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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교과 핵심 역량으로써 수학적 창의성의

의미와 역할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상 수업에서

이를 신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보편적인 교수 방안에 관한 연구

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수학 교수-학습의 핵심 요소

로 꼽히는 수학적 의사소통에 주목하였다. 수학적 창의성 발현 과

정에서 나타난 수학적 의사소통 패턴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수학

적 창의성 교수 전략으로서 수학적 의사소통의 활용 가능성과 구

체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두 중학교 교사가 수학적 창의성을 고려해 진행한 문

제해결 일상 수업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수업 중에 나타난 교사-학생 간 수학적 의사소통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수학적 창의성 발현 과정에서 나타난 수학적 의사소통 패턴

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수업 중에 나타난 학생의

해법을 수학적 창의성 측면에서 분류하고, 유형별로 관련된 수학

적 의사소통 패턴 상의 특징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학적 창의성 발현 과정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유형의

수학적 의사소통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나, 유창성이 발현될

때는, 다양한 수학적 아이디어가 활발히 공유되는 한편 이에 관해

간단한 또는 상세한 설명하기가 후속되는 수학적 의사소통 패턴이

나타났다. 둘, 독창성, 유연성 발현될 때는, 다양한 수학적 아이디

어가 활발히 공유되는 한편 각각에 대한 상세한 설명하기가 후속

되는 수학적 의사소통 패턴이 나타났다. 셋, 정교성이 발현될 때

는, 정당화와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하기에 논리정연하고



- ii -

상세한 설명하기로 답하는 수학적 의사소통 패턴이 나타났다.

둘째, 수학적 창의성 측면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해법이 구성될

때, 수학적 의사소통 패턴 상의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하나, 발산적 사고 요소와 함께 정교성도 발현된 해법과 발산

적 사고 요소만 발현된 해법을 비교한 결과, 전자에서는 후자보다

수학적 사고 설명하기가 강조되는 수학적 의사소통 패턴이 나타났

다. 둘, 유창성과 함께 독창성이나 유연성이 발현된 해법과 유창성

만 발현된 해법을 비교한 결과, 전자에서는 후자보다 수학적 사고

설명하기가 강조되는 수학적 의사소통 패턴이 나타났다. 셋, 유창

성이 나타난 모든 해법에서는 학생의 수학적 아이디어 공유가 강

조되는 수학적 의사소통 패턴이 나타났다.

주요어 : 수학적 창의성, 수학적 의사소통, 의사소통 패턴

학 번 : 2019-2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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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1)

수학교육에서 수학적 창의성의 의미와 역할에 관한 관심이 점차 증가

하고 있다(이경화, 2015; Mann, 2006; Sriraman, 2004). 미래 사회에 요

구되는 핵심 역량으로 주목받는 것은 물론이고(교육부, 2015; P21, 2019),

수학교육의 여러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이경화, 2015; 이경희,

2010; 이대현, 박배훈, 1998)으로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수학적 창의성은

수학적 문제해결 과정과 산출물에 나타나는 사고 특성으로 정의되는데

(Haylock, 1985, 1997; Pehkonen, 1997; Silver, 1997; Sriraman, 2005), 영

재들의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거나(예, 박진형, 2017; 성지현, 2017; 김판

수, 2014; 오택근, 2014), 특정 내용과 수준에 국한된 과제, 일회성에 그

치는 과제에 대한 선행연구가 주를 이룬다(백동현, 2019).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상 수업에서 수학적 창의성 교육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여전히 모호하다(박만구, 2015; 이경화, 2016). 현장의 교사들은 수학적

창의성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지도 방법의 어려움을 토로하거나(이혜

숙, 민선희, 김민경, 2010), 겉으로는 수학적 창의성을 함양한다고 하면서

전통적인 교사 중심 수업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인다(김도한 외,

2010). 따라서, 일상 수업에서 수학적 창의성을 함양하기 위한 구체적이

고 보편적인 교수 전략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수학적 의사소통은 NCTM(1989)에서 이를 수학교육의 5가지 목

표 중 하나로 천명한 이래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중요 성취 요소로 강조

되어왔다(교육부, 1999; NCTM, 2000). 창의성과 더불어, 미래 사회에 요

1) 본 절의 내용은 노예솔, 문성재, 노정원, 이경화(2020)의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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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는 핵심 역량(P21, 2019; UNESCO, 2014)으로서 그 중요성을 재차

확인받고 있다(나귀수, 박미미, 김동원, 김연, 이수진, 2018). 학습을 곧

지식의 자주적 구성으로 본 구성주의에 따르면, 지식의 구성 과정은 필

연적으로 사회적 표현(언어, 기호 등)과 상호작용을 매개로 한다(황혜정,

나귀수, 최승현, 박경미, 임재훈, 서동엽, 2007; Ernest, 1991). 따라서 수

학적 의사소통은 수학교육의 학습 목표인 동시에 학습 수단으로 여겨진

다.

Sriraman(2004)은 수학자들의 창의성 발현 과정을 연구한 결과, 동료

수학자들과의 학문적 상호작용이 공통 특징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수학

적 의사소통이 수학적 창의성 발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이러한 논의는 학생 수준의 수학적 창의성에도 적용될 수 있다. 질문을

통해 학생의 수학적 창의성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본 Sheffield(2009)의 주

장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수학적 의사소통은 특정 개념 및 수준에 국한

되지 않으므로 일상 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이고 보편적인 창의성

신장 방안 탐색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의 관련성을 체계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학생들의 수학적 창의성 발현을 지

원한다는 일반적 주장에 그치거나(Flores, Park, & Bernhardt, 2018;

Sriraman, 2004), 미흡한 실태를 보고한 후 수학적 창의성을 촉진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 형식을 나열해 보이는데 그쳤다(강완, 장윤영, 정선

혜, 2011; 한정민, 박만구, 2009; Sheffield, 2009). 그마저도 초등학교급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하

다.

이에 본 연구는 중학교 문제해결 일상 수업을 관찰하여 수학적 창의

성 발현 장면을 포착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수학적 의사소통 패턴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수학적 창의성 교수 전략으로서

수학적 의사소통의 활용 가능성과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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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수학적 창의성을 고려해 진행된 문제해결 일상 수업 사례

를 통해, 수학적 창의성 발현 과정에서 나타난 수학적 의사소통 패턴은

어떠한지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수업 사례에서 관찰된 학생들의 문제

해결 해법을 수학적 창의성 측면에서 분류하고, 유형별로 나타난 수학적

의사소통 패턴 상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

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문제해결 일상 수업 중 수학적 창의성 발현 과정에서 나

타난 수학적 의사소통 패턴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2. 수학적 창의성 측면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해법이 공유

될 때, 관련하여 나타난 수학적 의사소통 패턴 상의 차이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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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2)

제 1 절 일상 수업에서의 수학적 창의성

1. 문제해결과 수학적 창의성

대다수의 선행 연구자들은 수학적 창의성을 수학적 문제해결 과정 및

산출물에서 나타나는 사고 속성으로 정의해왔다(Haylock, 1985, 1997;

Pehkonen, 1997; Silver, 1997; Sriraman, 2005). 문제란 풀이 전략이 즉

각적으로 떠오르지 않아 해법을 쉽게 얻을 수 없는 상황이며, 문제해결

이란 창조적, 독창적 차원의 아이디어를 이용해 어떤 새로운 방법을 찾

고 적용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Lencher, 1983; Lester, 1978; Polya,

1962). 실제로, 수학 분야에서의 대표적인 창의적 발견들은 주어진 문제

를 해결하려는 시도 끝에 찾아낸 해법이었다(김판수, 2008; Hadamard,

1954). 이러한 이유로 수학적 창의성은 ‘문제해결 내에 있는 것’, ‘문제해

결과 관련짓지 않고서는 논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김판수,

2008; 이경화,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 수준의 수학적 창의성 또

한 문제해결 활동의 맥락에서 정의하고 이해하고자 한다.

2. 수학적 창의성의 하위 사고 요소

선행연구는 수학적 창의성을 그 하위 사고 요소를 통해 설명한다. 이

중 발산적 사고 요소로 여겨지는 유창성(Fluency), 독창성(Originality),

유연성(Flexibility)과 수렴적 사고 요소로 여겨지는 정교성(Elaboration)

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이 장의 내용은 노예솔 외(2020)를 토대로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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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성은 주어진 문제에서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나 반응(해석, 해법,

해답, 문제)을 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Silver, 1997). 이때, 동일한 전략

과 개념을 활용해 다양한 해법을 구성하는 것 또한 유창성에 해당한다.

다만, 이것이 수학적으로 무의미한 해법을 양산하는 경우 유사 창의성

(Cattell & Butcher, 1968: Cropley, 2006에서 재인용)으로 전락할 위험을

갖는다. 이에 수학적 창의성에서는 유창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유창성을

독창성과 유연성보다 낮은 수준의 하위요소로 간주하기도 한다(Ervynck,

1991; Haylock, 1997; Siswono, 2010, 2011).

독창성은 남다른 독특한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제

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찰에 기초한 해법, 교육과정 외의 해법, 통상적

이지 않은 해법(Leikin, 2009), 질적으로 수준 높은 해법(신희영, 고은성,

이경화, 2007), 새로운 탐구를 촉발하는 문제 제기(이경화, 2015) 등이 독

창성과 연결된다.

유연성은 고정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해결

책을 찾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최영기, 도종훈, 2005; Silver,

1997). 문제와 관련되거나 앞서 이용한 적 있는 내용에 사고가 제한되는

‘내용 고착’, 이전에 성공적으로 사용한 해법(알고리즘)만을 계속해서 고

수하는 ‘절차적 고착’을 극복하는 것이 유연성에 해당한다(Haylock,

1997, pp. 69-70). 또한, 친숙한 대상을 재해석하는 능력, 문제의 조건을

여러 가지 수학적 요소로 재해석하는 능력도 유연성과 연결된다

(Haylock, 1997, p. 73). 한편, 관점의 전환(고착 극복, 재해석)은 창의적

아이디어 생산의 발판이 되므로(Barlow, 2001), 유연성의 발현은 그 자체

로 또 다른 창의적 결과를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정교성은 떠올린 아이디어나 반응(해석, 해법, 해답, 문제)을 보다 세

련되게 다듬어 발전시키고, 간결하게 정리하여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Klavir &　Hershkovitz, 2008). 피상적이거나 오류가 있는 채로 탐구를

끝내지 않고 체계적이며 유용하게 결과를 정리하는 것(이경화, 2015), 아

이디어를 보다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다듬어 일반화하는 것

(Levav-Waynberg & Leikin, 2011)이 정교성과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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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하위 사고 요소들은 수학적 창의성 평가 기준으로 활용되

어왔다(예, 박진형, 2017; 이정연, 이경화, 2010; Leikin, 2009; Leikin,

Koichu, & Berman, 2009; Leikin & Lev, 2007). 특히, 몇몇 선행연구(성

지현, 2017; 이정연, 이경화, 2010; 오택근, 2014; 정혜윤, 2019; Aziza,

2018; Levenson, 2011)에서는 이와 같은 사고 요소를 기준으로 학생-학

생 또는 학생-교사 간 교실 담화를 분석하여, 학생의 발화에서 수학적

창의성의 발현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생이 문제해결 과정 중 상술한 4가지 사

고 요소를 포함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을 수학적 창의성 발현으로 정의한

다. 그리고 선행연구의 담화 분석 방법을 참조해, 학생의 발화에서 4가지

사고 요소를 확인함으로써 수학적 창의성의 발현을 판별하고자 한다.

3. 수학적 창의성의 사고 유형과 수준

수학적 창의성은 수학 학습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특징되는 한편

(이경화, 2015; Mann, 2006), ‘새롭고’(Balka, 1974; Haylock, 1997;

Krutetskii, 1976), 기존의 수학 내용이나 주어진 맥락에 비추어 ‘적합한

(유용한)’(Ervynck, 1991; Jensen, 1973) 것을 구성, 창조하는 것으로 여

겨져 왔다. 여기서 ‘새로움’과 ‘적합성’은 각각 창의적 사고 유형인 발산

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에 연결된다. 여러 선행연구에 따르면, 창의성의

발현은 곧 이 두 가지 사고 요소의 발현으로 여겨진다(Brophy, 1998;

Cropley, 2006; Runco, 2003). 발산적 사고가 없는 수렴적 사고는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한계에 정체되는 결과를, 수렴적 사고가 없는

발산적 사고는 새로운 변화를 유도하지만 이것들이 처참한 실패로 맺어

질 위험을 내포한다(Cropley, 2006). 따라서 창의성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를 생성하는 발산적 사고와 새로운 변화의 적합성을 탐구하

고 평가하는 수렴적 사고가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Cropley, 2006). 특

히, 수학적 창의성에서는 수학적 지식이 갖는 논리-연역적 특성으로 인

해 지식 산출의 근거인 동시에 산출한 지식을 정교화하는 수렴적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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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게 여겨진다(안민웅, 이경화, 2019; Srirama & Dickman, 2017).

Lee(2017)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논의를 토대로, 교과서 과제 변형

을 수학적 창의성 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한 사분면 모델을 제안하였다

([그림Ⅱ-1] 참고).

DT 10

8

6

4

2

0

맹목적 변이

(Blind variability)

창의성

(Creativity)

유의미한 변화 없음

(No meaningful

change)

정통

(Orthodoxy)

0 2 4 6 8 1 0

CT

[그림Ⅱ-1] 교과서 과제 변형을 평가하기 위한 사분면 모델(Lee, 2017, p.998)

이에 따르면, 교과서 과제를 변형할 때 수렴적 사고와 발산적 사고의

발현 기회를 모두 고려하면 ‘창의성’ 유형의 과제 변형, 수렴적 사고를

간과하나 발산적 사고를 강조하면 ‘맹목적 변이’ 유형의 과제 변형, 발산

적 사고를 간과하나 수렴적 사고를 강조하면 ‘정통’ 유형의 과제 변형,

두 유형의 사고 요소를 모두 강조하지 않았다면 ‘유의미한 변화 없음’ 유

형의 과제 변형으로 분류된다. 그녀는 이와 같은 사분면 모델을 활용하

여 예비교사들이 변형한 교과서 과제를 분류하였고, 이를 통해 수학적

창의성에 관한 교사 교육에의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러한 사분면 모델은 학생들이 구성한 문제해결 해법을 수학적 창의

성 측면에서 평가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 가령, 한 학생이 제시한

해법이 기존에 학습한 알고리즘을 정교하게 따르되, 변형 없이 반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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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발산적 사고는 미흡하지만, 수렴적 사고가 충분히

포함된 것이므로 ‘정통’ 유형의 ‘해법’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학생

들이 구성한 해법을 사분면 모델로 분류하게 되면, 교사는 학생들의 문

제해결 활동이 어떤 사고 요소 위주로 이루어지는지, 수학적 창의성 교

육을 위해 어떤 사고 요소를 좀 더 강조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수렴적/발산적 사고라는 이원적 기준에서 발산적 사고는 그 하

위 사고 요소(유창성, 독창성, 유연성)로 세분해볼 수 있다. 앞선 절에서

언급했듯이 여러 선행연구는 사고 요소 간의 질적 차이에 주목하고, 독

창성과 유연성을 유창성보다 높은 수준의 사고 요소로 간주해왔다

(Ervynck, 1991; Haylock, 1997; Siswono, 2010, 2011). Siswono(2010)는

이러한 논의를 집약하여 발산적 사고의 수준을 5단계(0~4수준)로 제시하

는 ‘창의적 사고의 수준틀’을 개발하였다(<표Ⅱ-1> 참고). 이에 따르면,

학생이 새로운 해법을 추가로 제시하여 유창성이 발현되었을 때, 그 해

법이 독창성과 유연성까지 갖추었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수준

의 창의적 사고로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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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1> 학생의 창의적 사고 수준의 특징(Siswono, 2010, p.34)

수준 창의적 사고 수준의 특징 유창성 독창성 유연성

4
매우 창의적인 수준. 문제해결과 문제 제
기에 있어서, 유창성, 독창성, 유연성이 모
두 발현되거나 독창성, 유연성이 발현된다.

○ ○ ○

× ○ ○

3
창의적인 수준. 문제해결과 문제 제기에
있어서, 유창성과 독창성이 발현되거나 유
창성과 유연성이 발현된다.

○ ○ ×

○ × ○

2
꽤 창의적인 수준. 문제해결과 문제 제기
에 있어서, 유창성은 없고, 독창성과 유연
성이 발현된다.

× ○ ○

1
거의 창의적이지 않은 수준. 문제해결과
문제 제기에 있어서, 독창성과 유연성은
없고, 유창성이 발현된다.

○ × ×

0
창의적이지 않은 수준. 유창성, 독창성, 유
연성 중 어느 하위요소도 발현되지 않는
다.

× × ×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논의를 종합하면, 수학적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

해서는 학생이 수렴적 사고와 발산적 사고를 갖춘 해법을 구성할 수 있

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렴적 사고와 발산적 사고 및 그

하위요소를 기준으로 학생의 해법을 분류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문제해결 활동 및 관련 교수 전략을 수학적 창의성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

제 2 절 수학적 의사소통의 요소와 패턴

1. 수학적 의사소통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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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fferd-Ackles et al.(2004)는 NCTM(2000)이 안내한 수학적 의사소

통 관련 권고를 수용하여, 현장의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

침으로써 ‘수학 담화 학습 공동체(Math-Talk Learning Community)’ 수

준틀을 제시했다. 그들은 수학적 의사소통을 4가지 요소로 세분한 뒤, 각

요소별로 4단계의 수준(0~3수준)을 설명한다. 따라서 교실 내 수학적 의

사소통을 분석하는 체계적이고 세밀한 틀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수학적

창의성 발현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학적 의사소통 패턴을 세부적으로 파

악하고자 하므로, 이는 본 연구에 적합한 분석틀이다.

Hufferd-Ackles et al.(2004)이 제시한 수준틀을 바탕으로 수학적 의사

소통의 하위요소3)와 그 수준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질문하기(Questioning).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를 발달시키기 위

해서 학생들이 무엇을 아는지와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때, 질문하기는 학생이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도록 이끈다는 점에

서 중요하다. Hufferd-Ackles et al.(2004)의 수준틀에 따르면, 질문하기

의 수준은 ‘누가’, ‘어떤’ 질문을 하는지와 관련된다. 0수준에서는 ‘교사’가

유일한 질문자이고 ‘단답’을 요구하는 질문만 구사한다. 반면, 3수준에서

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또한 자발적으로 질문하며 수학적 사고에 관심

을 두고 이에 대한 ‘정당화’를 요구하는 질문을 구사한다.

둘째, 수학적 사고 설명하기(Explaining mathematical thinking). 수학

적 사고 설명하기는 질문하기와 밀접하게 관련되나, 설명 과정에 주목한

다는 차이가 있다. 수학적 사고 설명하기는 청자의 이해를 도와 이를 활

용하는 다른 구성원들에게 이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화자인 학생이

자신의 수학적 사고를 반성, 조직하여 확고히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NCTM, 2000). 나아가 설명하기의 과정에서 수학적 사고에 내

재한 오개념이 표면화되거나 인지 갈등이 출현할 수 있으며(오택근, 박

3) Hufferd-Ackles et al. (2004)의 수준틀에서는 질문하기, 수학적 사고 설명하

기, 수학적 아이디어 제공하기, 학습의 책임을 수학적 의사소통의 하위요소로

제시하였다. 학습의 책임 요소는 학생의 학습에 대한 태도 및 인식과 관련되기

때문에, 발화 분석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에 학습의 책임 요소를

제외한 분석틀을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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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 이경화, 2014), 이는 학생 본인의 반성적 사고나 학습공동체의 평

가를 통해 점검 및 수정, 보완의 기회를 얻게 된다(Lampert, 1990).

Hufferd-Ackles et al.(2004)의 수준틀에 따르면, 수학적 사고 설명하기의

수준은 학생들이 자신의 수학적 사고를 얼마나 잘 설명하고 묘사하는지

와 관련된다. 0수준에서 학생은 자신의 수학적 사고가 아닌 답만 말하고,

교사도 답변 중심의 반응만을 기대한다. 반면, 3수준에서 학생들은 자신

의 수학적 사고를 자신감 있고 완벽하게 정당화하고 변호하는 데 능숙하

며, 교사는 면밀한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완벽히 설명하고 깊이 있게 사

고하도록 촉진한다. 학생들은 친구나 교사로부터 설명을 요청받을 수 있

음에 동기를 부여받고 철저하게 자신이 한 것에 주의를 기울인다.

셋째, 수학적 아이디어 제공하기(Source of mathematical ideas). 주관

적 지식의 공표가 객관적 지식 구성의 단초가 된다는 관점을 고려할 때

(Ernest, 1991), 학습은 학생들이 각자의 수학적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

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Hufferd-Ackles et al.(2004)의 수준틀에 따르

면, 수학적 아이디어 제공하기의 수준은 수업의 방향을 안내하는 수학적

아이디어를 ‘누가’ 제공하는 가와 관련된다. 0수준에서, 학생은 어떤 수학

적 아이디어도 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교사가 말하고 보여주는 것을 모방

하기만 한다. 피드백을 제공하는 사람은 항상 교사이며, 학생의 답변(단

답)의 옳고 그름을 확인해주고 정답을 제시하는 식이다. 그러나 3수준에

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수학적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평가

를 교환하며, 학습해야 할 수학적 지식을 스스로 수립해 나간다. 교사는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정규수업과 탐구 활동의 주제로 활용하여 최소한의

개입만으로 수학 학습을 조력한다.

2. 수학적 의사소통 패턴

대표적인 교실 내 의사소통 패턴 연구 결과에는 Mehan(1797)이 제시

한 IRE패턴이 있다. 그는 IRE패턴의 반복이야말로 일상적 의사소통과

구분되는 교실 내 의사소통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IRE패턴은



- 12 -

‘질문과 같은 교사의 개시 발화(I, Initiation) - 질문에 대한 학생의 응답

발화(R, Reply) - 학생의 답변에 대한 교사의 평가 발화(E, Evaluation)’

로 이어지는 발화 패턴을 의미한다. 여기서 교사는 자신이 이미 알고 있

는 것에 대해 질문하며, 사전에 올바른 답과 평가 기준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는 학생은 자신이 몰랐던 것을 교사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즉 교

사는 학생이 모르는 정보를 갖고 있다는 교실 상황에 대한 전제로부터

형성된 패턴이라고 볼 수 있다(Mehan, 1797, p. 286). 이처럼 IRE패턴은

본질적으로 교사 지배적이고 교사가 설계한 절차에 종속되는 특징을 갖

는바, 수학 교실에서 학생들의 학습을 제한하는 것으로 비판받아왔다

(Dong, Seah & Clarke, 2018; Drageset, 2014).

Wood(1994)는 Mehan의 IRE패턴에 대한 대안으로 깔때기 패턴

(Funneling pattern)과 돋보기 패턴(Focusing pattern)을 제안했다. 그는

깔때기 패턴과 돋보기 패턴이 전통적 수학 교실과 달리 의미 있는 수학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깔때기 패턴은 학생들이 교

사가 선호하는 정해진 해답에 도달하도록 대화의 범위를 좁히는 식의 발

문을 반복하는 것을, 돋보기 패턴은 학생이 제시한 해답에 초점을 두고

반성적 사고를 유도하는 발문을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Wood, 1994, p.

155). 다만, Wood(1994)는 깔때기 패턴에서 학생이 피상적인 절차만을

생성할 수 있기에 돋보기 패턴을 더 유용한 것으로 평가했다.

Bowers & Nickerson(2001)은 Mehan의 IRE패턴을 발전시킨 ERE패

턴과 그 후에 이어지는 PD패턴의 반복인 순환적 패턴(Cyclic pattern)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ERE패턴은 ‘교사의 유도 발화(E, Elicitation) - 학

생의 응답 발화(R, Response) - 학생 응답에 대한 교사의 정교화 발화

(E, Elaboration)’로 이어지는 발화 패턴을 의미한다. IRE패턴이 학생의

짧은 반응을 평가하여 정오 답을 가리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ERE패턴

은 교사가 학생의 반응을 정교화하여 더욱 깊이 있는 논의를 구성하도록

격려하는데 초점이 있다. ERE패턴에서 학생들은 짧은 응답을 통해 대화

에 참여하기 시작하지만, 점차 그들이 이해한 개념 용어와 이미지를 묘

사하고 구성하는 데에 몰두하게 된다(Bowers & Nickerson, 2001).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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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RE패턴 이후 교사나 학생이 특정 수학적 아이디어를 제시(P,

Proposition)하고 이를 주제로 함께 토론하는(D, Discussion) PD패턴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두 패턴의 반복인 순환적 패턴에서는 정교화와 토

론을 통해 수학적 논의를 발전시키고 확장할 수 있다. 이는 수학적 논의

를 교사가 상정한 해법이나 학생의 초기 반응에 국한하는 앞선 패턴들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위와 같이 수학적 의사소통 패턴에 관한 연구들이 지속해서 이루어져

왔으나, 수학적 창의성 발현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언급한 경우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수학적 창의성 각 하위요소의 발현 장면

을 포착하여, 관련 수학적 의사소통 패턴을 찾아보고자 한다.

제 3 절 선행연구

수학적 창의성을 결정짓는 ‘새로움’과 ‘적합성(유용성)’은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상대적으로 결정된다(Leikin & Pitta-Pantazi,

2013). 따라서 수학적 창의성 또한 일반 창의성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속

한 공동체의 복합적인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

다(Csikszentmihalyi, 1988; Sawyer, 1995; Sonnenburg, 2004; Sriraman,

2004; Paulus & Nijstad, 2003; Zhou & Luo, 2012). 이는 곧 수학 교실

의 환경과 담화가 학생의 수학적 창의성과 관련하여 배제할 수 없는 요

인임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수학적 창의성 촉진할 수 있는 수학적 의사소통

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왔다. 다만, 이러한 연구들은 ‘교사의 질

문하기’에 초점을 두어 한정적으로 이루어져 왔다(예, 한정민, 박만구,

2010; 안민웅, 이경화, 2019; Sheffield, 2009; Krulik & Rudnick, 1999).

이러한 경향은 교사의 발문이 수학 교실의 담화 양상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자(이지현, 2017; 조진우, 박민선, 이경화, 이은정, 2016; Chapin,

O’Connor, & Anderson, 2009; Truxaw & Defranco, 2008), 효과적인 수

학 교수 학습 수단이라는 연구자들의 논의(최인숙, 2013; Micha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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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onnor, 2015; Pierson, 2008; Polya, 1957; Temple & Doerr, 2012)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본 절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정리하여,

제한적이나마 수학적 창의성을 촉진할 수 있는 수학적 의사소통의 특성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정민, 박만구(2010)는 초등학교 기하 영역의 수업에서 관찰되는 교

사의 발문이 수학적 창의성을 촉진하기에 부족함이 있다고 보고, 수학적

창의성의 하위 사고 요소별로 각각을 촉진할 수 있는 발문을 제안하였

다. 그들에 따르면, 유창성을 신장하기 위한 발문에는 유사한 반응을 가

능한 한 많이 만들어 내게 하는 발문이 있다. 독창성을 신장하기 위한

발문에는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을 하게 하는 발문, 기존의 생각이나 사

물의 가치를 부정하고 생각해보게 하는 발문, 또는 기존의 생각을 새로

운 상황에 적용하여 생각해보게 하는 발문이 있다. 유연성을 신장하기

위한 발문에는 특정한 문제 상황에서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나 반응을 산

출할 수 있도록 대상에 대한 시점을 변화시켜 숨겨진 면을 파악하게 하

는 발문이 있다. 마지막으로, 정교성을 신장하기 위한 발문에는 주변의

사물을 분류하거나 결합해보게 하는 발문, 은연중에 떠오르는 거친 수준

의 생각을 구체화하는 발문, 생각이나 아이디어 형성과정을 상세하게 나

타내게 하는 발문이 있다.

안민웅, 이경화(2019)는 중학교 수학 수업 중 나타나는 교사 발문을

분석하기 위해, 수학적 창의성을 촉진하는 발문을 발산적 발문과 수렴적

발문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먼저 발산적 발문은 유창성, 독창성, 유연

성과 같은 발산적 사고를 촉진하는 것으로, 다른(여러) 정답 만들기, 새

로운 것 발견, 새로운 것과 연결 또는 추론, 논의 촉발과 관련된 발문이

이에 속한다. 다음으로 수렴적 발문은 정교성과 같은 수렴적 사고를 촉

진하는 것으로, 수학적 용어 사용, 수학적 의미 탐구, 명확화 또는 정교

화, 정당화, 초점 설정과 관련된 발문이 이에 속한다.

한편, 안민웅, 이경화(2019)에서는 개별 발화의 단위를 넘어서 일련의

발화 묶음인 발문 패턴도 탐구하였다. 그들은 교사가 사용하는 과제에

따라 서로 다른 발문 패턴을 확인하였는데, 수렴적 과제를 사용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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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산적 발문을 연속해 던지는 패턴이, 발산적 과제를 사용할 때는 발산

적 발문으로 시작해 수렴적 발문과 재생적 발문을 사용하는 패턴(‘D –

C- R’패턴)이 창의성 발현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Sheffield(2009)는 수학적 창의성 신장 전략으로서 교사의 질문이 갖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6가지 의문사(Who, What, When, Where, Why,

How)를 기준으로 수학적 창의성을 촉진할 수 있는 질문의 유형을 소개

했다. 이를 수학적 창의성의 하위요소들과 연결 지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누구인지 묻는 질문(Who). 예를 들어, ‘저것을 자신의 말로

다시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 ‘다른 해법을 이용하거나 다른 해답을

얻은 사람?’, ‘독특한 질문이나 제안을 가진 사람?’, ‘누가 맞나요?’, ‘동의

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학생들의 발언 기회

를 최대한 보장하여, 다양한 수학적 아이디어 제시하게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서로 다른 반응이 생겨날 수 있으므로, 발산적 사고 요소인 유

창성, 독창성, 유연성의 발현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What). 예를 들어, ‘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패턴은 무엇인가?’,

‘확인한 패턴에서 도출할 수 있는 일반화된 결론은 무엇인가?’, ‘증명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증명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최선의 해법이나

전략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누구인지 묻는

질문(Who)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에 초점을 두어 유창성,

독창성, 유연성 발현을 이끌 수 있으며, 무엇이 지칭하는 대상(예. 일반

화된 결론, 증명 방법)에 따라 정교성의 발현과 연관될 수도 있다. 셋째,

시점(언제)에 관한 질문(When). ‘언제 성립되는가?’, ‘언제 성립되지 않는

가?’와 같은 질문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특정 수학적 성질이 참 또는 거

짓이 되는 조건을 탐색하게 하는 것으로, 수학적 아이디어를 다듬고 발

전시키는 정교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 넷째, 지점(어디)에 관한 질문

(Where). ‘어디서 나온 결론인가?’,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는가?’, ‘어디를

이용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이 이에 해당한다. 이 또한 시점(언제)에

관한 질문(When)과 마찬가지로 문제 상황의 조건에 대한 탐색을 유도하

여 문제해결의 전략을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정교성과 연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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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이유에 관한 질문(Why). ‘왜 그것이 성립하는가?’, ‘왜 그것이 성

립하지 않는가?’와 같은 질문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수학적 아이디어에

대한 정당화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교성을 촉진할 수 있다. 여섯

째, 방법에 관한 질문(How). ‘어떤 점에서 이전에 알고 있던 문제나 패

턴과 비슷한가?’, ‘어떻게 다른가?’, ‘실생활 상황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와 같은 질문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이유에 관한 질문(Why)과 마찬가

지로 수학적 사고에 대한 정당화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정교성을 촉진할

수 있다. 정리해보면, Sheffield(2009)가 제안한 6가지 유형의 질문들은

모두 학생들에게 수학적 아이디어를 요청한다는 점에서 유창성, 독창성,

유연성의 발현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특히, 주어진 문제 상황과 해법에

대한 구체화, 일반화, 정당화를 촉진하는 발문들(When, Where, Why,

How)은 정교성의 발현과 밀접히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Krulik & Rudnick(1999)은 문제해결의 마지막 단계인 반성하기 단계

에서 수학적 사고를 확장하는 발문을 제공해 수학적 창의성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았다(박성선, 2002, p.68에서 재인용). 그들이 제시한 구체적인

발문 형태는 4가지인데, 마찬가지로 이를 수학적 창의성의 하위요소와

연결 지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방법은 없는가?’. 즉, 앞서

제시된 해법과는 다른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보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이

러한 질문은 최대한 많은 반응을 끌어낸다는 점에서, 유창성, 독창성, 유

연성과 같은 발산적 사고를 촉진할 수 있다. 둘째, ‘~이라면?(What

if...?)’. 주어진 문제 상황의 일부 조건을 변경하여, 기존의 조건들이 해법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반성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질문은

문제해결 과정에 대한 일반화, 정교화를 유도하므로 수렴적 사고를 촉진

할 수 있다. 다만, Krulik & Rudnick(1999)은 학생 스스로가 이러한 질

문을 제기하는 것이 창의적 사고 개발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았는데

(박성선, 2002, p.68에서 재인용), 이 경우 기존의 해법을 새로운 문제 상

황에 대입해보게 된다는 점에서 유연성의 발현, 다양한 문제 상황을 제

기하게 된다는 점에서 유창성의 발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무엇이

잘못인가?’. 학생이 제시한 해법에 오류가 있을 때 이와 같은 질문을 통



- 17 -

해 학생이 자신의 해법을 반성하고 개선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정교성의 발현으로 연결된다. 넷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는 문제

해결의 결과에 근거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지 묻는 것이다. 학생이 다

양한 전략과 개념을 동원해 결과를 도출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문제

상황과 관련지어 해석하고 구체화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수렴적

사고 요소인 정교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논의를 종합하면, 수학적 창의성의 하위요소별

로 서로 다른 발문 전략이 사용될 수 있으며 유창성, 독창성, 유연성 등

의 발산적 사고 요소는 ‘또 다른’ 것을 떠올리게‘ 하는 발문, 정교성과 같

은 수렴적 사고 요소는 떠올린 것의 ‘조건, 과정, 결과를 반성’하도록 발

문들과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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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4)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연구 문제에 답하기 위해, 사례 연구의 방법을

이용한다. 사례 연구는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특정한 예에

집중하여, 중요한 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밝히면서 사례가 속해있는

부류의 특징적 양상을 파악해내는 연구다(우정호, 정영옥, 박경미, 이경

화, 김남희, 나귀수 외, 2006, p. 111). 따라서 이는 수학적 창의성의 발현

과정에서 나타난 수학적 의사소통을 분석하여 관련 패턴을 도출하고 비

교 분석을 하려는 본 연구에 적합한 연구 방법이다. 본 연구는 그중에서

도 ‘가설 발견 사례 연구’(Lijphart, 1971)를 사용한다. 이는 사례를 분석

하여 귀납적으로 가설이나 명제 등을 끌어내는 사례 연구 유형이다(우정

호 외, 2006, p.115).

제 1 절 연구 대상5)

본 연구의 참여자는 중학교에 근무 중인 두 명의 교사(A교사, B교사)

와 두 교사의 수업을 듣는 각 한 개 학급의 학생들이다. 각 교사가 2차

시에 걸쳐 진행한 총 4차시 문제해결 일상 수업에서 나타난 교사-학생

간 수학적 의사소통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A교사는 서울시 소재의 중학교에 근무하는 18년 경력의 교사이다. A

교사는 2017년 1학기부터 2019년 2학기까지 4명의 수학교육 연구자와

함께 수학적 창의성 교육을 목표로 한 교사-연구자 공동체 활동을 수행

해왔다. 공동체 활동은 주로 수학적 창의성을 고려하여 교사의 일상 수

업에 적용 가능한 과제를 설계, 실천, 반성하는 것이었다. A교사는 이와

4) 이 장의 내용은 노예솔 외(2020)의 내용을 토대로 B교사의 사례와 연구 문

제2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5) B교사와 그녀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고 자료를 수집

하는 과정은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 진행하였다(IRB

No. 2009/0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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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교사-연구자 공동체 활동을 스스로 요청하였을 정도로 수학적 창

의성 교육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연구 공동체 활동 중 수행한

면담을 통해 교사가 수학적 창의성을 고려한 수업을 실천하려고 노력한

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정해진 절차를 적용하고 연습하는

수업보다는 논리적 사고에 기반해 다양한 해법들을 찾아내는 수업을 선

호하는 교사의 수업 지향에서도 잘 드러났다. 또한, 수업 계획서와 공동

체 활동 중 수행한 수업 관찰을 통해 교사가 수업에서 조별 토론이나 학

생 발표와 같이 수학적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B교사는 서울시 소재의 중학교에 근무하는 4년 경력의 교사이다. B교

사는 연구자 본인으로, 수학적 창의성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학적 창의성 신장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1

년 6개월간의 연수 휴직을 마치고, 2020년 9월에는 해당 학교에 복직하

여 그간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수학적 창의성을 촉진하는 수업을 설계

하고 실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비록 B교사는 저경력 교사이지만,

그녀의 근무 교가 혁신학교라는 독특한 교수·학습 환경을 갖는다. 해당

학교는 혁신학교의 설립 취지에 공감하는 교사들이 구성원 대다수를 이

루며, 수업 혁신의 일환으로 수학을 포함한 대다수 교과에서 협력형, 토

론형 수업 형식을 고수해왔다. 따라서 모든 학급의 자리 배치는 4인 일

조의 모둠 형태를 기본으로 하며, 수행평가는 물론이고 일상 수업도 교

실 내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에 해당

학교의 학생들은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 학습 환경에 익숙하며, 특히 B

교사가 전담으로 가르치는 3학년 학생들은 2년간의 누적된 경험을 통해

수학적 의사소통을 통한 수학 학습에 능숙하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두 교사는 수학적 창의성의 중요성에 공

감하고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상 수업에서 이를 촉진하고자 노력한

다. 그뿐만 아니라 수학 교수·학습에서 있어 교사-학생 간의 수학적 의

사소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활용하기 쉬운 환경에 위치해 있다. 따

라서 두 교사의 수업은 수학적 창의성이 발현된 수학적 의사소통을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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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용이한 바, 두 교사를 본 연구의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제 2 절 수업 개요

본 절에서는 두 교사가 수행한 총 4차시의 문제해결 일상 수업에 대

해 학습 목표, 학습 과제, 활동 진행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사 A의 수업

본 연구에서 관찰한 A교사의 수업은 2018년 3월 8일, 12일 2차시에

걸쳐 2학년 한 학급을 대상으로 진행된 문제해결 수업이다. 2차시의 수

업은 각각 45분 동안 진행되었다. 이 수업은 교육계획서상 2학년 확률

단원의 첫 2차시에 해당한다. 학습 주제는 ‘경우의 수’로, 목표 개념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이다. 교사는 학생들 스스

로 경우의 수를 세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길 원했으며, 이 과정에서

목표 개념의 원리를 깨닫고 공식(×)을 유도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

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A교사는 지하철 노선도라는 실생활 맥락에

기반해 다양한 환승 경로를 탐색하고 정리하는 과제를 설계하였다. 이는

다음 [그림Ⅲ-1], [그림Ⅲ-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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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1] A교사의 1차시 수업 과제

[그림Ⅲ-2] A교사의 2차시 수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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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수업에서 학생들은 서울시 지하철 노선도를 활용해, ‘석계역

에서 선릉역으로 가는 최적의 환승 경로를 탐색’하는 과제를 해결하였다

([그림Ⅲ-1] 참고). 먼저 가능한 환승 경로와 소요 시간을 개별적으로 구

하였으며, 모둠 활동을 통해 각자 구한 해법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최

적의 경로를 선정하였다. 이후 교사는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켜 문제의

해법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하였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각자의 모둠 활동 내용을 공유하거나 새로운 해법을 떠올리며 문제해결

과정을 마무리 지었다.

두 번째 수업에서는 ‘선릉역에서 석계역으로 갈 때, 1번만 환승하여

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제를 해결했다([그림Ⅲ-2]의 문항 4번

참고). 이후 첫 번째 수업과 마찬가지로 교실 단위의 논의 시간을 마련

해, 문제해결 과정을 마무리 지었다.

2. 교사 B의 수업

본 연구에서 주목한 B교사의 수업은 2020년 10월 13일, 16일 2차시에

걸쳐 3학년 한 학급을 대상으로 진행된 문제해결 수업이다. 2차시의 수

업은 각각 45분 동안 진행되었다. 이 수업은 교육계획서상 3학년 원의

성질 단원의 마지막 2차시에 해당한다. 학습 목표는 지금까지 학습한 다

양한 원의 성질을 활용하여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B교사는 학생들이

그간 학습한 내용을 다각도로 적용해 과제를 해결해 보길 원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중학교 교육과정의 원의 성질 단원에 활용할 수 있되 다

양한 탐구 가능성을 내포한 과제를 선행연구에서 발췌하여 수업을 설계

하였다.

첫 번째 수업의 과제는 Levav-Waynberg & Leikin(2010)과

Levav-Waynberg & Leikin(2012)에서 제시된 과제를 수정, 인용한 것이

다([그림Ⅲ-3], [그림Ⅲ-4]). 각각은 이스라엘 10학년을 대상으로 설계된

과제이다. 두 번째 수업의 과제는 이명화, 김선희(2017), Komat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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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hikawa, & Narazaki(2018)에 제시한 과제를 수정, 인용한 것이다([그림

Ⅲ-5], [그림Ⅲ-6]). 과제1은 중학교 3학년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원

의 성질 단원의 과제로 이명화, 김선희(2017)에 제시된 것을 그대로 인용

한 것이다. 과제2는 Komatsu et al.(2018)에 제시된 과제를 수정하여 인

용한 것이다. 기존의 과제는 일본의 9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제로

특정 명제(∆AQC와 ∆BPD가 닮음이다.)를 증명해보도록 하는 것이었으

나, 이를 과제1과 같이 개방형 추론과제로 수정하여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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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3] B교사의 1차시 수업 과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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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4] B교사의 1차시 수업 과제2



- 26 -

[그림Ⅲ-5] B교사의 2차시 수업 과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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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6] B교사의 2차시 수업 과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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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수업은 1번 문제에 관한 개별 탐구(5분), 1번 문제에 대한 전체

논의(15분), 2번 문제에 관한 조별 탐구(10분), 2번 문제에 대한 전체 논

의(15분) 순으로 진행하였다. 2차시 수업은 1차시 수업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되, 1번 문제에 관한 탐구도 조별로 진행하였다.

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학교 방역 조치를 준수

하기 위해, 학생들의 자리 배치는 모두 칠판을 향하도록 조정하였다. 또

한 기존 4인 1조로 진행해왔던 조별 활동을 2인 1조로 진행하였으며, 같

은 조의 학생들은 적정 간격을 유지한 상태로 문제해결 활동에 참여하도

록 안내하고 진행하였다.

제 3 절 자료 수집

두 교사의 수업에 대한 자료 수집은 녹화와 녹음을 통해 이루어졌다.

교사-학생 간 수학적 의사소통 장면을 기록하기 위해,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와 발표 중인 학생을 추적하는 한 대의 캠코더를 두어 녹화를 진행

했다. 또한, 발화 내용을 정확하게 수집하기 위해, 모둠별로 녹음기를 배

치해 녹음을 진행하였다. 수업 전 교사로부터 준비된 과제 학습지를 파

일로 공유받았으며,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이 작성한 과제 학습지와 모

둠 칠판, 교실 칠판의 판서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수집하였다.

이후 녹화자료를 중심으로 총 4차시의 수업에서 나타난 교사-학생 간

수학적 의사소통을 전사하였으며, 그 외의 자료는 전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전사 기록지는 발화 단위로 행을 분리하여 엑셀에 작성하였

다.

제 4 절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사례 연구의 귀납적 분석 방법을 따른다. 귀납

적 분석은 연구 사례에 대한 사전의 분명한 이론적 전제 없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연구 현상에 관해 의미 있는 이론적 결론을 유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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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우정호 외, 2006, p.124). 따라서, 수학적 창의성을 고려한 문제

해결 일상 수업을 분석하여, 수학적 창의성 발현에 관련한 수학적 의사

소통 패턴을 탐구하기에 적합한 자료 분석 방법이다. 본 연구는 그중에

서도 수집·정리된 자료로부터 연구 현상에 관한 일정한 패턴 즉, 자료

간에 나타나는 일정한 규칙성 등을 체계적이고 가시적인 분석과정을 통

해서 유도하는 패턴 탐색의 방법을 따른다(우정호 외, 2006, p.125).

1. 수학적 의사소통 패턴 분석 방법

수학적 창의성의 발현 과정에서 나타난 수학적 의사소통 패턴을 분석

하기 위해 사회언어학적 관점의 담화 분석이론(Wells, 1999)을 참조하였

다. Wells(1999)는 교사-학생 간 담화의 구조를 발화(move), 교환

(exchange), 연결체(sequence), 에피소드(episode)라는 4단계 층위로 설명

했다(pp. 236-237). 이 중 교환은 Mehan(1979)의 IRE패턴에 대응되는 단

위로 볼 수 있다. 단, 평가 발화(E) 대신 후속 발화(F)라는 표현을 사용

한다. 한편, Temple & Doerr(2012)는 많은 경우 교사의 후속 발화(F)와

새로운 개시 발화(I)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점에 착안하여, 후속 발화(F)

를 피드백 발화(f, feedback)와 피드백-반응 발화(rf, response to

feedback)로 세분한 ‘수정된 교환 구조’를 제시하였다.

I → R → F[피드백(f) ↔ 피드백에 대한 반응(rf)]

[그림Ⅲ-7] 수정된 교환 구조(Temple & Doerr, 2012, p. 292)

여기서 교사 질문이 학생 반응(R)에 대한 확인, 반복, 상술을 요구하

는 것이라면 피드백 발화(f)로, 내용상의 변화를 발생시키는 새로운 질문

이라면 다음 개시 발화(I)로 간주한다(Temple & Doerr, 2012). 다시 말

해, 하나의 질문과 그에 대한 하나의 반응, 그리고 이에 국한된 일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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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는 하나의 ‘수정된 교환 구조’를 이루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해

결에 관한 학생 개별 반응에서 수학적 창의성을 확인하고, 이와 직접적

으로 관련된 수학적 의사소통의 패턴을 확인하고자 하므로, ‘수정된 교환

구조’를 수학적 창의성과 수학적 의사소통의 기본 분석 단위로 삼았다

(이하, ‘단위’라고 칭함.). 연구 사례에서 나타난 교사-학생 간 수학적 의

사소통은 총 174개 단위로 나눌 수 있었으며, 45개의 단위는 A교사의

수업에서, 나머지 129개 단위는 B교사의 수업에서 확인하였다.

이후 이들 단위 각각을 대상으로 수학적 창의성 발현 여부를 확인하

였다. 단위에 나타난 학생의 반응 발화에서 수학적 창의성의 하위 요소

(유창성, 독창성, 유연성, 정교성)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예솔 외(2020)에서 A교사의 수업 사례 분석에 사용한

수학적 창의성 분석틀(<표Ⅲ-1>)을 B교사의 수업 사례 분석에도 동일하

게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두 교사의 수업에서 확인된 174개의 단위에

수학적 창의성 코드를 부여하였다.

단, 하나의 반응 발화에 두 개 이상의 수학적 창의성 하위요소가 동시

에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제시하는 수학적 아이디어가 일반

적이지 않으면서 여태껏 언급된 바 없는 새로운 수학적 개념을 적용한

것이라면 이는 독창성(PO)과 유연성(PX)이 동시에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럴 때 두 개 이상의 코드를 부여하였으며, 총 174개의 단위 중

두 개 이상의 코드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는 23회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수학적 창의성이 발현된 단위만을 대상으로 수학적 의사소

통 패턴을 분석하였다. 이때 Hufferd-Ackles et al.(2004)의 수준틀을 재

구성한 수학적 의사소통 분석틀(<표 Ⅲ-2>)(노예솔 외, 2020, p. 841)을

이용하였다. 기존 수준틀에 제시된 4단계의 수준은 장기간에 걸친 변화

를 묘사한 것으로, 본 연구의 사례(2차시)에 대한 미시적 분석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기존의 4단계에서도 내용상 질적 변화는 1수

준과 2수준 사이에서 주로 나타난다. 따라서 세 가지 요소인 질문하기

(Q), 수학적 사고 설명하기(E), 수학적 아이디어 제공하기(S)에 대해 0,

1수준과 2, 3수준을 각각 낮은 수준(LQ, LE, LS)과 높은 수준(HQ,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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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으로 단순화하여 수준틀을 재구성하였다.

<표Ⅲ-1> 문제해결 학습 맥락에서의 수학적 창의성 분석틀(노예솔 외,
2020, p. 841)

요소 코드 설명
예시

(A교사의 수업에서 발췌)

유창성 PU
가능한 많은 반응(해석, 해법,
해답, 문제)을 산출.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가 나
왔어요.”(많은 수의 해)

독창성 PO

통상적이지 않거나 교육과정
외의 반응(해석, 해법, 해답, 문
제)을 떠올림.
통찰에 기초한, 질적으로 수준
높은 반응(해석, 해법, 해답, 문
제)을 떠올림.

“그래서 여기 둘 중 하나가 6호
선 또는 1호선이랑 연결되면은
요 한 번만 갈아서 갈 수가 있
어요.”(경로를 구하는 효율적인
풀이 전략)

유연성 PX

제공되거나 언급되지 않은 내
용 요소나 전략을 이용해 문제
해결을 시도.
문제 조건에 대한 새로운 해석
개발, 이용.

“2호선은 다른 지하철 노선과는
다르게 원 모양으로….” (새로
운 해석의 이용)
“4 곱하기 2.”(새로운 연산의
이용)

정교성 PE

오류가 있는 기존의 반응(해석,
해법, 해답, 문제)을 개선.
모호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반
응(해석, 해법, 해답, 문제)을
구체화하고 명료하게 정리.
문제해결에 관한 반응(해석, 해
법, 해답, 문제)을 확장하여 일
반화.

“그 4개. 처음에, 합정, 신도림,
시청, 신당으로… 모두 양갈래
로 찢어질 수 있는 길이 있으
니깐 각 2개씩 곱해줘서.”(구체
적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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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2> 수학적 의사소통 분석틀6)(노예솔 외, 2020, p. 841)

요소
코
드

교사 학생

질문하기

LQ
단답을 요구하는 질문.
학생의 사고를 이해하기 위한
질문.

질문을 하지 않음.

HQ
학생의 사고 과정에 관한 탐구
적 질문.
정당화를 요구하는 질문.

정당화를 요구하는 질문.

수학적
사고

설명하기

LE
학생의 답변을 대신 설명함.
간단한 설명 유도.

답만 말함.
아주 간단히 설명함.

HE

상세히 설명하도록 격려.
면밀한 질문을 통해, 완벽한
설명 격려.
좀 더 깊이 사고하도록 촉진.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함.
자신의 사고를 정당화하고 변
호함.

수학적
아이디어
제공하기

LS

모든 학습 내용을 직접 제공.
한두 개의 학생 아이디어에 접
근.
오직 교사만 학생의 답에 피드
백함.

아무런 아이디어를 제시하지
않음.
한두 개의 아이디어를 제시하
지만, 그것이 탐구되지는 않
음.

HS

학생의 아이디어를 최대한 많
이 확인함.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정규수업
과 탐구 활동의 근거로 활용
함.
필요할 때만 내용을 덧붙임.
학생의 오류를 학습 기회로 활
용함.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함.
친구의 의견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
제시된 아이디어를 공동으로
평가하여 오개념을 가려냄.
각자의 아이디어를 근거로,
목표 개념을 수립해감.

이 분석틀을 이용하여 교사와 학생의 발화에 대해 수학적 의사소통

코드를 부여하였다. 개별 발화는 전후 발화와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해

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발화마다 독립적으로 코드를 부여하기보다는,

6) 코드별 발화 예시는 Hufferd-Ackles et al.(2004)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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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의 기능이 변화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발화를 묶어 수학적 의사소통

의 요소와 수준을 판별하는 코드를 부여하였다. 다음은 유창성이 발현된

단위의 수학적 의사소통 패턴을 분석한 예시이다.

<분석예시>
수학적
창의성

수학적
의사소통

75 I 교사 지금 지원이. 그다음에 또 누가 손 들었었지?
영완이 손들었지? 영완이 뭘 어떻게 하고 싶
어요? HS

76 R 영완 신당을..

77 f 교사 어. 신당을?
LE

78 rf 영완 신당도 합쳐요. PU

79 f 교사 어. 신당을 합칠 수 있겠습니까? 오 좋아. 지
금 영완이가 신당도 합칠 수 있다고 얘기했
어요.

영완이는 앞선 지원이의 해법(“왕십리를 합친다.”)과 다른 해법을 제

시하여, 유창성(PU)이 발현되었다(78). 앞선 발화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

이 손을 들어 자발적으로 발표를 요청하고 교사가 이를 알아채고 허용하

자 학생의 새로운 해법이 공유되는(75, 76) 높은 수준의 수학적 아이디어

제공하기(HS)가 나타났다. 이후 문장 완성을 요구하는 수준의 간단한 설

명을 유도하고 답하는(77, 78) 낮은 수준의 수학적 사고 설명하기(LE)가

나타났다. 따라서 이 단위에서 나타난 수학적 의사소통 패턴은 ‘HS –

LE’이다.

다수의 의사소통 패턴 연구에서는 발화의 순서 및 내용에 따라 발화

주체를 구분하거나(예, 질문:교사 → 응답:학생 → 평가, 상술:교

사)(Bowers & Nickerson, 2001; Mehan, 1797), 교사의 발화만을 집중적

으로 분석하였다(안민웅, 이경화, 2019; Wood, 1994). 그러나, Bowers &

Nickerson(2001)의 PD패턴에서 알 수 있듯이 수학적 의사소통의 특정

발화가 특정 주체에 항상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학생의 질문

이나 주장으로 담화가 시작될 수도 있으며, 학생의 응답에 대한 평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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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학생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특히 교실 내 수학적 의사소통

이 발달함에 따라 담화의 주도권이 교사에게서 학생에게로 이양되는 모

습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Hufferd-Ackles et al., 2004), 특정 발화의 주

체를 교사나 학생으로 한정 지어 수학적 의사소통 패턴을 분석하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학적 의사소통 패턴을 분석함

에 있어 발화 주체에 구분을 두지 않고, 교사와 학생의 발화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2. 학생 해법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두 교사의 수업에서 확인된 학생의 해법을 수학적 창

의성 측면에서 분류하고, 서로 다른 유형의 해법에서 나타나는 수학적

의사소통 패턴 상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때, 학생의 해법은 교사가 제시한 과제에(과제 학습지 또는 수업 계

획서에 포함된 과제) 답하는 것으로, 수학적 의사소통을 통해 교실 내에

공유된 학생의 문제해결 방법을 의미한다. 이는 앞선 소절에서 수학적

창의성의 분석 단위로 삼은 단위 내 반응 발화(R)와는 차이가 있다. 단

위 내 반응 발화(R)는 그 자체로 해법인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해

법의 일부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반응 발화는 문제해결의 발단이 되는

수학적 아이디어(문제 조건에 대한 해석, 문제해결 전략)이거나 이미 제

시된 해법에 대한 정당화일 수도 있다. 때론 반응 발화(R)가 해법과 관

련 없이 문제해결 과정 중 나타난 기타 반응에 해당할 수도 있다. 가령,

주어진 과제와 관련하여 즉흥적으로 발생한 별개 논의에서 나타난 반응

일 때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위(수정된 교환 구조)

및 단위 내 반응 발화(R)와는 별개로 학생의 해법을 조사하였으며, 두

교사의 수업에서 총 29개의 해법을 확인하였다. 이 중 12개는 A교사의

수업에서, 17개는 B교사의 수업에서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구성한 해법을 수학적 창의성 측면에서 분류

하기 위해,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다음 <표Ⅲ-3>과 같은 분석틀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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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표Ⅲ-3> 학생 해법의 수학적 창의성 분석틀
발산적 사고

X 유창성 독창성 or 유연성
유창성,

독창성 or 유연성

수렴적
사고

X 1 2 3 4

정교성 5 6 7 8

이는 학생의 해법을 수렴적 사고와 발산적 사고라는 이원적 기준으로

분류하되, 발산적 사고를 발현 여부를 네 가지 단계로 세분화한 것이다.

1번 유형은 수렴적 사고도 발산적 사고도 포함되지 않아 수학적 창의성

이 발현된 해법으로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기존의 해법을 답습하는 데

그치며 그것이 모호하고 주어진 문제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해법이라면

이에 해당한다. 반면, 6번, 7번, 8번 유형은 수렴적 사고와 발산적 사고가

모두 포함되어 수학적 창의성이 온전히 발현된 해법으로 볼 수 있다. 다

만, 발현된 발산적 사고 요소에 따라 그 수준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

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의 해법이 이전에 공유된 해법과는 다른 해법이며

(유창성), 정확한 수학적 용어를 이용해 명확한 설명을 덧붙인 것이나(정

교성), 이전의 해법에서 활용된 전략을 그대로 이용한 통상적인 풀이에

해당할 때, 이는 6번 유형의 해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해법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포함하거나(유연성), 높은 수준의 통찰에 근

거한 효과적 해법에 해당하기까지 한다면(독창성), 이는 8번 유형의 해법

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6번 유형의 해법보다 더 창의적인 해

법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위 분석틀을 적용해 관찰된 29개의 해법을 분류하였다.

이후 수학적 창의성 측면에서의 서로 다른 유형으로 분류되는 해법들을

짝지어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이들 사이에 나타나는 수학적 의사소통

패턴 상의 특징 차이는 무엇인지, 그러한 차이가 수학적 창의성 발현으

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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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연구 문제1의 결과

본 절에서는 A교사와 B교사의 수업 중 학생들의 수학적 창의성이 발

현된 교실 담화에서 나타난 수학적 의사소통 패턴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수학적 창의성의 하위요소별로 관련 수학적 의사소통 패턴은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로 추려졌다. 이하에서는 구체적인 예화를 통해 수

학적 창의성 하위요소별로 그 발현 과정에서 나타난 수학적 의사소통 패

턴을 소개하고자 한다.

1. A교사의 수업7)

2차시에 걸친 A교사의 수업에서 다룬 과제와 각각에 대한 활동 진행

방식은 다음 <표Ⅳ-1>과 같다. 이중 교사-학생 간 수학적 의사소통은 1

차시 수업의 3번 문제해결 과정, 2차시 수업의 도입 과제, 4번 문제의

(1), (2) 해결 과정에서 나타났다. 이를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 단위로

나눈 결과, 분석 대상으로 총 45개의 담화 단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7) 이 소절의 내용은 노예솔 외(2020)를 보완한 것이다.

<표Ⅳ-1> A교사의 수업과 분석 대상

해결 과제 활동 진행방식
수정된 교환 구조 번호

(분석 대상)

1차시

1번 문제 개별활동

2번 문제 개별활동

3번 문제 모둠활동, 교실전체담화 1~12

2차시

도입 과제 개별활동, 교실전체담화 13~19

4번 문제 (1), (2) 모둠활동, 교실전체담화 20~45

4번 문제 (3), (4) 모둠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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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개의 단위 중 수학적 창의성이 발현된 단위는 총 18개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Ⅳ-2>와 같다(단, 중복포함.).

각 하위 요소별(유창성, 독창성, 유연성, 정교성) 분석한 수학적 의사

소통 패턴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1. 유창성이 발현된 수학적 의사소통의 패턴

유창성이 발현된 단위에서는 ‘높은 수준의 수학적 아이디어 제공하기

(HS)’에 ‘낮은 수준의 수학적 사고 설명하기(LE)’가 후속되는 수학적 의

사소통 패턴이 나타났다. 이는 유창성이 발현된 9개 단위 중 7개 단위에

서 공통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대화문1>은 두 번째 수업의 도입부로,

이에 앞서 교사는 해당 학급의 첫 번째 수업 결과물을 다시 확인하고 반

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다른 반에서 등장한 한 결과물([그림Ⅳ-1])

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묻는 말로 <대화문1>을 시작한다.

<표Ⅳ-2> A교사의 수업에서 나타난 분석 대상 단위 정보

수학적 창의성이 발현된 단위 수학적 창의성이

발현되지 않은

단위

합계
유창성 독창성 유연성 정교성

1차시 3 1 0 5 5 12

2차시 6 4 4 13 18 33

합계 9 5 4 18 23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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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1] 다른 반의 결과물

[그림Ⅳ-1]은 하나의 시점(석계)에서 뻗어 나가는 가지로 모든 결과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수형도의 아이디어와 연결된다. 그러나 중복된 환승

역을 포함한 5개의 경로를 모두 일일이 나열하였다는 허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는 활동을 수형도 학습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교사는 이러한 목적

에서 이 결과물을 의도적으로 선정하여 공유하고, 질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화문1>은 교사의 문제 제기로 시작되는 일종의 문제해결 과

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화문1>8)

60 교사 (tv에 다른 반에서 작성한 경로 정리한 것을 띄운다.) 이 친구도 정
말 잘했는데, 여기도 개선 사항이 하나 있네요. 어, 지호?

61 지호 성수가 2개에요.

62 교사 성수가 2개다.

63 지호 이어 놨어야 해요.

64 교사 그것도 좋아요. 그것 말고 또 뭐가 개선 사항이 있을까?

…

72 재원 (손을 든다.)

73 교사 (손을 든 재원을 가리키며) 자, 재원이?

74 재원 왕십리 있는 곳을 합쳐요.

75 교사 왕십리 있는 곳을 합친다. 자 좋아. 왕십리도 합칠 수 있어요. (…)
그다음에 또 누가 손들었었지? 수완이 손들었었지? 수완이 뭘 어떻
게 하고 싶어요?

76 수완 신당을..

77 교사 어. 신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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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문1>은 세 담화 단위(60~64, 72~74, 75~79)에서는 서로 다른 세

가지 해법이 등장하는 유창성이 발현되었다.

교사는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최대한 많이 확인하고자 하였으며(64,

73, 75), 학생들은 각자가 발견한 다양한 사실을 공유한다(72, 76)(HS).

이후, 교사는 문장 완성 수준의 간단한 설명을 요구하고(75, 77), 학생들

도 자신이 발견한 해법을 결론 중심으로 간단히 제시한다(74, 78)(LE).

여기서 앞선 지우의 해법과는 다른 다양한 해법이 등장하여, 유창성이

발현되었다(74, 78)(PU).

높은 수준의 수학적 아이디어 제공하기(HS)는 수학적 유창성의 발현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교사가 스스로 해법을 모두 제

시했거나 지우의 해법(63)을 듣고 더 이상의 해법 요청하지 않았다면, 지

원과 영완이 새로운 해법(74, 78)을 떠올리고 제시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후속되는 수학적 사고 설명하기의 수준이 낮은 것(LE)은 지원

과 영완의 해법(74, 78)이 지우의 해법(63)과 동일한 전략을 활용하여 발

현된 유창성인 점과 관련된다. 이 경우 지우의 해법(63)에 대한 이해가

이미 공유된 상황이므로 깊이 있는 설명하기가 추가로 요구되지 않는다.

오히려 설명하기의 강조가 교실 논의를 지체시켜 학생들의 즉각적이고

발산적인 해법 공유, 즉 유창성의 발현을 방해할 수도 있었다.

1.2. 독창성, 유연성이 발현된 수학적 의사소통의 패턴

독창성과 유연성이 발현된 단위는 각각 5개, 4개이다. 두 요소가 동시

8) 대화문의 번호는 전사 기록지의 발화 순서대로 부여한 것이며, 학생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78 수완 신당도 합쳐요.

79 교사 어. 신당을 합칠 수 있겠습니까? 오 좋아. 지금 수완이가 신당도 합
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칠판에 발표한 학생의 이름 지호, 재원,
수완을 적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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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발현된 단위가 3개로 각각이 발현된 단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두 요소가 각각 또는 동시에 발현된 단위(6개)를 한 범주로 보고

수학적 의사소통 패턴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6개의 단위 중 4개의 단위

에서 공통으로 ‘높은 수준의 수학적 아이디어 제공하기(HS)’에 ‘높은 수

준의 수학적 사고 설명하기(HE)’가 후속되는 패턴이 나타났다.

다음은 ‘석계역에서 선릉역으로 갈 때, 1번만 환승하는 경로 구하기

문제’를 일일이 발견하는 방식으로 해결한 후, 풀이 과정을 반성하는 장

면이다. 교사는 목표 학습 개념인 ‘두 사건 와 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 ×’를 학생들이 스스로 유도할 수 있도록 이러한 대화를

시작하였다.

<대화문2>

195 교사 어떻게 나왔어요? 한 번 이 과정을 식으로 설명해 볼 사람?

196 지호 (손을 든다.)

197 교사 지호?

198 지호 나가서..?

199 교사 아니 그냥 말로 해.

200 지호 4 곱하기 2

201 교사 4 곱하기 2다. 왜?

202 지호 그 4개. 처음에, 합정, 신도림, 시청, 신당으로 간 다음에..

203 교사 갈아타는 역이 4개.

204 지호 네. 이게 모두 양 갈래로 찢어질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깐 각 2개씩
곱해줘서.

205 교사 어~ 좋아. 자 지호~

206 재원 (손을 든다.)

207 교사 (손을 든 재원을 가리키며) 자 재원이.

208 재원 2 곱하기 2 곱하기 2요.

209 교사 자. 재원이는 2 곱하기 2 곱하기 2다. 왜?

210 재원 왜냐하면 일단 석계에서 1호선하고 6호선으로 갈라지니깐 2고요.

211 교사 네.

212 재원 두 개로 쪼개지고, 1호선에서도 시청, 신도림. 6호선에서도 신당,
합정 서로가 또 이제 두 개씩 나뉘어요. 그 두 개가 다 두 개씩 나
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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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문2>의 두 담화 단위(195~205, 206~215)에서는 독창성 또는 유

연성이 포함된 두 학생의 해법이 나타났다(200, 202, 204, 208, 210, 212).

교사가 학생들이 직접 풀이 과정을 식으로 정리해보도록 요청하며 대

화가 시작된다(195)(HS). 이에 지우는 ‘×’라는 해법을 제시하였다

(200)(HS). 이후 교사는 지우에게 답을 도출한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청

하고(201), 지우는 단계별로 자신의 해법을 설명한다(202, 204)(HE). 그

내용은 ‘4개의 환승역’(202)과 ‘2호선의 특성’(204)에 관한 것이다. 풀이

과정을 통찰해 2가지 기준을 발견하고 이를 곱셈으로 간결하게 표현하는

독창성이 나타나는 부분으로(PO), 교사가 의도한 학습 개념(×)과도

정확히 연결된다.

이후, 지원이가 자발적으로 발표를 시도한다(206)(HS). 이미 지우의

해법을 통해 목표 학습 개념(×)이 유도되었음에도, 교사는 지원에게

발표 기회를 허용한다(207, 208)(HS). 이에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

사가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고 지원은 자신의 사고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

한다(209, 210, 212)(HE). 여기서 ‘4개의 환승역’(202)을 ‘2개의 호선(1, 6

호선)에 놓인 2개의 역’(210, 212)으로 재해석하는 유연성이 나타난다

(PX). 또한, 지원 해법(‘××’)에는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독창성이 나

타난다(PO). 중학교 2학년 [경우의 수] 단원에서는 두 경우의 수를 합하

거나 곱하는 정도( 또는 ×)로만 다루고 이보다 복잡한 경우는

다루지 않게 되어 있으며(교육부, 2015, p.36), 현재는 목표 학습 개념

(×) 조차도 배우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문제 상황을 3가지 사건으

로 해석한 후 세 경우의 수를 곱한 지원의 해법은 독창적 해법이라 볼

수 있다.

유창성과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수학적 아이디어 제공하기(HS)가

독창적이고 유연한 해법의 구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미 올바른 해법이 등장하였음에도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려는 학

213 교사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214 학생들 네.

215 교사 어. 재원이가 설명을.. 지호, 재원이 다 설명을 굉장히 잘 해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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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206)과 이를 허용하는 교사(207)의 대화는 높은 수준의 수학적 아이

디어 제공하기(HS)의 한 특징으로, 이것이 교사가 기대한 바를 넘어서는

독창적 해법의 등장으로 연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208, 210, 212).

한편 유창성과 달리, 독창성·유연성에서는 높은 수준의 수학적 사고

설명하기(HE)가 후속되는 패턴이 나타난다. 학생이 자신의 해법을 단계

별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문제해결에 이용한 통찰, 해석, 개념, 전략이 드

러나며, 이를 통해 해법이 갖는 독창성과 유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1.3. 정교성이 발현된 수학적 의사소통의 패턴

정교성이 발현된 단위에서는 ‘높은 수준의 질문하기(HQ)’에 ‘높은 수

준의 수학적 사고 설명하기(HE)’가 후속되는 수학적 의사소통 패턴이 나

타났다. 이는 정교성이 발현된 8개 단위 중 7개 단위에서 공통으로 나타

났다. 다음은 ‘석계역에서 선릉역까지 한 번만 환승하여 가는 경로의 수’

를 구하는 문제에 답하는 장면이다.

<대화문3>

106 교사 자, 보겠습니다. 1조 몇 개 나왔어요? 1조?

107 은주 4개.

…

110 교사 자, 2조. 몇 개 나왔어요?

111 병수 8개.

112 교사 8개. 3조? 4조? 4조 아직 안 됐고, 자 5조? 몇 개 나왔어? 총.

113 형근 5개.

114 교사 5개. 6조?

115 현진 4개.

116 진영 8개.

117 교사 4개 8개 왜 말이 달라.

118 진영 8개.

119 교사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다섯 개 나온 조. 왜 다섯 개 나왔을까?

120 형근 2호선은 도는 거니깐. 신당에서 갈아타면 왼쪽에서 크게 돌거나,
오른쪽에서 작게 돌 수 있어 가지고. 이걸 두 개라고 썼어요.



- 43 -

<대화문3>의 119~125의 담화 단위에서 형근이가 자신의 초기 해답

(113)을 구체화하고(120), 정정하는(123, 125) 정교성이 발현되었다.

먼저, 106~118에서 교사는 조별로 구한 해답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있

다.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환승역은 총 4가지이며 모두 내선, 외선 순

환으로 운영되는 2호선에 속한다. 따라서 4개 환승역에 대해 2호선의 내

선과 외선을 모두 고려하면 총 8개의 경로가 답이 된다. 하지만 현실 맥

락에서 더 짧은 경로만 이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학생들이 2호선

을 2가지 경로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4개라고 답한 1조의 은주나 6조

의 현진이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107). 반면, 8개라고 답한 2조

의 병수, 6조의 진영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111, 118).

이와 달리, 5조의 형근이는 5개라고 답하였다(113).

교사는 형근에게 해답에 대한 정당화를 요구하며 다음 대화를 시작한

다(119)(HQ). 이에 형근이는 신당역에서 환승한 뒤 2호선을 2가지 방식

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여 해답을 구체화한다

(120)(HE)(PE). 교사는 이를 통해 형근이가 2호선이 갖는 의미를 부분적

으로 이해했음을 파악했고, 다른 환승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지 다시

물어보며(121), 다시금 정당화를 요구한다(HQ). 그리고 형근이는 자신의

해법을 반성하고 설명하는 과정 중 신당역에 대해서 적용한 2호선의 특

징이 다른 환승역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깨닫고(123)(HE), 이를 정정하

는 정교성이 발현된다(125)(PE).

교사는 여러 학생 중 특별히 형근이에게만 정당화를 요구하였다. 형근

이의 해답이 추론 근거를 알아채기 어려운 비전형적 반응이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형근이 스스로 자신의 해법을 정교화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이

다른 학생들(1조, 2조)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

121 교사 그런데 다른 데서는 요?

122 학생들 (웃음)

123 형근 다른 거는…다른 것도 되는데 여기까지만…

124 교사 다른 것도 된다는 것 알았습니까?

125 5조 네.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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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교사의 후속 발화(121, 124)와 형근이의 유창한 설명(120) 및 정교

화(123, 125), 다른 학생들의 반응(122)이 그 근거이다.

정당화를 촉발하는 높은 수준의 질문하기(HQ)와 이에 대한 학생의

높은 수준의 수학적 사고 설명하기(HE)는 해답의 이면에 깔린 형근이의

수학적 사고 과정과 수학적 지식을 표면화하였다(120). 이는 형근이가

자신의 해법을 대상화하여 분석하고 반성할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

다. 형근이가 자신의 해법을 설명하는 과정 중 스스로 개선점을 확인하

고 이를 보완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이다(123, 125).

2. B교사의 수업

2차시에 걸친 B교사의 수업에서 다룬 과제와 각각에 대한 활동 진행

방식은 다음 <표Ⅳ-3>과 같다. B교사가 진행한 수업은 주로 교실 전체

담화를 통해 진행되었다. 개별 또는 조별로 과제를 이해하고 해결 방법

을 탐구하는 시간을 5분 내외로 짧게 제공한 후, 나머지 시간 동안 교실

전체가 함께 문제해결 방법을 논의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A교

사의 수업보다 B교사의 수업에서 교사-학생 간 수학적 의사소통이 활발

히 전개되었으며, 분석 대상으로 총 129개의 단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129개의 단위 중 수학적 창의성이 발현된 단위는 총 52개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Ⅳ-4>와 같다(단, 중복포함.).

<표Ⅳ-3> B교사의 수업과 분석 대상

해결 과제 활동 진행방식
수정된 교환 구조 번호

(분석 대상)

1차시
1번 문제 개별활동, 교실전체담화 1~48

2번 문제 조별활동, 교실전체담화 49~76

2차시
1번 문제 조별활동, 교실전체담화 77~111

2번 문제 조별활동, 교실전체담화 11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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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하위 요소별로(유창성, 독창성, 유연성, 정교성) 분석한 수학적 의

사소통 패턴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1. 유창성이 발현된 수학적 의사소통의 패턴

유창성이 발현된 31개의 단위 중 18개의 단위에서 ‘높은 수준의 수학

적 아이디어 제공하기(HS)’에 ‘낮은 수준의 수학적 사고 설명하기(LE)’가

후속되는 수학적 의사소통 패턴이, 12개의 단위에서 ‘높은 수준의 수학적

아이디어 제공하기(HS)’에 ‘높은 수준의 수학적 사고 설명하기(HE)’가

후속되는 수학적 의사소통 패턴이 나타났다.

B교사의 수업에서 유창성이 발현되는 경우는 주어진 과제에 대한 다

양한 해법이 제시되는 경우와 문제 해법으로서 제기된 추측에 대해 다양

한 정당화가 제시되는 경우로 나뉘었다. 전자의 경우와 달리 후자의 경

우에서는 모두 ‘HS-HE’ 패턴이 나타났다. 유창성 발현 과정에서 나타난

수학적 의사소통 패턴을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2.1.1. 주어진 과제에 대한 해법의 유창성

다음은 2차시 수업의 2번 문제에 대해 해법을 공유하는 장면이다. 앞

<표Ⅳ-4> B교사의 수업에서 나타난 분석 대상 단위 정보

수학적 창의성이 발현된 단위 수학적 창의성이

발현되지 않은

단위

합계
유창성 독창성 유연성 정교성

1차시 12 2 11 9 49 76

2차시 19 2 8 8 27 53

합계 31 4 19 17 76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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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사는 2번 문제에 대해 조별로 생각해볼 시간을 5분 내외로 제공하

였다. 이후 해법 공유를 요청하는 발문으로 학생들을 주목시키며 <대화

문4>를 시작한다.

[그림Ⅳ-2] B교사의 2차시 수업 2번 문제 그림

<대화문4>9)

859 교사 자, 여러분. 이번 문제는 저번 문제보다 좀 쉽고, 쉬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같이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
세요. 하진아. 너가 생각한 거 나한테 말해줘 볼래?

860 하진 삼각형 APE랑 EBQ랑 닮음이에요.

861 교사 삼각형 APE랑.

862 하진 EBQ.

863 교사 BQE랑.

864 하진 BQE.

865 교사 닮음이래요. 설명해 줄 수 있어? 하진이.

866 하진 아니요.

867 교사 그럼 준희가 한 번 설명해줘 봅시다. 준희야, 하진이가 여기
(∆APE)랑 여기(∆BQE) 닮음이라고 했는데. 닮음조건을 얘기
해서, 설명해 줄 수 있겠어?

868 준희 어..네. 어..어..일단 BEQ가 E..AE. 저거 D에요? P에요? 가운데
에 있는거.

869 교사 P.

870 준희 AEP가 맞꼭지각으로 같고.

871 교사 어~

872 준희 호. 호AB의 원주각이.

873 교사 어~

874 준희 APE고 A..AB..그 AQB여서. 그 두 개 각이. AB의 그 뭐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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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문4>에서는 두 담화 단위(859~864, 888~894)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해법이 등장하는 유창성이 나타났다(860, 889, 891).

교사는 이 대화에 앞서 주어진 조별 활동 시간 동안 순회 지도를 하

였는데, 그때 하진이가 삼각형의 닮음에 관한 수학적 성질을 발견하였음

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수월한 교실 담화의 전개를 위해, 먼저 하진에게

해법을 공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859). 이에 하진은 ‘삼각형 APE랑

EBQ랑 닮음’이라는 해법을 제시하였다(860). 이후 교사는 하진이 제시한

수학적 아이디어를 활용한다면 더 많은 해법이 가능하다고 보고, 학생들

에게 이와 유사한 해법을 추가로 제시해 보라고 요청한다(884, 886,

888)(HS). 그리고 은정이 하진의 아이디어를 원 O′에 그대로 적용하여,

‘DCF’(표기상의 문제로 알파벳 P를 D로 혼동하여 읽음.)라는 말로 새로

운 해법의 공유를 시도한다(889)(HS). 이에 대해 교사는 대응하는 각의

순서대로 닮음인 삼각형의 이름을 불러 달라고 요청하고(890), 은정은 이

에 ‘QDF’라는 짧은 말로 자신의 해법(∆PCF∾∆QDF)에 대한 설명을 마

9) 대화문 중 괄호 안에 기호가 표시된 경우, 이는 학생이나 교사가 발화 당시

가리킨 칠판 위의 수학적 대상을 의미한다.

주각이기 때문에 같아서 AA닮음.
(…)

884 교사 내가 하진이 짝꿍이거나 하진이랑 같은 조에 있거나 하진이랑
같은 반에 있으면 이거 보고 또 베낄 것같아. 또 뭐있어?

885 우현 음~

886 교사 비슷하지만 다른 거 또 뭐있어? 어. 우현, 얘기해보세요.

887 우현 어…어…잘 모르겠습니다.

888 교사 자 그러면 은정이가.

889 은정 DCF는

890 교사 자 알파벳 순서가 중요해요. 여기서부터는. 어 여기 P에요. P.
자 뭐가 먼저와야 할까? 얘(∆PCF)랑 닮음인 거?

891 은정 QDF.

892 교사 됐죠?

893 우현 QDF.

894 교사 어 그렇죠. Q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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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891)(LE). 여기서 은정이 앞선 하진의 해법에 포함된 ‘닮음’이라는

전략을 적용하여, 또 다른 해법을 구성하는 유창성이 발현되었다(889,

891)(PU).

높은 수준의 수학적 아이디어 제공하기(HS)는 유창성의 발현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만일 교사가 하진의 해법을 기회 삼아

관련한 여러 해법(∆PCF∾∆QDF, ∆AQC∾∆BPD)을 직접 설명하였다

면, 학생들이 새로운 해법을 구성해보지 못하고 그저 ‘저렇게도 적용할

수 있구나.’라고 이해하는 수준에 그쳤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하

진의 해법을 활용하여 새로운 해법을 떠올려보라고 요청하는 교사의 발

문(884)이 은정의 유창성 발현으로 연결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후속되는 낮은 수준의 수학적 사고 설명하기(LE)는 은정이 보

여준 유창성이 하진과 동일한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으로 보인

다. 하진의 해결 전략은 이미 준희가 자세히 설명하였으며(868, 870, 872,

874), 이를 경청한 학생들은 하진의 해결 전략을 다른 원에 적용하는 은

정의 해법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은정이 새로운 해

법을 제시할 때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하기가 필요하지 않았다. 은정

이 아주 짧은 표현으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지만(889), 이를 즉각 이해

하고 은정과 거의 동시에 닮음인 삼각형을 말하는 우현의 반응은 이를

뒷받침한다(893).

2.1.2. 제기된 추측을 정당화하는 방법의 유창성

B교사의 2차시 수업 과제는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성립하는 수학적

성질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하나의 수학적 추측(P)과 함께 이

를 정당화(J)하는 식으로 해법(PJ
)을 제시하였다. 이때, 교사가 학생

이 제시한 수학적 추측(P)에 대해 J
이 아닌 다른 정당화 방법을 고민

해보도록 요청하여, 하나의 추측(P)에 대해 다양한 정당화(J, J, J)가

구성되는 유창성 발현 장면을 포착할 수 있었다.

다음의 <대화문5>는 그 예화로, 2차시 수업의 1번 문제에 대한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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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유하는 장면이다. 앞서 교사는 1번 문제에 대한 해법 공유를 요청

하였는데, 3명의 학생(혜연, 지혜, 다겸)이 발표를 자원하였다. 이에 교사

는 학생 세 명 모두 각자 발견한 해법을 칠판에 적게 해서 발표를 준비

시켰다. 세 학생 중 가장 먼저 준비를 끝낸 혜연에게 해법의 공유를 요

청하는데, 이것이 <대화문5>의 시작에 해당한다.

[그림Ⅳ-3] B교사의 2차시 수업 1번 문제 그림

<대화문5>

561 교사 애들아. 집중. 집중. 자 지금 두 친구는 쓰고 있는데 혜연이는
완성을 해서 들어볼게요. 자, 한 번 집중해서 봅시다. 자, 혜연
이 설명 들어볼게요.

562 혜연 자, 이렇게 보면은, 일단 AO랑 TO는 같은 반지름이니깐 길이
가 같고요. 여기 PAO각이 여기( AP ) 접선이니깐 직각이 나오
고, 여기(PT )도 접선이니깐 직각(∠PTO)이 나와요. 이것( PB )
도 접선이니깐 직각(∠PBO′)이 나오고 여기(PT )도 접선이니깐
직각(∠PTO′)이 나와요. 그리고 얘네(∆OPA , ∆OPT ,
∆BPO′ , ∆TPO′)는 가운데(PO , PO′ )가 이렇게 공통으로 있

어요. 그러면은 여기(∠PAO , ∠PTO) 직각이고 공통변(PO )있
고 같은 변(AO , TO ) 이렇게 있으니깐. 얘네 둘(∆OPA ,
∆OPT )이 합동이고, 얘네 둘(∆BPO′ , ∆TPO′)이 합동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여기(AP )도 여기(PT )랑 같고, 그럼 얘

(∆BPO′)랑 얘(∆TPO′)랑 합동이니깐 여기(PB )도 여기(AP ,
PT )랑 같아서. 이렇게 APPTPB가 나와요.

563 학생들 오~~~(끄덕끄덕) 우와 (박수)

…

578 교사 어. 지민이도 했고 아까 했지? 다 이렇게 같다는 거

(APPTPB )는 잘 보였고. 혹시 이걸 다르게 설명할 수 있
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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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지혜 (손을 듦.)저요!

580 교사 어. 지혜는 어떻게 생각해?
…

585 지혜 이거(∠PAT )를 라 둬요.

586 교사 어.

587 지혜 그럼 이것도 원주각 일 거 아니에요.
…

593 지혜 그러면 이 각이 인데 이것도 이것도( PB ) 접선이잖아요. 그래
서 얘(∠ATP)도 에요.

594 교사 와~

595 지혜 그러면 이등변이잖아요.

596 교사 와~

597 지혜 그러면 얘(AP )랑 얘(PT )랑 같아요.

598 교사 대박.

599 지혜 그쵸?

600 교사 응.

601 지혜 그럼 얘(∠PTB) ☆이에요.

602 교사 응.

603 지혜 그럼 이것(∠PBT )도 ☆이에요. 그럼 이것(BT의 원주각)도 똑
같이 ☆이에요. 그럼 얘(∆PTB)도 이등변이니깐 같아요
(PTPB ). 그럼 얘(AP )랑 얘(PT )랑 얘(PB )랑 같아지는 거
예요.

604 교사 우와~ 야,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다.

605 학생들 네~
…

632 교사 자 선생님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혹시 이거(APPTPB )
를 다르게 증명한 사람 있어요? 다르게 설명한 사람? 다른 반
에서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

636 교사 준희?

637 준희 네?

638 교사 이거 세 개(AP , PT , PB ) 왜 같을까요?

639 준희 혜연이가 한 거랑 똑같아요.

640 교사 은정이. 왜 같을까요?

641 은정 모..모르겠어요.

642 교사 성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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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문5>는 세 담화 단위(561~563, 578~605, 642~651)에서

‘APPTPB ’라는 추측을 서로 다른 세 가지 방식으로 정당화하는 유

창성이 발현되었다(562, 585, 587, 593, 595, 597, 601, 603, 643, 645).

교사의 요청에 혜연은 자신이 발견한 추측(APPTPB)과 그에 대

한 정당화를 연역적으로 설명한다(562). 혜연은 보조선 OA , OT , O′T ,
O′B, OP , O′P를 이용해 ∆OAP와 ∆OTP , ∆O′TP와 ∆O′BP가 각각

합동(RHS)임을 밝혀 추측을 정당화하였다([그림Ⅳ-4] 참고).

혜연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명확하긴 하나 다소 길고 복잡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APPTPB’는 원의 성질 단원에서 배운 성질(원

밖의 한 점에서 그 원에 그은 두 접선의 길이는 서로 같다.)을 이용해

단번에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앞서 동일한 수업을 시행한 다

른 학급에서는 이와 같은 성질을 활용한 정당화만 공유되기도 하였다.

[그림Ⅳ-4] 혜연의 정당화 [그림Ⅳ-5] 지혜의 정당화 [그림Ⅳ-6] 성빈의 정당화

643 성빈 어..원에 외접하는 두 선의 교점이 있을 때.

644 교사 (성빈의 설명대로 그림을 그리며) 이거 말하는 거죠?

645 성빈 네. 그 길이가 같기 때문에. 결국 오른쪽도 길이가 같으니까
(PTPB ) 세 개가 다 같아요(APPTPB ).

646 학생들 아~

647 교사 동의합니까?

648 학생들 네.

649 교사 네 이렇게 하면은 사실 제일 쉽습니다. 제일 간단합니다.

650 학생들 우와~

651 교사 그래서 하나의 성질도 설명하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죠. 아주 잘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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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학습한 접선의 성질을 상기해

‘APPTPB’를 다르게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 새로운 방식으로 정당

화해볼 것을 촉구한다(578)(HS). 그에 대한 응답으로 지혜와 성빈이 새

로운 정당화를 떠올리고 이를 공유하게 된다(579, 643)(HS). 지혜는 자신

이 생각한 정당화의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하여(585, 587, 593,

595, 597, 601, 603)(HE), 혜연과는 다른 정당화 방법을 공유하였다(PU).

이는 원 O와 원 O′에 호AT와 호BT의 원주각을 나타내는 보조선을 긋

고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그 각의 내부에 있는 호의 원주각

의 크기와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한 것이었다([그림Ⅳ-5] 참고). 이는 교

사가 기대한 것은 아니었으나, 혜연의 정당화 방식과는 다른 것이기에

유창성이 발현되었다(PU). 교사가 추가로 다른 방식의 정당화를 요청하

는 발문을 반복한 끝에(632, 640, 642)(HS), 성빈이 새로운 방식의 정당

화를 상세히 설명하였다(643, 645)(HE). 이는 교사가 기대한 정당화에 해

당하는 것으로([그림Ⅳ-6] 참고), 앞선 혜연과 지혜의 정당화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정당화에 해당하며, 유창성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PU). 이로써 하나의 추측(‘APPTPB’)에 대해 혜연의 정당화와는 다

른 두 가지 정당화가 추가로 구성되는 유창성이 발현되었다(PU).

주어진 과제 자체에 대해 다양한 해법이 구성되는 경우처럼 하나의

수학적 추측에 대해 다양한 정당화가 구성될 때도, 높은 수준의 수학적

아이디어 제공하기(HS)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혜연의

해법(562)이 공유된 후 교사가 다른 정당화 방법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혜와 다겸이 준비하고 있는 다음 해법에 주목했다면, 지혜와

성빈이 새로운 방식의 정당화([그림Ⅳ-5], [그림Ⅳ-6])를 모색하지 못했

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주어진 과제의 초점이 정당화가 아니라 수학

적 성질인 만큼 지혜와 성빈의 유창성 발현에는 새로운 정당화 아이디어

를 요구하는 교사의 발문(578, 632, 640, 642)(HS)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

친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지혜와 성빈의 유창성 발현 과정에서 나타난 수학적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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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지혜의 정당화는 단 한 번의 발문(578)에

도 즉각적으로 공유되었지만, 성빈의 정당화는 반복적인 발문(632, 636,

640, 642)끝에 공유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두 학생이 주어진 추측

(‘APPTPB’)에 관해 탐구한 정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

다. 지혜는 혜연에 뒤이어 발표할 자신의 해법(∠ATB°)을 정리해둔

상황이었고, 여기에 이미 ‘APPT ’와 ‘PTPB’임을 설명하는 내용이 포

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후속되는 높은 수준의 수학적 사고 설명하기(HE) 또한 지혜와

성빈의 유창성 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혜와 성빈이

제시한 새로운 정당화 방식들은 앞선 혜연의 정당화와 다른 보조선 또는

다른 수학적 성질을 활용한 것이었다. 따라서 동료 학생들과 교사가 이

를 이해하고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 지혜

와 성빈이 제시한 정당화를 이해하고 이에 동의하는 교사와 학생들의 반

응이 지혜와 성빈의 상세한 설명 끝에서야 등장하였음 이를 뒷받침한다

(605, 646, 648).

2.2. 독창성, 유연성이 발현된 수학적 의사소통의 패턴

독창성은 4개 단위에서 발현되었고 유연성은 19개의 단위에서 발현되

었는데, 독창성이 발현된 단위에서는 모두 유연성도 발현되었다. 따라서

A교사의 수업 사례와 마찬가지로, 독창성 또는 유연성이 발현된 단위를

하나의 범주로 간주하여 수학적 의사소통 패턴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독창성 또는 유연성이 발현된 19개의 단위 중 16개의 단위에서 ‘높

은 수준의 수학적 아이디어 제공하기(HS)’에 높은 수준의 수학적 사고

설명하기(HE)’가 후속되는 패턴이 나타났다.

다음의 <대화문6>은 1차시 수업에서 2번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지민이가 제시하는 장면이다. 앞서 정원이 하나의 해법을 제시하였으며,

연이어 지혜가 또 다른 해법을 제시하려고 하였으나 제대로 설명하지 못

하고 자리로 되돌아갔다. 이후 지민은 교사의 새로운 해법에 대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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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손을 들고 발표를 자원하였다.

[그림Ⅳ-7] B교사의 1차시 수업 2번 문제 그림

<대화문6>

459 교사 자 다른 방법 있는 사람? 다른 방법. 여기 자리 있는데.

460 지민 (손을 듦.)

461 교사 애들아. 지민이. 지민이 용기 내서 발표한대요. 박수!

462 학생들 (박수)와~

463 교사 자, 지민이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뭘 생각했는지 한 번 봅시
다.

464 지민 O와 B를 이으면, (∠COB) 90도, (∠AOB) 90도잖아요.

465 교사 애들아 지금 지민이가 O랑 B를 연결했어, 그러면 90도래. 왜?

466 지민 이등분.

467 교사 이등분? 어 180이 이등분된다는 근거가 있을까? 여기서 내린다
고.

468 지민 그래요? 그럼 아니에요.

469 교사 그럼 아니에요? 어…. 슬프다. 왠지 잘 구했을 거 같은데.

470 지민 (안 들림)

471 교사 애들아 지민이는 여기(∠COB) 90인 거만 알아내면 되거든. 그럼
쉽게 풀 수 있거든. 여기(∠COB) 90인 거 알아낼 수 있는 사람?

472 학생들 (침묵)

473 교사 그럼 한번 기다려 봅시다. 너 90인 거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을. 90
이라고 치면은 너 한번 풀어봐.

474 지민 반지름을 로 두면 여기(AB ) 10이잖아요. 그럼  이고

아래(∆OCB)에서도 이 이거(CB )의 제곱이니깐 이게(CB )
10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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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8] 지민의 해법

<대화문6>에서는 독창성과 유연성이 포함된 지민의 해법이 나타났다

(464,474).

교사가 학생들에게 새로운 해법을 제시해 보라고 요청하며 대화가 시

작된다(459)(HS). 이에 지민은 손을 들어 자발적으로 해법 공유하고자

하고(460), 교사는 이런 지민을 칭찬하며 학생들을 집중시킨다(461,

463)(HS). 지민은 자신의 해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해나가는데(HE),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긴다. 지민은 보조선 OB를 그어서 생기는 두

각 ∠AOB와 ∠COB가 각각 라고 보았는데(464), 교사가 그 이유를

묻자(465), 이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자신의 해법을 철회하려고 한다

(466, 468). 교사는 지민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포기하지 않고 문제해결을

이어나가도록 다른 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471)(HS), 다른 학생

들도 즉각적으로 지민을 돕지는 못한다(474). 이에 교사는 ‘90이라고 치

면은 너 한 번 풀어봐.’라며, 원래 생각한 해법을 계속해서 개진해 줄 것

을 권유한다(473)(HS). 그러자 지민은 자신의 해법을 그림으로 상세히

설명한다(474)(HE). 여기서 지민이 공유한 해법은 두 삼각형을 직각삼각

형으로 해석한 뒤,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하는 유연성을 발휘한 것이다

(PX). 또한, 두 직각삼각형(∆OCB, ∆OBA)의 변(OC, OB, OA)이 반지

름으로 같다는 통찰에 근거해, 변의 길이를 직접 구하지 않고도 ∆OCB

의 빗변(CB)의 길이를 구하였으므로 독창성이 포함된 해법으로 볼 수

있다(PO).

지민이가 이렇게 유연성과 독창성을 포함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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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데에는, 높은 수준의 수학적 아이디어 제공하기(HS)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해법의 공유를 요청하는 발문(459), 지민의 불

완전한 추론을 일시적으로 용인하고 계속해서 공유해보도록 권유하는 발

문(473)과 같이 학생의 수학적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유도하는 발문이 지

민의 유연하고 독창적인 해법 공유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만일 교사가

지민이 구성한 수학적 아이디어보다 추론의 논리적 엄밀성을 강조하여

담화가 468번 발화에서 그치게 되었다면,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새로운

전략을 활용한 해법은 공론화될 수 없었을 것이다.

한편, 독창적이고 유연한 해법이 공유되는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수학

적 사고 설명하기(HE)가 후속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지민의 해법

이 갖는 유연성과 독창성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본래 수업의 목표는

원의 성질 단원에서 배운 내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으며, 앞서

정원이 제시한 해법도 원의 성질을 활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민의 해

법은 보조선OB를 이용하여 두 삼각형∆OCB, ∆OBA를 직각삼각형으로

해석한다거나,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학생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내용의 것이었다. 따라서 이

를 설명하고 공유하기 위해 단계별로 상세히, 필요에 따라서는 그림을

동원하는 높은 수준의 수학적 사고 설명하기(HE)가 요구된 것으로 보인

다.

2.3. 정교성이 발현된 수학적 의사소통의 패턴

정교성이 발현된 17개의 단위 중 14개의 단위에서 ‘높은 수준의 질문

하기(HQ)’에 ‘높은 수준의 수학적 사고 설명하기(HE)’가 후속되는 패턴

이 나타났다. 다음의 <대화문7>은 순서상 <대화문6>에 앞서 관찰된 담

화로, 1차시 수업의 2번 문제에 대해 정원이 해법을 제시하고 이를 함께

논의하는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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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9] 정원의 해법

<대화문7>

301 교사 자, 지금 정원이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원이가 적어도 왜
45인지 설명할 수 있데요. 자 정원이 설명에 집중해 주세요.

…

309 정원 (AC와 AM의 연장선에 해당하는 원 M의 지름(이하AD ) 길이
를 라고 고쳐 씀) (AC )랑 (AD )랑 같고, 이거랑(∠ACB,
∠ADB)랑 같고 그다음에 이거(∠CAB)랑 접선의 성질 이용해
서, 이거(∠CAB)랑 이거(∠ADB)랑 똑같으니까, 그리고 여기
(∠ABC, ∠ABD)가 90도니깐 여기(∠ACB) 45, 여기(∠CAB)
45.

…

347 교사 이해 안 가는 거 있어요?

348 우현 45도 어떻게 나왔어요?

…

370 교사 자 애들아. 왜 숫자 45도야?

371 정원 (손을 듦)

372 교사 어 정원이. 정원이 답답해서 나오겠데. 정원이 나오세요. 아니 왜
숫자로 45도인지 우현이가 지금 질문했는데, 좋은 질문인 거 같
아요. 이해가 안 됐으면. 잘 들어봐. 우현, 잘 들어.

373 정원 잘 들어. 이거랑(∠ACB) 이거랑(∠ADB) 같잖아.

374 교사 어.

375 정원 이게(AB )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이렇게(AC ) 이렇게(AD ) 되
어 있으면, 이게(AC ) 원의 접선이잖아. 접선이랑 요거(AB )랑 만
든 각(∠CAB)이잖아.

376 학생들 (침묵)

377 정원 원과 접선의 성질에서.

378 교사 지금 완전히 맞는 말 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고 있어. 지금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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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문7>에서는 정원이 자신의 해법을 공유한 뒤 우현이 이에 대해

질문을 하자, 정원이 자신의 해법을 상세히 구체화하는 정교성이 나타났

다(373, 375, 377, 379).

위의 대화에서는 먼저 정원이 자신의 해법을 설명한다(309). 정원은

칠판의 그림을 이용하긴 하나, 수학적 용어를 정확히 쓰지 않고 ‘이거’,

‘여기’와 같은 지시대명사와 특정 위치를 가리키는 몸짓으로 설명을 한

다. 또한 ‘접선의 성질’을 이용한다고 했을 뿐, 어떤 성질을 이용하였는

지 언급하지 않아 그 의미가 불분명하다. 정원이 설명을 마친 후 교사는

학생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는지 질문하는데(347), 이에 우현은

45도를 구한 과정에 대해 질문한다(348)(HQ). 그리고 교사가 전체 학생

들에게 45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되묻자(370)(HQ), 정원이 다시 자신의

해법을 자세히 설명한다(373, 375, 377, 379)(HE). 비록 여전히 지시대명

사를 사용하긴 하나, 앞선 발화(309)와 달리 단계별로 학생과 교사의 반

응을 살펴 가며 차근차근 설명한다(373, 375, 377, 379)(HE). 특히, 본인

이 사용한 ‘접선의 성질’에 대해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과 원주각을 정

확히 가리켜, ‘원과 접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그 각의 내부에 있는 호

의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했음을 명확히 했다

(379)(HE). 이와 같은 설명을 통해 정원이 해법을 한층 구체화하여 정교

성이 발현되었으며(PE), 뒤따르는 학생들의 반응은 이를 뒷받침한다(380,

382).

정원이 자신의 해법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우현의 질문(348)과 이를 전달하는 교사의 질문(370)이었다. 교사가 학생

들었어. 혜연이 알아들었어.
379 정원 원과 접선의 성질에서 이 각(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CAB)이

랑 이 각(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내부의 호에 대한 원주각,
∠ADB)이랑 같잖아. (안 들림) 얘네(∠CAB, ∠ADB)가 그럼
45도, 45도 같잖아.

380 학생들 헐~~아! 아~~

381 교사 이해했어요?

382 서진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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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있는지 물어보자(347), 우현은 45도가 어

떻게 나온 것인지 질문한다(348)(HQ). 교사는 이에 대신 답하지 않고 학

생들이 직접 설명해보도록 되물었다(370)(HQ).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

정원은 자신의 설명이 모호했음을 깨닫고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게 된 것

으로 보인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우현과 교사의 질문을 전후로 정원의

설명 방식과 그 구체성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이 근거이다. 정리하면,

설명과 정당화를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질문하기(HQ)가 정원의 정교성

발현을 촉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원이 해법을 구체화하는 과정은 후속되는 높은 수준의 수학적

사고 설명하기(HE)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졌다. 만약 정원이 자신의 해

법을 한 단계 구체화하여 우현을 비롯한 다른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지 못했다면, 위의 <대화문7>에서와 같은 정교성은 발현될 수 없

었을 것이다. 따라서, 정원의 정교성 발현은 타인(우현, 교사)으로부터 촉

발된 기회를 정원이 높은 수준의 수학적 사고 설명하기(HE)를 통해 실

현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제 2 절 연구 문제2의 결과

본 절에서는 두 교사의 수업에서 나타난 학생의 해법을 수학적 창의

성 측면에서 분류하고, 서로 다른 유형의 해법에서 확인된 수학적 의사

소통 패턴 상의 특징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A교사와 B교사의 수업에서

확인된 학생의 해법은 총 29개로 이를 수학적 창의성 측면에서 분류한

결과는 다음 <표Ⅳ-5>와 같다.

<표Ⅳ-5> 두 교사의 수업에서 나타난 학생 해법의 분류 유형(개수)

발산적 사고

✕ 유창성 독창성 or 유연성
유창성,

독창성 or 유연성

수렴적
사고

✕ 1(0) 2(5) 3(0) 4(6)

정교성 5(0) 6(8) 7(0)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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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해법 중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 모두 발현되지 않은 것은

없었으며, 정교성, 유창성과 함께 독창성 또는 유연성도 발현된 해법(8번

유형)이 10개로 가장 많았고, 정교성과 유창성만 발현된 해법(6번 유형)

또한 8개로 유사한 정도로 많이 나타났다. 유창성만이 발현된 해법(2번

유형)은 5개, 유창성과 함께 독창성 또는 유연성도 발현된 해법(4번 유

형)은 6개로 나타났다. 관찰된 4가지 유형의 해법(2, 4, 6, 8번 유형)과

관련하여 유형별로 나타나는 수학적 의사소통 패턴 상의 특징을 조사하

였다. 그리고 유형별로 나타나는 수학적 의사소통 패턴 상의 특징을 비

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에서 주목할만한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1. 발산적 사고 요소와 수렴적 사고 요소가 모두 발현된 해법과

발산적 사고 요소만 발현된 해법의 비교

발산적 사고 요소와 함께 수렴적 사고 요소도 발현된 해법(6, 8번 유

형)이 나타날 때는 해법의 아이디어가 공유된 후 ‘HQ - HE’패턴이 나타

나는 특징이 있었다. 반면, 발산적 사고 요소만 발현된 해법(2, 4번 유형)

이 나타날 때는 해법의 아이디어가 공유된 후 ‘HQ - LE’패턴이 나타난

다는 차이가 있었다.

앞선 1절에서 제시된 <대화문3>과 <대화문7>은 전자의 예시에 해당

한다. 두 대화문에서 형근과 정원은 자신만의 해법을 제시한 후(PU, PX,

PO), 이에 대한 정교성(PE)을 갖춰나가는 과정에서 ‘HQ – HE’패턴의

수학적 의사소통을 보여준다. <대화문3>에서 형근이는 교사로부터 정당

화를 요구하는 질문을 받고(HQ), 이에 대해 자신의 해법을 상세히 설명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HE). 그리고 자신의 해법을 상세히 설명하는 과정

에서 개선점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해내는 정교성이 발현된다(PE). 마찬

가지로 <대화문7>에서도 우현과 교사가 정원의 발표 내용 일부(45도)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고(HQ), 이에 정원이 자신의 해

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하여(HE), 해법을 구체화하는 정교성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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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PE).

다음의 <대화문8>은 후자의 예시로, B교사의 1차시 수업에서 지혜가

2번 문제에 대한 자신의 해법을 설명하는 과정이다.

[그림Ⅳ-10] B교사의 1차시 수업 2번 문제 그림

<대화문8>

411 지혜 쌤. 새로운 방법이요.

412 교사 애들아, 지혜가 좋은 방법 알아낸 거 같아. 들어보자.

413 지혜 복잡하긴 하지만, 이걸(∠C, ∠OBC) 라고 둬요. 그쵸?

414 교사 네.

415 지혜 이걸(∠C, ∠OBC) 라 두고 이걸(∠OBA , ∠A ) 라고 둬요.
그럼 우선  는 90이에요. 그쵸?

416 교사 네.

417 지혜 합의된 겁니다.(∠COB에  , ∠AOB에 라고 씀.) 그쵸?

418 교사 네.

419 지혜 전 여기(점O)서 수선의 발(점H )을 내릴 거예요.(점O에서 AB

에 수선의 발H를 내림.)

420 교사 네.

421 지혜 그럼 얘(∠OHB)는 직각이고 얘네(AH , BH ) 둘이 같아요. 그
쵸? 그럼 얘(BH )는 5에요. 그럼(∠HOB)는 겠죠? 그쵸? 그
럼 얘(∆OHB)와 얘(∆CBA )는 닮음이죠?

(…)

438 지혜 그럼 이제 풀 일만 남았습니다. 그럼 두 배가 차이가 나네요.
  네요. 얘(∆OHB)가 이고 얘(∆CBA )가 네요.

439 교사 왜요?

440 지혜    차이 나니깐요.

441 교사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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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11] 지혜의 해법

<대화문8>은 <대화문7> 뒤에 나타난 교실 담화로, 새로운 해법을 제

시하려는 지혜의 자발적인 발표로 시작된다(411). 지혜는 자신이 떠올린

해법을 설명하기 시작하는데(PU), 이는 앞서 사용되지 않은 보조선 OH ,

442 지혜 저희가 구하는 것은... 그래서 무엇이죠?

443 교사 CB

444 지혜 CB죠? 그러면…얘(OH )가 이네요.

445 교사 ?

446 지혜 이 아닌가요?

447 교사 거의 다 왔는데, 애들아, 지혜가 닮음이고   인 거까지 했어.
그다음 어떻게 하면 돼?

448 지혜 얘(수선의 발)를 H라 둡시다. 그럼 얘를 BH대 AB는   아
니야?   인가?    .

449 교사 근데 각랑 각를 정확하게 뭔지 모르니깐 이 길이(OH )를 몰
라요.

450 지혜 그렇군요.

451 교사 가로대 세로의 비를 몰라요. 그래서 가지고 CB를 구할 수
없어요. 그쵸?

452 지혜 찾았어요. 찾았어요. 이거(OA )하고 이거(OB )하고 같아요.

453 교사 그쵸.

454 지혜 왜 같냐면요.

455 은정 아니 반지름이잖아.

456 교사 어. 반지름이니깐 같죠.

457 지혜 그쵸. 그쵸.

458 교사 지혜야. 천천히 다 생각하고 말해줘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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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를 이용한다는 점, ∆OHB와 ∆CBA를 닮음(AA)인 삼각형으로 해석

하였다는 점에서 유연성이 발현된 해법이다(PX). 이후 지혜는 정확한 근

거를 제시하지 않고 OH의 길이가 이라고 주장하는데(444), 교사는 이

에 그러한 주장을 얻게 된 과정과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다(445,

447)(HQ). 그러자 지혜는 OH가 이라는 주장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

고(446), 관련해서 설명을 이어나가지 못한다(448)(LE). 이에 교사가 대

신 OH가 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449)(LE). 이후 지혜의 해법

에 대한 설명은 모호하고 불완전한 채로 마무리된다(450). <대화문8>에

서 나타나는 설명으로는 지혜가 생각한 해법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 또한, 해법에 포함된 오류(OH)를 지혜 스스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혜가 제시한 해법은 정교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지혜가 교사의 질문(445, 447)에 대해 해법의 정오와 관계없이

자신이 생각한 바를 명료히 정리하고 상세히 설명하였다면, <대화문3>

의 형근처럼 스스로 오류를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는 정교성으로 이어졌

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혜는 교사에게 질문을 받은 후 즉각적으로 다른

해법을 모색함으로써(448), 본래의 주장에 대한 설명을 회피했다(LE). 또

한, 교사가 지혜 대신 오류를 평가하고 설명하였다(LE). 그 결과 지혜

스스로 초기 해법이 수정하고 발전시키는 정교성 발현의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다시 말해, <대화문3>이나 <대화문7>과 달리, <대화문8>에서

나타난 낮은 수준의 수학적 사고 설명하기(LE)가 정교성의 결여라는 결

과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2. 유창성과 함께 독창성 또는 유연성이 발현된 해법과 유창성

만 발현된 해법의 비교

분석 결과 발산적 사고만 발현된 해법은 총 11개로 나타났다. 이는 유

창성과 함께 독창성이나 유연성이 발현된 해법(4번 유형)과 유창성만 발

현된 해법(2번 유형)으로 나뉘었다. 전자의 경우 ‘HS - HE’패턴이 나타

나지만, 후자의 경우 ‘HS - LE’패턴이 나타난다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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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1절에서 제시된 <대화문1>과 <대화문4>는 후자의 예시에 해당

한다. 두 대화문에서 재원, 수완, 은정은 이미 공유된 전략을 그대로 활

용하여 유창성만 발현된 해법을 제시한다(PU). 그리고 이러한 해법이 공

유되는 과정에서 ‘HS – LE’패턴의 수학적 의사소통이 나타난다. <대화

문1>에서는 재원과 수완이 교사로부터 해법 공유를 요청받고(HS) 앞선

지호의 것과 동일한 전략(중복되는 역 합치기)을 쓴 해법을 간단한 문장

으로 제시하여(LE), 유창성이 발현된다(PU). 마찬가지로 <대화문4>에서

는 은정이 교사로부터 해법 공유를 요청받고(HS) 앞선 하진의 것과 동

일한 전략(AA닮음인 삼각형)을 쓴 해법을 낱말 수준으로 제시하여(LE),

유창성이 발현된다(PU).

반면, 앞서 제시된 <대화문2>나 다음의 <대화문9>는 전자의 예시에

해당한다. 이 두 대화문에서는 유창성과 함께 독창성이나 유연성을 갖춘

해법이 나타나는데, ‘HS – HE’패턴의 수학적 의사소통을 확인할 수 있

다. 다음의 <대화문9>는 B교사의 2차시 수업에서 1번 과제에 대한 해법

을 공유하는 장면이다.

[그림Ⅳ-12] B교사의 2차시 수업 1번 문제 그림

<대화문9>
547 교사 자, 이제 앞에 봅시다. 자, 이제 공유를 할 건데요. 아마 이렇

게 도형은 너네가 알파벳을 하나 하나 하나 불러주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쌤이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깐, 할
수 있는 사람 뛰쳐나와서 표시를 하면 됩니다. 자 먼저 누가
얘기해볼까요?

548 지혜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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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혜연 (손을 듦.)

550 교사 우와 완전 많아. 한 명씩 나와서 하나씩 차지하고 해봐.

551 혜연,
지혜

(혜연은 첫 번째 그림을, 지혜는 두 번째 그림을 차지하고
발표할 해법을 쓴다.)

552 다겸 (앞으로 나옴.)

553 교사 자. (다겸에게 분필을 건넴.)

554 다겸 네. (세 번째 그림에 발표할 해법을 판서.)

…

561 교사 애들아, 집중. 집중. 자, 지금 두 친구는 쓰고 있는데 혜연이
는 완성을 해서 들어볼게요. 자, 한 번 집중해서 봅시다. 자,
혜연이 설명 들어볼게요.

562 혜연 자, 이렇게 보면은, 일단 AO랑 TO는 같은 반지름이니깐 길
이가 같고요. 여기 PAO각이 여기( AP ) 접선이니깐 직각이
나오고, 여기(PT )도 접선이니깐 직각(∠PTO)이 나와요. 이
것( PB )도 접선이니깐 직각(∠PBO′)이 나오고 여기(PT )도
접선이니깐 직각(∠PTO′)이 나와요. 그리고 얘네(∆OPA ,

∆OPT , ∆BPO′ , ∆TPO′)는 가운데(PO , PO′ )가 이렇게
공통으로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PAO , ∠PTO) 직각이고
공통 변(PO )있고 같은 변(AO , TO ) 이렇게 있으니깐. 얘네
둘(∆OPA , ∆OPT )이 합동이고, 얘네 둘(∆BPO′ , ∆TPO′)
이 합동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여기(AP )도 여기(PT )
랑 같고, 그럼 얘(∆BPO′)랑 얘(∆TPO′)랑 합동이니깐 여기
(PB )도 여기(AP , PT )랑 같아서. 이렇게 APPTPB가
나와요.

563 학생들 오~~(고개를 끄덕임.) 우와~~(박수침.)
…

610 교사 지혜가 설명하는 거는 이거랑 또 다른 거 설명하는 거예요?

611 지혜 맞아요.

612 교사 그러면 지금 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할까요?

613 지혜 지금 해요.

614 교사 어. 네. 하세요.

615 지혜 이게(∠BAT )가 잖아요. 얘(∠ATP)도 잖아요. 그럼 얘
(∠BPT )는 에요. 그쵸? 그럼 얘(∠APT )는 ☆이에요.
근데 더하기 ☆는 180이잖아요. 그럼 더하기 ☆는 여기
(∠ATB) 있잖아요. 여기(∠ATB) 직각이에요.

616 학생들 허~~ 우와~~ 역시. 천재 같아. (웃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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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13] 혜연의 해법 [그림Ⅳ-14] 지혜의 해법 [그림Ⅳ-15] 다겸의 해법

<대화문9>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해법 공유를 요청하며 시작된다

(547)(HS). 이에 세 명의 학생(혜연, 지혜, 다겸)이 발표를 자원한다(548,

549, 552)(HS). 교사는 칠판에 문제의 그림([그림Ⅳ-12])을 여러 개 그려

두었고, 발표를 자원한 세 학생 모두에게 판서할 자리를 지정해주며 발

표를 준비시킨다(550)(HS). 이후, 혜연이가 발표 준비를 마쳤다고 보고,

652 교사 자, 이제 누구 설명 들어볼까요?

653 학생들 다겸이.

654 교사 어. 다겸이. 다겸이 발표 들어볼게요.

655 다겸 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656 교사 생각을 해봤대. 애들아~(웃음)

657 다겸 자 이렇게 OA, OT, 어..O'B하고 O'T를 그으면요. 사각형
(□AOO′B)이 생기죠. 그리고 이 각(∠O)을 라고 두면, 여
기(∠OAB) 접선하고 중심하고 해서 90도, 여기(∠PTO)도
90도. 똑같이 여기(∠PTO′ , ∠PBO′)도 90도가 돼요. 그쵸?

658 학생들 네~

659 다겸 그럼 여기(∠O) 여기(∠APT )합치면 180일 거 아니에요?

660 학생들 오~

661 다겸 그럼, 여기(∠O) , 여기(∠APT ) 로 잡으면, 여기(∠BPT )
무조건 . 그쵸?

662 학생들 네~

663 다겸 맞을 거 같죠. 왠지?

664 학생들 네~(웃음)

665 다겸 그래서 여기(∠O)랑 여기(∠BPT )가 같게 돼요. 그리고 여기
(∠BO′T ) 하고 여기(∠APT )도 같게 돼요.

666 은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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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혜연의 발표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한다(561)(HS). 이에 혜연

은 그림에 풀이 과정을 표시해가며 자신의 해법을 상세히 설명한다

(562)(HE)([그림Ⅳ-13] 참고). 이 해법은 문제에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보조선(OA , OT , O′T , O′B, OP , O′P)을 이용하였다는 점, 문제의 조

건(원, 접선)을 새롭게 해석하여 합동인 직각삼각형(∆OPA, ∆OPT,

∆BPO′, ∆TPO′)을 나타내고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유연성이 발현된 해

법으로 볼 수 있다(PX).

이후, 교사는 발표를 준비 중이던 지혜와 다겸에게도 공유를 요청한

다. 먼저 지혜에게 떠올린 해법이 혜연의 것과 다른지 물어보는데(610),

지혜는 자신의 해법이 앞선 혜연의 것과 다르다 확신하며 자신감 있게

발표하고자 한다(611, 613)(HS). 지혜는 자신이 생각한 해법을 그림과 식

을 이용해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하였다(615)(HE)([그림Ⅳ-14] 참고). 이

와 같은 지혜의 해법은 혜연과는 다른 수학적 성질(∠ATB°)을 발견

한 것이기에 유창성을 갖는다(PU). 수업 중 관찰한 바에 따르면, 학생들

은 대개 그림에 이미 표시된 점(원의 중심, 접점, 교점 등등)을 이어 보

조선을 그린다. 그러나 지혜는 두 원 위에 새로운 점을 임의로 표시하고,

이를 주어진 접점과 연결하여 보조선을 그었다. 이는 ‘한 호에 대한 원주

각의 크기는 모두 같다.’라는 수학적 성질에 근거한 것이다. 이 성질에

따르면, 원 위의 어떤 점을 선택하더라도(단, 호AT 제외) 원주각의 크기

()가 같기 때문이다. 이처럼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조선을 그은

점, 그 배경에 수학적 성질을 고려한 문제 상황에 대한 통찰이 포함된

점에서 지혜의 해법은 독창성을 갖는다(PO). 또한, 지혜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삼각형 외각의 성질을 이용하였으며, 식의 형태로 도출한 대수

적 성질(☆)을 문제 상황에 맞게 기하적 성질(∠ATB)로

재해석하였다. 이처럼, 여러 내용 요소를 연결짓고 문제 상황에 관한 재

해석을 활용한 점에서 유연성이 발현된 해법으로 볼 수 있다(PX).

이후 교사는 마지막으로 다겸에게 준비된 해법을 공유해 달라고 요

청하고(652, 654)(HS), 이에 다겸은 자신이 준비한 해법을 학생들에게 상

세히 설명한다(657, 659, 661, 663, 665)(HE)([그림Ⅳ-15] 참고).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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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겸의 해법은 혜연이나 지혜와는 다른 새로운 수학적 성질

(∠O∠BPT, ∠O′∠APT)을 발견한 것이기에 유창성을 갖는다(PU).

또한, 혜연과 같이 반지름 보조선을 이용하였지만, 주어진 도형을 두 내

각이 직각인 사각형(□AOTP, □PTO′B)으로 달리 해석하였기에 유연성

을 갖는 해법으로 볼 수 있다(PX).

이처럼 유창성만 발현된 <대화문1>, <대화문4>와 달리, 유연성과 독

창성도 발현된 <대화문2>, <대화문9>에서는 높은 수준의 수학적 사고

설명하기(HE)가 나타났다. 만일 지혜와 다겸이 <대화문1>, <대화문4>

의 학생들처럼 간단한 문장이나 낱말과 같은 낮은 수준의 수학적 사고

설명하기(LE)로 해법을 공유고자 했다면, 지혜와 다겸의 해법은 제대로

전달될 수 없었을 것이다. 지혜와 다겸이 해법에 포함된 전략과 해석은

논의된 적이 없는 것이며 쉽게 생각해내기 어려운 것으로서 유연성과 독

창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3. 유창성이 발현된 해법과 유창성이 발현되지 않은 해법의 비교

본 연구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A교사와 B교사의 수업 중 관찰된

모든 해법에서 유창성이 발현되었다. 다시 말해, 수업 중 모든 과제에 대

해 두 개 이상의 해법이 구성된 것이다. 일상 수업에서 학생들이 문제해

결의 과정보다는 결과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한다면(배준환,

박만구, 2016), 이러한 장면은 굉장히 희소할뿐더러 수학적 창의성 측면

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따라서 유창성이 발현된 해법(2, 4, 6, 8번 유형)

이 갖는 수학적 의사소통 패턴 상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본 연구의 목

적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분석이 될 수 있다. 다만, 유창성이 발현되지

않은 해법(1, 3, 5, 7번 유형)이 사례에서 관찰되지 않는바, 유창성이 발

현된 해법과 그렇지 않은 해법이 갖는 수학적 의사소통 패턴 상의 특징

을 명시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관찰된 2, 4, 6, 8번 유형

의 29개 해법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수학적 의사소통 패턴 상의 특징을

조사하고, 그러한 특징이 유창성 발현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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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았다.

분석 결과 유창성이 발현된 29개의 해법과 관련하여 공통으로 ‘높은

수준의 수학적 아이디어 제공하기(HS)’가 포함된 수학적 의사소통 패턴

이 나타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위의 <대화문9>에서는 여

러 학생의 해법을 최대한 확인하고자 하는 교사의 발문이 나타난다

(547).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해법을 공유하려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태

도(548, 549, 552), 각각의 발표를 모두 수용하고 존중하는 교사의 태도

(550, 553, 561, 612, 614, 652, 654), 동료 학생의 서로 다른 해법에 관심

을 갖고 경청하는 학생들의 태도(563, 616, 658, 660, 662, 664, 666)를 엿

볼 수 있다. 이러한 발화는 모두 ‘높은 수준의 수학적 아이디어 제공하기

(HS)’에 해당하며, 대화문 내에서 혜연, 지혜, 다겸의 서로 다른 해법이

논의되는 발판을 제공했다.

<대화문9>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교사와 학생 모두 ‘높은 수준의 수학

적 아이디어 제공하기(HS)’를 구사하였다는 점이다. 교사가 1번 문제에

대해 단 하나의 모범답안을 상정하거나 이를 직접 설명하려고 했다면,

학생들은 다양한 해법의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교사의 설명과 평가

에 의존하는 제한적인 문제해결 활동을 수행했을 것이다. 반대로 <대화

문9>와 같이 교사가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최대한 많이 확인하려고 했더

라도, 혜연, 지혜, 다겸과 같은 학생들이 각자의 해법을 제시하려 하지

않았다면 유창성 발현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관찰한 29개의 해법에서 모두 유창성이 발현된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A교사와 B교사는 매 과제 최대한 많은

학생의 해법을 확인하려 했다. 특히, 과제의 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경

우라 할지라도 또 다른 풀이 방법은 없는지 재차 질문하여 유창성의 발

현을 끌어냈다.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여러 가지 해답과 해법을 고민하는

문제해결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자신의 수학적 사고를 전달하

는 수학적 의사소통에 거리낌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대화문

9>와 관련해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높은 수준의 수학적 아이디어 제

공하기(HS)가 유창성 항시적 발현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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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요약 및 결론

제 1 절 요약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이고 구체적인 수학적 창의성 교수 전략으로서

수학적 의사소통의 활용 가능성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학적

창의성 발현 과정에서 나타난 수학적 의사소통의 패턴을 알아보고자 했

다. 이를 위해 수학적 창의성의 각 하위요소별로 관련하여 나타나는 수

학적 의사소통 패턴은 무엇인지, 서로 다른 수학적 창의성의 하위요소가

발현되었을 때 나타나는 수학적 의사소통 패턴 상의 특징은 무엇인지 알

아보는 것을 연구 문제로 정하였다.

이에 답하기 위해, 서울시 소재의 중학교에 근무 중인 두 교사와 이들

로부터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참여자로 선정하고, 두 교사가 수행한 총

4차시의 수업을 관찰하는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A교사는 중학교 2학

년 한 학급을 대상으로 경우의 수 단원의 문제해결 수업을, B교사는 중

학교 3학년의 한 학급을 대상으로 원의 성질 단원의 문제해결 수업을,

각각 2차시씩 진행하였다. 교사-학생 간에 나타난 수학적 의사소통을 중

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담화 분석이론을 참조하여 수학적 창의성

및 수학적 의사소통 패턴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는 연구 문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

약된다.

첫째, 두 교사의 수업에서 수학적 창의성(유창성, 독창성, 유연성, 정

교성)의 발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각 하위요소가 발현되는 경우 특정

수학적 의사소통 패턴이 반복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유창성이 발현되는 경우, 주로 높은 수준의 수학적 아이디어 제공하기

(HS)에 낮은 수준 또는 높은 수준의 수학적 사고 설명하기(LE, HE)가

후속되는 수학적 의사소통 패턴(‘HS - LE’ 또는 ‘HS – HE’)이 나타났

다. 독창성 또는 유연성이 발현되는 경우, 주로 높은 수준의 수학적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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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 제공하기(HS)에 높은 수준의 수학적 사고 설명하기(HE)가 후속되

는 수학적 의사소통 패턴(‘HS – HE’)이 나타났다. 정교성이 발현되는

경우, 주로 높은 수준의 질문하기(HQ)에 높은 수준의 수학적 사고 설명

하기(HE)가 후속되는 수학적 의사소통 패턴(‘HQ – HE’)이 나타났다.

둘째, 본 연구에서 관찰한 학생들의 해법에서는 모두 한 가지 이상의

수학적 창의성 하위요소가 발현되었다. 발현된 수학적 창의성 하위요소

에 따라 이들 해법을 분류한 후, 유형별로 나타난 수학적 의사소통 패턴

상의 특징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발산적 사고 요소와

함께 수렴적 사고 요소도 발현된 해법과 발산적 사고 요소만 발현된 해

법을 비교한 결과 두 유형 모두 높은 수준의 질문하기(HQ)로 시작되는

패턴이 나타났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높은 수준의 수학적 사고 설명하

기(HE)가 후속되는 패턴(‘HQ – HE’)이, 후자의 경우 낮은 수준의 수학

적 사고 설명하기(LE)가 후속되는 패턴(‘HQ – LE’)이 나타났다. 다음으

로 유창성과 함께 독창성이나 유연성이 발현된 해법과 유창성만 발현된

해법을 비교한 결과 두 유형 모두 높은 수준의 수학적 아이디어 제공하

기(HS)로 시작되는 패턴이 나타났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높은 수준의

수학적 사고 설명하기(HE)가 후속되는 패턴(‘HS – HE’)이, 후자의 경

우 낮은 수준의 수학적 사고 설명하기(LE)가 후속되는 패턴(‘HS –

LE’)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창성이 발현된 해법의 경우 항상 높은

수준의 수학적 아이디어 제공하기(HS)가 포함된 수학적 의사소통 패턴

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 2 절 결론 및 시사점

상술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 상황에 관해 다양한 수학적 아이디어를 활발히 공유하는

수학적 의사소통은 유창성 발현에 기여할 수 있다. 학생의 유창성이 직

접적으로 나타난 대화문(예를 들어, <대화문1>, <대화문2>, <대화문3>,

<대화문4>, <대화문5>, <대화문8>, <대화문9>)에서 높은 수준의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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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아이디어 제공하기(HS) 즉, 새로운 해법을 요청하는 교사의 발문, 학

생의 수학적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허용하는 교사의 발화, 자신의 해법을

공유하려는 학생의 발표가 유창성 발현과 직접적으로 연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유창성이 발현되는 경우 항상 ‘HS – HE’, ‘HS – LE’

와 같이 높은 수준의 수학적 아이디어 제공하기(HS)로 시작되는 수학적

의사소통 패턴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대화

문5>와 같이 주어진 과제의 초점(해법)이 아니더라도 교사가 다양한 수

학적 아이디어를 요청하는 발문을 제시한다면 학생의 유창성이 발현될

수 있었다. 이는 높은 수준의 수학적 아이디어 제공하기(HS)에 해당하는

교사의 발문이 과제만으로는 촉진되기 어려운 유창성도 유도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또한, <대화문6>과 같이 학생이 구성한 해법이 정교성 측

면에서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수학적 아이디어

의 공유를 격려한다면, 유창성의 발현은 물론 독창성과 유연성의 발현으

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Barlow(2001)는 새로운 관점의 공유가 창의적 아이디어 출현의 토대

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높은 수준의 수학적 아이디어 제공하기(HS)가

일차적으로는 각자 구성한 해법을 공유하는 학생의 유창성 발현을 촉구

하며, 이차적으로는 이를 경청하고 활용하는 다른 학생의 유창성 발현을

촉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른 학생이 제시한 해법을 통해 새로운 해

석이나 전략 등(예. 새로운 보조선)을 참고하여 미처 생각지 못했던 해결

방안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업 중 관찰된 많은 학생은

개별적으로 고민한 해법을 공유하여 유창성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새로운 해법을 구성하는 유창성을

보여주었다(예를 들어, <대화문1>의 재원, 수완, <대화문2>의 재원, <대

화문4>의 은정).

한편, 이와 같은 결론은 ‘다양한 반응을 많이 만들어 내게 하는 발문’

이나 ‘여러 정답을 만들어 내게 하는 교사의 발문’이 학생의 유창성을 신

장할 수 있다고 본 기존의 연구 결과(안민웅, 이경화, 2019; 한정민, 박만

구, 2010; Krulik & Rudnick, 1999)와 상통한다. 또한, 수학적 아이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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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는 교사의 발문이 수학적 창의성 교육의 핵심 전략이라는 주장

(Sheffield, 2009)과 그 궤를 같이한다. 다만, 선행연구에서는 교사의 발문

이 아닌 학생의 선제적 발화가 유창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는 주

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관찰한 바에 따르면, 교사가 추가

로 새로운 해법을 요구하지 않을 때도 학생이 발표를 자원하여 유창성이

발현될 수 있었다(예를 들어, <대화문2>의 재원, <대화문8>의 지혜). 각

대화문에서 교사가 새로운 해법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은 미리 상정해 둔

해법들이 등장하였고 수업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수학적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발표를 허용하여 교사가

미처 생각지 못한 새로운 해법이 나타나는 유창성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높은 수준의 수학적 아이디어 제공하기(HS)라 하더라도, 학생

이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요청형 발문이(예를 들어, <대화

문5>의 ‘준희?’(636), ‘은정이. 왜 같을까요?’(640), ‘성빈이?’(642)),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는 허용적 발화가(예를 들어, <대화문2>의 ‘(손을

든다.)’(206)-‘(손을 든 재원을 가리키며)자 재원이.’(207), <대화문8>의

‘쌤. 새로운 방법이요.’(411)-‘애들아, 지혜가 좋은 방법 알아낸 거 같아.

들어보자.’(412)) 유창성을 촉진하는 교사의 발화에 해당한다. 따라서 교

사는 유창성을 촉진하기 위해 학생의 수학적 아이디어가 최대한 많이 공

유될 수 있는 수학적 의사소통을 이용하되, 학생의 참여도를 고려하여

발화 전략을 선택적으로 구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연성, 독창성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수학적 아이디어를 활발히

공유하되 이에 관해 면밀한 설명을 덧붙이는 수학적 의사소통이 요구된

다. 학생의 유연성이나 독창성이 직접적으로 나타난 대화문(예를 들어,

<대화문2>, <대화문6>, <대화문9>)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유창성과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수학적 아이디어 제공하기(HS)가 유연성, 독창

성의 발현과 연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학생이 제시한 수학적 아

이디어가 갖는 유연성과 독창성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항상 높은 수준의

수학적 사고 설명하기(HE) 즉, 자신의 해법을 단계별로 논리정연하게 설

명하는 수학적 의사소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개념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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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같은 유연성이나 통상적이지 않은 전략의 이

용, 문제 상황에 대한 수준 높은 통찰과 같은 독창성이 공유되고 공동체

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논리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동반되

어야 하기 때문이다. 유연성이나 독창성이 발현될 때, 높은 수준의 수학

적 아이디어 제공하기(HS)에 높은 수준의 수학적 사고 설명하기(HE)가

후속되는 수학적 의사소통 패턴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 또한 이를 뒷받

침한다.

다만, 높은 수준의 수학적 사고 설명하기(HE)의 필연성이 단지 유연

성과 독창성에 포함된 높은 수준의 사고를 전달하기 위한 것일 뿐인지,

학생 스스로 유연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구성하는 과정 자체와도 관

련이 있는 것인지는 본 연구 결과로는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수학적 사고 설명하기(HE)와 유연하고 독창적인 해법이 구성되

는 과정 간의 함의 관계를 규명하는 추가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유창성과 독창성의 발현에서 나타난 ‘HS – HE’패턴은 학생의

사고에 초점을 두고 후속 발화를 전개해 간다는 점에서 Wood(1994)의

돋보기 패턴이나 Bowers & Nickerson(2001)의 ERE패턴과 대응된다. 세

패턴 모두 학생의 반응과 사고에 주목하며, 이에 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유도하기 때문이다. 이는 돋보기 패턴이나 ERE 패턴이 수학적 창의성

교육에 있어 유연성과 독창성의 발현을 유도하는 발문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수학적 사고를 정당화하기 위해 질문하고 설명하는 수학적 의사

소통은 정교성의 발현에 기여할 수 있다. 정교성이 발현되는 경우 높은

수준의 질문하기(HQ)에 높은 수준의 수학적 설명하기(HE)가 후속되는

수학적 의사소통 패턴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정교

성이 발현된 대화문(예를 들어, <대화문3>, <대화문7>)을 살펴보면, 정

당화를 요구하는 질문은 학생의 비판적 사고를 촉발한다는 점에서, 상세

하고 논리정연한 설명하기는 학생이 자신의 사고를 개선하여 발전시키거

나 구체화, 정당화, 일반화하는 직접적인 과정이라는 점에서 정교성 발현

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교사의 ‘생각을 구체화하는 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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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의 형성과정을 상세하게 나타내는 발문’, ‘정당화를 요구하는 발

문’, ‘이유와 방법에 관한 발문’이 정교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안민웅, 이경화, 2019; 한정민, 박만구, 2010; Sheffield, 2009)을 다

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정당화를 요구하는 질문이 반드시 교사만

구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미흡한 발표 내용을 듣고

정당화나 추가 설명의 필요성을 느낀 동료 학생이 질문을 제시하여 정교

성으로 이어지는 장면도 확인할 수 있었다(예를 들어, <대화문7>의 우

현). 따라서 교사가 직접적인 평가나 질문을 유보하고 대신 다른 학생들

에게 이에 관해 궁금한 점은 없는지 물어보며 질문을 촉구한다면, 학생

들 간의 능동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정교성이 촉진되도록 보조할 수 있

을 것이다.

한편, 학생의 논리정연하고 상세한 설명하기는 정교성이 발현되는 과

정 자체로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학생 스스로 그 필요성을 이

해하고 높은 수준의 설명하기를 구사한다면, 질문하기가 선행되지 않더

라도 정교성이 갖추어질 수 있다(예를 들어, <대화문5>의 혜연). 반대로

교사나 다른 학생이 정당화를 요구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진다 해도,

학생이 자신의 해법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정교성 발현을 기

대하기는 어렵다(예를 들어, <대화문6>의 지민). 이는 설명하기를 통해

수학적 사고에 내재된 오개념이나 인지 갈등이 표면화되고, 수정, 개선될

수 있다고 본 선행연구(오택근 외, 2014; Lampert, 1990; NCTM, 2000)

의 논의와도 일맥상통한다.

학생의 수학적 사고에 내재된 오류나 오개념을 개선시키려는 목적으

로 교사가 ‘HQ - HE’ 패턴을 반복해 활용하는 경우(예를 들어, <대화문

6>에서 464~468), ‘HQ – HE’패턴의 양상은 Wood(1994)의 돋보기 패턴

과 유사하다. 돋보기 패턴에서 교사는 학생이 제시한 해답에 초점을 두

고 이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유도하는 발문을 반복하는데, ‘HQ - HE’

패턴도 교사가 학생에게 설명과 정당화를 요구함으로써 반성적 사고를

끌어내기 때문이다. 이는 돋보기 패턴이 수학적 창의성 교육에서는 정교

성을 촉진하는 발문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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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높은 수준의 수학적 의사소통은 학생이 수학적 창의성 측면에서

뛰어난 해법을 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학생들이 문제해

결 수업에서 수학적 아이디어의 교환, 수학적 사고의 설명과 정당화를

요구하는 질문, 논리정연하고 상세한 설명이 활발한 수학적 의사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수렴적 사고와 발산적 사고를 두루 갖춘 창의적

해법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교성을 갖춘 해법이나 유연성과 독창성을 갖춘 해법이 등장할 때는

그렇지 않은 해법과 달리 높은 수준의 수학적 사고 설명하기(HE)가 나

타난다는 연구 결과, 유창성이 발현된 해법이 등장할 때는 항상 높은 수

준의 수학적 아이디어 제공하기(HS)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

받침한다. 앞선 세 가지 결론 또한 서로 다른 의사소통 패턴과 창의성

사고 요소를 연결 짓기는 하나, 높은 수준의 수학적 의사소통이 수학적

창의성의 발현에 기여한다는 일관된 맥락을 이룬다는 점에서 본 결론의

근거가 된다.

그간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수학적 의사소통이 수학적 용어 사용, 개

념 이해, 문제해결, 추론과 같은 인지적 영역과 수학적 태도와 같은 정의

적 영역에 있어 효과적인 교수 학습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주장

해왔다(김혜영, 2014; 최인숙, 2013; Lomibao, Luna, & Namoco, 2016;

Michaels & O’Connor, 2015; Polya, 1962; Temple & Doerr, 2012). 따라

서 높은 수준의 수학적 의사소통이 창의적 문제해결을 촉진한다는 본 연

구의 결론은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논의를 수학적 창의성 교육으로 확장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성취 수준이 다양한 학생들로 이루어진 다인수 학급의 일상

수업에서 항상 높은 수준의 수학적 의사소통을 형성하고 유지시키는 것

은 불가능에 가깝다. 진도에 대한 시간 압박, 뛰어난 학생들의 독점과 그

렇지 못한 학생들의 소외와 같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Michaels

& O’Connor, 2015). 따라서 문제해결 과정 중 어떤 창의성 요소를 촉진

하고자 하는가에 따라, 본 연구에서 확인한 수학적 의사소통 패턴(유창

성: ‘HS – LE/HE’, 독창성, 유연성: ‘HS - HE’, 정교성: ‘HQ - H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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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으로 참조하는 식으로 수학적 의사소통을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도출한 실천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교사는 문제해결 일상 수업에서 수학적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해, ‘HS

– HE – HQ – HE’패턴을 ‘반복’하는 발문 전략의 활용할 수 있다. 더

욱 자세히 말하면, 먼저 학생에게 해법의 공유를 요청한다(HS). 학생이

자신의 해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게 보조한다(HE). 설명 내용 중 정교

화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직접 정당화를 요구하거나, 다른 학생들

이 질문을 해보도록 촉구한다(HQ). 학생이 자신의 해법을 구체화, 정교

화하여 발표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보조한다(HE). 이와 같은 수학적

의사소통 패턴의 활용 가능성을 논하는 이유는 상술한 결론에 따라 ‘HS’

에서는 유창성, ‘HS–HE’에서는 독창성과 유연성, ‘HQ–HE’에서는 정교

성의 발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발문 패턴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러면 앞서 제시

된 해법과 유사하거나 다른 해법이 더 많이 등장할 수 있어, 유창성, 독

창성, 유연성의 발현을 촉진할 수 있다. 특히, 상대방으로부터 공유받은

새로운 관점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

면(Barlow, 2001), 유연성과 독창성은 이와 같은 패턴을 반복하여 문제해

결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누적된 후 발현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패

턴의 반복적 사용은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각자의 속도에 맞게 창의성

을 발현할 기회를 보장할 것이다. 문제해결에 요구되는 시간은 학생의

성취 수준이나 사전의 탐구 정도에 따라 다르기 마련인데, 패턴의 반복

은 다소간 지속적으로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 기회 제공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화문5>에서 성빈은 혜연이 제시한 추측에 지혜만큼 깊이

있는 탐구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혜의 발표 이후에도 아이

디어를 요청하는 발문을 교사가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시언이 또 다른

정당화 방법을 고민하고 공유하는 유창성이 이어질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발문 전략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Ⅴ-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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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Ⅴ-1] 수학적 창의성 발문 전략

이는 ‘발산적 발문(D)– 수렴적 발문(C) – 재생적 발문(R)’으로 구성

되는 발문 패턴이 수학적 창의성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본 안민웅, 이경화

(2019)의 연구 결과와도 일부 연결된다. 높은 수준의 수학적 아이디어

제공하기(HS)를 발산적 발문에, 높은 수준의 수학적 사고 설명하기(HE)

와 높은 수준의 질문하기(HQ)를 수렴적 발문에 대응시킬 수 있기 때문

이다. 다만, 안민웅, 이경화(2019)는 ‘D – C – R’패턴이 발산적 과제를

해결하는 상황에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수렴적 과제를 해결하는

경우 발산적 발문을 지속적으로 던지는 패턴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

다. 즉, 과제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발문 패턴의 사용을 제안한 것이다.

반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발문 패턴(‘HS – HE – HQ – HE’패턴)은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촉진할 수 있는 장치를 모두 포함하고 있

으므로, 과제의 유형과 관계없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

다.

한편, 연구 결과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논의를 위해 다양한 사례를 추

가로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경우의 수와 기하라는 내용

영역이 연구 결과에 특수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다른 내

용 영역에 관한 수업 사례를 분석하고 결과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분석 결과로 도출한 수학적 의사소통 관련 시사점을 문제해결 일

상 수업에 적용하여 수학적 창의성 교육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

인하고, 교수 전략으로서의 활용 상의 유의점을 구체화하는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후속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져, 수학적 창의성 교

수 전략으로써 수학적 의사소통이 갖는 잠재력이 더 구체화 되고, 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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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는 일상 수업에서 수학적 창의성을 신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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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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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ematical Communication in

the Expression Process of

Mathematical Creativity

RO Yesol

Department of Mathemat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the meaning and role of

mathematical creativity as a key competency in the mathematics

curriculum required for future society. However,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specific and universal teaching strategies to enhance it in

everyday classes.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mathematical

communication, which is considered a key component of mathematics

teaching-learning. This study is going to find out about the patterns

of mathematical communication in the expression process of

mathematical creativity, and find the possibility and method of using

mathematical communication as a mathematical creativity t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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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To this end, a case study was conducted to observe and analyze

problem-solving daily classes conducted by the two middle school

teachers in consideration of mathematical creativity. Mathematical

communication between teacher and students during the classes was

analyzed to find out what mathematical communication patterns

appeared during the expression of mathematical creativity. We also

classify student’s solutions emergent during the classes in terms of

mathematical creativity and compare the features of mathematical

communication patterns related to each typ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ree types of mathematical communication patterns emerged

during the expression of mathematical creativity were identified. One,

when fluency was expressed, a mathematical communication pattern

emerged in which a variety of mathematical ideas were actively

shared and followed by a brief or detailed explanation of them. Two,

when originality and flexibility were expressed, a mathematical

communication pattern emerged in which various mathematical ideas

are actively shared while detailed explanation of each is followed.

Three, when elaboration was expressed, a mathematical

communication pattern emerged in which questions that required

justification and detailed explanation of the solution are suggested and

the answer about it is followed.

Second, when different types of solutions are constructed in terms

of mathematical creativity, we can confirm that differences in

mathematical communication patterns appear. One, a comparison of

the solution type in which both convergent and divergent thinking

elements are expressed along with the solution type in which only

divergent thinking elements are expressed resulted that expl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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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ematical thinking is more emphasized in the former mathematical

communication patterns than the latter. Two, a comparison of the

solution type in which fluency is expressed with originality or

flexibility and the solution type in which fluency is expressed alone

resulted that the former has a mathematical communication pattern

that emphasizes explaining mathematical thinking rather than the

latter. Three, every solution in which fluency emerged showed a

mathematical communication pattern that emphasized sharing of

students' mathematical ideas.

keywords : mathematical creativity, mathematical communication,

pattern of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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