 영역에서 나타나는 배치의 재배

열과 지각의 전환 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령, 고등학교 통계 영역

이나 주로 수학 상징의 조작을 통해 이루어지는 수학적 활동에서 배치가

어떻게 재배열되고, 그에 따라 지각 전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것이

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포괄적 유물론의 방법론 및 서술과 관련한 것이다. 포괄

적 유물론의 분석 단위는 개별적 물질 요소가 아니라 여러 물질의 구조

적 배열인 배치이어야만 한다. 그 배치가 새로운 물질의 개입과 함께 재

배열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배치의 재배열과 함께 나타나는 사건을 파악

한 뒤, 그로부터 새로운 담론이 전개되는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이다. 하지만 포괄적 유물론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여러 선행연구 및 본

연구에서 이따금씩 ‘교사의 행위’나 ‘불투명한 약봉지의 개입’과 같은 개

체주의적 서술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포괄적 유물론의 이론적 배경과

일관되는 방법론이 아직 충분히 개발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연원하는 것

이다(Chorney & Sinclair, 2018). 따라서 향후 이루어질 연구에서 포괄적

유물론의 이론적 관점을 충실히 따르는 분석 방법과 서술 방식이 다루어

져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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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has been discussed that the moment when the learner's

perception is transformed in the mathematics teaching-learning

process is the moment when learners can explore new mathematical

meanings away from existing habits, strategies and semantic

systems. The event of perceptual transformation is known as a very

important process of determinating the virtual mathematical meaning

with the development of discourse.

Several studies point out that learner's perceptual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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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be divided into two stages; the first stage in which conscious

and structural perception is transformed into pre-conscious perception

and the second stage in which pre-conscious perception is structured

into conscious and structural perception. It is also argued that

learners' perception are collectively transformed with the various

agents involved in the activity.

There have been various discussions on the perceptual

transformation of learners in mathematics teaching-learning, but most

of the related studies have overlooked the agency of non-human

materials. Also, it is hard to find researches that comprehensively

embraces the insights of existing studies on perception. Thus, this

study adopts the concept of assemblage and the concept of

materiality of perception emphasizing the agency of material, and

Deleuze's discussions, which points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ual transformation and learning.

The results of the review of inclusive materialism and Deleuze's

discussion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materials are not reduced to

human intentions or plans, or to the context and culture of human,

and it actualizes new meaning in the process of forming a collective

structural arrangement, or assemblage, with other materials. The

learner's perception is transformed in the process of rearrangement of

assemblage, and this transition is seen as an event that extends the

existing cognitive capability. And the process of perceptual

transformation with rearrangement of assemblage can be divided into

the transition from conscious and structural macro-perception to

pre-conscious micro-perception and the transition from

micro-perception to new macro-perception.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s of posthumanism, this study drew

an assemblage model that explains the transformation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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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ro-perception and micro-perception with the rearrangement of

learning assemblage in the process of mathematics teaching-learning.

And from this model, the ways to consider the transformation of

perception and the rearrangement of assemblage in task design and

actual lesson were deriv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detailed below. First, sequential

transformation between macro-perception and micro-perception was

observed in the classroom with rearrangement of learning assemblage.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the moment of the actualization of

micro-perception is the starting point for mathematics learning, which

allows learners to explore new mathematical properties away from

existing habits, strategies, representations and semantic systems.

Third, this study could observe that stable and conscious

macro-perception should be formed to complete mathematical learning.

Fourth, the learner's perceptual transformation took place in a

learning environment in which simultaneous and close coordination of

various materials could occur. Fifth, it was observed that the

perception of several students belonging to the learning assemblage

was collectively transformed in the process of rearrangement of

various materials. Sixth, even in the situation of absence of teachers,

through the agency of materials, the learner's micro-perception could

actualize and macro-perception could be formed. Seventh, it was

observed that the teacher's pedagogical behavior based on the

reasoning of the learner's perceptual state could lead to successful

mathematical learning.

The following are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Since this study

belongs to the micro-genetic study that analyzes activities taking

place for a short period of time in the classroom, further long-term

and macro studies dealing with the rearrangement of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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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angements are required to generalize the results of the study. It is

also necessary to study the transformation of perception that occur in

different contents areas. Finally, there is also the need for further

researches on methods that follow the theoretical perspective of

inclusive materialism.

keywords : assemblage, inclusive materialism, materiality of

perception, transformation of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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