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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교육과정은 그 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요구와 도, , , 

전에 반응하여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설계된다 교육과정이 실제 . 

학교에서 실행되는데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초임교사의 교수 경

험은 향후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알

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주관에 초점을 맞춘 수학 .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연구가 축적되지 않아 교육과

정 개발이나 교사교육에 관한 시사점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 

용 사례를 분석하고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연구자들의 관점, 

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선행 연

구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축적하여 수학 교사. , 

가 교육과정 자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볼 필요성과 국내 수

학교육의 현실을 반영하여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

한 관점을 정립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수학 교사의 교육. 

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선행 연구자들의 관점을 살펴보고 본 연, 

구에서의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해석의 의미를 규정하였으며 기존

의 관점에서의 교사의 해석은 어떠한지 확인하였다 이후 교육과. 

정 자료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수학 요인 학생 요인, , 

환경 요인으로 구분하고 삼면적 분석틀을 도출하였다 이로부터 .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을 확인하는데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 명의 중학교 초임교사의 삼각비 수업 사례를 

관찰하고 교사가 수학 학생 환경 요인의 영향으로 교육과정 자, , , 

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교사의 해석은 실천과 어떠한 관련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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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살펴보았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 앞서 도출한 수학 교사의 .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삼면적 분석틀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분석한 사례를 기존의 관점으로 설명하는데 

있어서 겪게 되는 제한점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수학 교사의 교육. 

과정 자료 사용을 설명하기 위한 대안적 관점으로 교사의 실천이 

해석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해석적 실천의 관점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해석적 실천의 관점에 . 

기반한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의 사용을 명료화하기 위하여 

수학과 교육과정 자료와 수학 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먼저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교사에게 갖는 권위를 고. , 

려하면서도 이를 수업에 사용할 때 교사가 감내해야 하는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수학 수업에서 교사 주도의 의사 결정. , 

이 이루어지며 내용 지식에 관한 교사의 이해 수준이 높고 이에 ,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 

수학 교사에게는 유교 문화에 기반하여 도덕적 기대감과 공교육의 

책임 의식이 요구된다는 점을 반영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삼면적 분석 및 해석적 실천의 관점의 

가치와 교육과정 개발 및 교과서 집필 교사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 

관한 후속 연구를 제언하였다. 

주요어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 , 

       해석 초임교사 삼면적 분석 해석적 실천의 관점, , , 

학  번: 2014-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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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교육과정은 그 나라의 다양한 요구에 반응하면서도 교육적 의도에 맞

추어 고안한 교육 내용과 교수 학습 방법 등을 담고 있다 교육과정의 · . 

메시지는 흔히 국가 수준의 공식적인 문서의 형태로 배포되며 문서의 특

성상 추상적인 성격을 지닌 교육과정이 교과서 교실 학생에게로 전달, , 

되면서 교수 맥락을 반영하여 구체화된다 이에 (Remillard & Heck, 2014). 

선행 연구자들은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수업에서 구현되기까지 서로 다른 

단계에서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들의 연구는 교육과. 

정 문서의 내용이 수업에서 실행되고 학생의 학습으로 나타난 교육의 , 

결과까지의 관계를 개념화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 . 

연구 구나영 탁병주 최인용 강현영( , , , , 2020; Klein, Tye, & Wright, 1979; 

Remillard & Heck, 2014; Schmidt, Jorde, Cogan, Barrier, Ganzalo et al., 

를 기초로 교육과정의 층위 를 교육과정 문서로 대표되는 공1996) (layer)

식적 교육과정 교과서와 지도서로 대표되는 의도된 교(official) , (intended) 

육과정 교실 수준에서 수업으로 실행된 교육과정 학생 수준에, (enacted) , 

서 성취된 교육과정으로 구분한다(attained) . 

교육과정의 다층적인 면이 부각되면서 공식적 및 의도된 교육과정과 

실행된 교육과정을 매개하는 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교사와 교

육과정 자료(curriculum materials)1)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의 중 

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선행 연구자들은 교사의 (Sherin & Drake, 2009). 

1) 본 논문에서는 의 번역어로 교육과정 자료 를 사용한 curriculum materials , ‘ ’
다 선행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자료를 광의와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사. 
용한다 먼저 광의의 개념을 채택한 선행 연구자들은 예를 들어 구나영 이. ( , , 
경화 오방실 권나영 교육과정 자료, 2020b; , , 2013; Remillard & Heck, 2014) 
를 교육과정 문서 교과서 지도서 등 교사와 학생이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 , 
있는 구체적인 형태로 구현된 자료로 간주한다 한편 협의의 개념을 채택한 . , 
선행 연구자들은 예를 들어 김민혁 교육과정 자료를 교육과정 문서 ( , , 2013) 
및 해설서의 의미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가 . 
교육과정 문서 교과서 지도서 문제집 인터넷 자료 등으로 다양하다는 측, , , , 
면에 주목하여 광의의 개념으로 교육과정 자료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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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강조하며 의도된 교육과정과 실행된 교육과정을 매개하는 교사가 

의도한 교육과정 개념을 제안하였다 본 연(teacher-intended curriculum) . 

구에서의 교사가 의도한 교육과정이란 교사의 수업 계획을 의미한다 이. 

는 교사가 수업을 설계하기 위해 내리는 가치 판단과 의사 결정을 포함

한다(Remillard & Heck, 2014, p. 129).

자연스럽게 교사가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하며 자신의 수업을 반성하, 

고 다시 수업을 하는 순환의 과정 속에서 교육과정 자료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Land & Drake, 2014). 이에 다수의 

선행 연구자들은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teachers’ use of curriculum 

materials)에 관심을 갖고 연구 결과를 축적하였다 즉 연구자들은 교사. , 

가 수업을 설계할 때 자신의 교수 맥락을 반영하여 어떤 교육과정 자료

를 선택하고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수업 실행은 어떠한지 교사가 자신, , 

의 수업의 강점과 약점을 어떻게 확인하고 이는 이후의 수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등에 관심을 가졌다 예를 들어( , Lloyd, 2008; Sherin & Drake,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2009). (Choppin, McDuffie, Drake, & Davis, 

를 기초로 이와 같은 2018; Remillard, Herbel-Eisenmann, & Lloyd, 2009)

교사가 의도한 교육과정 및 실행된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사의 실천

을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으로 정의한다 이는 공식적 교육(practice) . 

과정이나 의도된 교육과정 성취된 교육과정과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 

받는다는 점에서 교사가 의도한 (Ch vez, Tarr, Grouws, & Soria, 2015) á

교육과정과 실행된 교육과정에만 국한되는 실천으로 볼 수 없다 지금까. 

지 본 연구에서 정의한 주요 개념을 도식화하면 그림 과 같다[ -1] . Ⅰ

그림 [ -1]Ⅰ 교육과정의 층위와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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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자들은 교사를 교육과정 자료의 사용자로 바라보면서도 교육

과정 자료 사용에 관해 다양한 입장을 취했다 연구자들(Remillard, 2005). 

은 교육과정 자료와 교사의 역할을 다르게 개념화하였고 교사와 교육과, 

정 자료 사이의 관계를 다르게 규정하였다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동일. 

한 현상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으므로 연구자들이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핵심 개념을 어떻게 개념화하며 무엇에 초점을 맞추는지 확

인할 필요가 있다(우정호 정영옥 박경미 이경화 김남희 외, , , , , 2006). 

교사의 실천은 교사의 신념 지식 경험의 총체 이다, , ( ) (Blumer, 總體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연구에서 교사의 실천이 핵심1969). 

적인 연구의 초점이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지만 교사가 어떠한 견해나 

관점을 갖고 교육과정 자료를 사용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충분히 수행되

지 않았다 다수의 선행 연구자들은 교사(Sensevy, 2011; Trouche, 2019). 

의 교육과정 자료의 사용을 연구할 때 실증주의를 따라 정량적인 연구 

방법을 채택하여 연구한 경향이 있다 구체적으로 교사가 교과서의 각 . , 

구성 요소를 얼만큼 활용하는지를 정량적으로 조사하거나(Freeman & 

Porter, 1989; Tarr, Ch vez, R. E. Reys, & B. J. Reys, á 설문조사 2006) 

기법을 사용하여 교사가 교육과정의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며 새로운 교

육과정에 대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확인하였다 김동원 박경미 박미미( , , , 

황윤희 김선희 실증주의를 따른 연구 방법으로는 외형적으2015; , , 2018). 

로 유형화된 실천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교사의 견해나 관

점 교수 맥락의 상황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지, 

적되었다(Creswell, 2013).  

일부 선행 연구자들은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을 연구할 때 해석주

의를 따라 정성적인 연구 방법을 채택하여 연구하였다 그러나 연구자들. 

은 교사의 견해나 관점에 기초한 이해를 추구하기 보다는 교사의 교육과

정 자료 사용에 관한 보편적인 경향성을 확인하거나 교사의 역량을 교육

과정 자료보다 낮게 간주하고 전문성 발달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으. 

로 교사의 지향 을 구분하여 공식적 의도된 실행된 교육과, (orienta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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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지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경향을 확인하고 왜 교사마다 그, 

러한 차이가 나는지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거나(McDuffie, Choppin, 

Drake, Davis, & Brown 교사가 수업을 설계할 때에는 영향을 받, 2018), 

지 않았지만 수업을 실행하면서 영향을 받은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며 

전문성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확인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 

인 체계를 갖추는데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 Remillard, 

따라서 교사가 어떠한 주관 을 갖고2005; Sherin & Drake, 2009). ( ) , 主觀

교육과정 자료를 사용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Trouche, 2019).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을 분석할 때 각 국가별로 다양한 상황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과서를 집필하며 교사가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Pepin, Artigue, Gitirana, Miyakawa, Ruthven et 

우리나라 수학과 교육과정은 사회적 요구에 대처하면서 학습 al., 2019).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을 제시하고자 구체화를 꾀하였·

으나 개정의 배경을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교사의 몫이라는 점

이 지적되었다 박선화 문광호 이경화 이은정 박미미 송창근( , , 2009; , , , , 

또한 우리나라는 검 인정 심사를 운영하여 교과서의 정확성과 2017). ·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나 국외의 교과서에 비해 자율성과 다양성이 제한

된다는 점이 알려져 있다 장경윤 강현영 고호경 권나영 김구연 외( , , , , , 

그러나 우리나라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연구는 2016). 

저변이 약하며 구나영 이경화 국내 수학교육의 현실을 반영한 ( , , 2020b)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의 사용에 관한 이론적 틀을 정립하여 연구가 지속

가능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격언이 있듯이 교육과정, 

의 실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집단은 교육과정 문서와 교실을 매개

하는 교사 집단이다 박선화 문광호 특히 서양의 교사와 동양의 ( , , 2009). 

교사는 수학 및 수학 교수 학습에 대한 신념이 다르고 수업에서도 다른 ·

교수 학습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 (Cai & Wang, 2010; Lee, Park, & Ku, 

이 알려져있다 또한 동아시아의 수학교육은 유교의 2017; Leung,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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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으로 인해 고유한 특징을 갖는다 조영달 이에 ( , 2001; Wang, 2016). 

우리나라의 고유한 사회문화적 배경에 비추어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

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경화( , 2010). 

예비교사 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초임교사2) 시기 

의 교수 경험은 향후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최승현 황혜정 경력 교사와 달리 초임교사가 교육( , , 2009; Drake, 2002). 

과정 자료를 사용할 때 보이는 특징이 있고 배수경( , 2015; Amador & 

시행착오를 겪으며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고 알Lamberg, 2013), 

려져 있다 이경화 나귀수 권나영 김동원 이환철 외 초임교사가 ( , , , , , 2012). 

교육과정 자료를 사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교사들이 겪는 

시행착오를 확인하고 교사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김유, (

경 방정숙 이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 2012) . 

교사의 주관에 기초하여 교육과정 자료의 사용을 살펴본다는 것은 연

구자가 교사의 신념 지식 경험에 기초한 이해를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 , 

한다(Kieran, Tanguay, & Solares 이에 교사를 이해하기 위한 틀, 2011). 

로서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의 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Sensevy, 

또한 실제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2011). 

기존의 연구자들과 달리 교육과정 자료 사용의 어떤 측면을 포착할 수 

있는지 기존의 관점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지 이는 어떠한 시사점, , 

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학 교사가 교육과정 자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분

석하여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연구자의 관점에 시사점

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먼저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의 요. , 

인을 범주화하고 분석틀을 도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교사의 교육과정 . 

자료 사용에 관한 연구의 저변이 약한 국내의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며 수학 교사가 교육과정 자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본다는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대안적 . , 

2) 본 연구에서의 초임교사는 선행 연구 배수경 ( , 2015; Amador & Lamberg, 
를 기초로 학교에서 본격적인 2013; Drake, 2002; Remillard & Bryans, 2004)

교수 활동을 시작하여 경력이 년 이내인 교사를 일컫는다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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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을 제안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대안. 

적 관점은 우리나라 수학과 교육과정 자료의 특징과 고유한 사회문화적 

배경에 주목한다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1. 수학 교사는 교육과정 자료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2.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대안적 관점은 무엇인가? 

위의 연구 문제들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 장에서 다음과 같

은 내용을 다룬다 장에서는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 Ⅱ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확인한다 장에서는 수학 교사의 교육. Ⅲ

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선행 연구자들의 관점을 살펴보며 본 연구에서의 

교육과정 자료 해석의 의미를 규정한다 장에서는 선행 연구자들이 제. Ⅳ

시한 교육과정 자료 사용의 주요 요인을 범주화하여 수학 학생 환경 , , 

요인으로 구분하고 하위 요소를 추출한다 장은 본 연구에서 선정한 . Ⅳ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의 역할을 한다 장에서는 본 . 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택한 연구 방법과 연구 참여자 자료 수, 

집 및 분석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본 연구의 참여자가 수업하는 내용 . 

영역에 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수학 학생 환경 요인의 분석 방법, , , 

을 설명한다 장에서는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의 사례를 분석한. Ⅵ

다 초임교사가 수학 학생 환경 요인의 영향으로 교육과정 자료를 어떻. , , 

게 사용하는지 확인한다 장에서는 장에서 분석한 사례를 기존의 관. Ⅶ Ⅵ

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시도하며 그 한계를 확인하고 수학 교사의 교, 

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대안적 관점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 . 

자료의 개발 및 교사교육의 개선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마지막 장에. Ⅷ

서는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도출한 결론 및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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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선행 연구 분석3)

수학교육 연구의 방향 방법 내용은 시대와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할 , , 

본질이 있는 한편 사회 변화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한다, 

김선희 남진영 서동엽 강현영 김부미 외 이에 수학교육 ( , , , , , 2018, p. 23). 

연구로서 한 분야가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결과를 누적해 가면서 일

정 기간까지 수행된 연구 활동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현재의 위상을 

확인하고 향후 발전을 위해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탁, (

병주 이경화, , 2017). 

본 장에서는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선행 연구를 분석하며 

기존의 수학교육 연구 동향 분석 연구 예를 들어 김선희 외 방정( , , 2018; 

숙 김승민 탁병주 이경화 에서 확인한 연구 대상 연구 방, , 2017; , , 2017) , 

법 연구 주제 등의 수렴적인 분석 기준을 적용하여 연구 동향을 메타적, 

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로부터 국내외 연구 동향을 . 

분석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방향 제시뿐만 아니라 국외 연구논문에 비해 

국내 연구논문에 부족한 연구를 확인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을 것

이라 예상된다 첫 번째 절에서는 본 장에서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연구. 

의 범위를 소개한다 두 번째 절에서는 국내외 교육과정 자료 사용 연구. 

의 동향을 분석하며 세 번째 절에서 이를 종합하여 교사의 교육과정 자, 

료 사용 연구의 과제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1. 분석 대상

다수의 수학교육 연구 동향 분석 연구 김선희 외 방정숙 김승( , 2018; , 

민 탁병주 이경화 에서는 연구 대상 연구 방법 연구 주제 , 2017; , , 2017) , , 

등을 분석하여 연구 동향을 확인하고 후속 연구의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연구 동향. 

3) 이 장의 내용은 구나영과 이경화 를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2020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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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한 연구자들은 연구 목표에 따라 분석 대상과 분석 방법을 다르

게 선정하였고 이로 인해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 연구의 과제, 

와 목표를 생각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

다. 

구체적으로 는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 Remillard(2005)

선행 연구자들의 관점을 정리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안하였다, . Pepin, 

Gueudet, Trouche 는 연구 대상이 현직교사인 경우에 초점을 맞추(2013)

었으며 연구자들이 채택한 연구 방법이나 수업 실행의 결과 학생의 학습

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았다. Stahnke, 

는 연구 대상 연구 방법에 대한 분석을 Schueler, Roesken-Winter(2016) , 

수행했으나 분석 대상인 연구논문이 교사의 주목하기 에 관한 (noticing)

연구로 제한되었다 마지막으로 . Choppin et al. 은 교사의 교육과정 (2018)

자료 사용에 대한 연구를 검토하지만 연구 대상 연구 방법에 대한 분석, 

을 수행하지는 않으며 궁극적으로는 공학적 도구를 사용하는 맥락에서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기존의 수학교육 연구 동향 분석 연구에서 확인한 연

구 대상 연구 방법 연구 주제 등의 수렴적인 분석 기준을 적용하여 연, , 

구 동향을 메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후로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수학Remillard(2005) 

교육 연구공동체의 관심이 높아졌지만 년이 흐른 시기라는 점을 고려15

할 때 국내외 연구의 동향 즉 장기간의 흐름의 변화와 양상을 분석할 , ,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한 연구는 년부터 . 2006

년까지 국내외 주요 수학교육 학술지에 게재된 교사의 교육과정 자2019

료 사용 관련 논문들이다 주요 학술지란 국내외 수학교육 연구 동. ‘ ’ 

향을 분석한 선행 연구 김선희 외 탁병주 이경화 를 참고하( , 2018; , , 2017)

여 국외의 경우 년 기준 급의 수2019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학교육 학술지인 Educational Studies in Mathematics(ESM), Journal for 

Research in Mathematics Education(JRME), Mathematical Thinking and 

Learning(MTL),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and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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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Education(IJSME) Zentralblatt f r Didaktik der Mathematik(ZDM)ü 4)을 일

컫는다 국내 연구의 경우 년 기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 2019 (KCI) 

재후보지인 수학교육 전문학술지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은 위에서 언급한 학술지의 홈페이지에서 년부터 년2006 2019

까지 게재된 논문의 제목 초록 키워드에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 , 

사용 실행된 교육과정이 포함된 경우와 제목 초록 키워드에는 제시되, , , 

어 있지 않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이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논문까지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특정 내용이 교과서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 , 

분석한 연구 예를 들어 국가간 교육과정이나 ( , Nie, Cai, & Moyer, 2009), 

교과서 비교 연구 예를 들어 교육과정과 교과서( , Jones & Fujita, 2013), 

의 연계를 분석한 연구 예를 들어 장혜원 강태석 임미인 교육과( , , , , 2016), 

정 개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분석한 연구 예를 들어( , Potari, 

연구진이 교과서 과제를 개Psycharis, Sakonidis, & Zachariades, 2019), 

발하고 그 가능성을 탐색한 연구 예를 들어 유재근 박문환 는 본 ( , , , 2019)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과 관련된 논문

으로 분류하지 않고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5)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분석 대상을 선정한 결과 년부터 년, 2006 2019

까지 총 종의 국내외 학술지에 수록된 편의 논문을 선별하였다 이11 91 . 

는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 연구의 통시적 동향을 확인하는 기

초적인 자료로 활용되며 국외 연구논문에 비해 국내 연구논문에 부족한 , 

연구를 확인하고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연구의 과제와 목, 

표를 탐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의 경우 년에는 급 저널이 아니었으나 년부터 발행된 수학 ZDM 2019 SSCI 1969
교육 전문학술지로 수학교육 연구공동체 내의 전문가 검토를 거친 양질의 연
구물을 매년 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간했으며 다양한 국내외 연구 동향 분6 , 
석 연구 김선희 외 박진형 이경화 에서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기( , 2018; , , 2014)
에 본 연구에서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실제로 은 년 급 저. ZDM 2020 SSCI
널로 선정되었다. 

5)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국내 학술지는 종이었으나 초등수학교육 의 경우  7 < >
유재근과 박문환 을 제외하고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 관련 연(2019)
구가 게재되지 않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10 -

2. 분석 결과

연구의 동향을 확인하기 위한 분석 범주로 연도별 연구 대상 연구 방, , 

법 연구 주제 수학과 내용 영역이 주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김선희 외, , ( , , 

연도별 분석을 통해 수학교육 연구의 통시적 동향을 분석할 수 2018). 

있으며 연구 대상 분석을 통해서는 연구자들이 제안하는 수학 교사의 교

육과정 자료 사용 연구의 목적부터 전형적으로 탐구되는 대상이나 현상

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연구 방법 분석을 통해서는 연구자들이 자. 

신의 연구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연구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 

고 연구 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확인하여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논의의 장이 더욱 성

장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연구 주제별 분석을 통해 국내외 .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연구가 제안한 연구 주제와 구

체적인 연구 질문은 무엇인지 연구 결과는 수학교육의 어느 분야를 개, 

선하는 데 기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학과 내용 영역. , 

별 분석은 내용 영역이 활발히 연구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확인

하고 향후 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연도별 연구 . , 

대상 연구 방법 연구 주제 수학과 내용 영역을 분석 기준으로 선정하, , , 

고 국내외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한, 

다. 

2.1. 연도별 분석

년간 발표된 약 편의 연구논문을 분석하고 수학 교사와 교육과정 25 70 , 

자료 사이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틀을 제시한 의 연구 이Remillard(2005)

후 국내외에서 연구가 더 활성화되기 시작했으나 연구논문의 절대적인 

편수는 적은 편이다 국내외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 연구논문. 

의 연도별 분포 내역은 그림 과 같다 그림 과 같이 연도별 [ -1] . [ -1]Ⅱ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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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차는 존재하지만 전체적인 증감의 경향성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교사. 

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대한 수학교육 연구의 저변이 약하며 특히 국

외 연구에 비해 국내 연구의 기반은 더욱 취약하다는 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그림 [ -1]Ⅱ 연도별 연구논문 편수 비교

본 절에서 연구의 실태 분석을 통해 주목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 

년과 년에는 다른 해보다 국외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 2014 2017

연구논문의 편수가 다른 해에 비해 많았다 그러나 이는 해당 시기에 수. 

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연구물이 많아졌

다기 보다는 에 관련된 주제가 선정되면서 연구논문이 많이 게재되ZDM

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년 권 호에는 . 2014 ZDM 46 5 ‘Researching 

이라는 주제로 년 권 the enacted mathematics curriculum’ , 2017 ZDM 49

호에는 이라는 주제로 많5 ‘Digital curricula in mathematics education’

은 연구물들이 수학교육 공동체에 소개되었다 이로부터 수학교육 공동. 

체 내에서 주목하는 교육과정 자료가 교과서나 지도서를 넘어서 사회적

인 요구를 반영하여 공학적 도구와 관련된 교육과정 자료로 그 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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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이후로 수학 교사의 . , Remillard(2005) 

교육과정 자료 사용을 주된 연구 분야로 하는 연구자들 예를 들어 김구( , 

연 이 , 2011; Choppin, 2011; Kim, 2019; Lloyd, 2009; Pepin et al., 2013)

국내외로 등장했다는 점은 향후 이 분야의 연구 결과물이 수학교육 공동

체 내에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공유되고 양적 질적으로 성장할 것이, 

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국내 연구자들의 경우 대한수학교육학회에서 발행하는 수학교, <

육학연구 와 학교수학 에 연구논문을 게재하는 비율이 높았다> < > (51.6%). 

국외 학회지의 경우 앞서 언급한 의 특수성을 배제하면 특정 학술ZDM

지에 연구논문이 집중되는 경향이 약했으나 국내의 경우 그 경향이 뚜렷

했다 또한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국내 연구의 경우 . 

년 이후에 학술지에 많이 게재되었다 비록 일부 학술지에 연구 결2010 . 

과가 집중적으로 발표되는 경향이 있지만 년 이후로 양적으로 성장2010

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향후 우리나라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 

사용에 관한 연구가 전문 연구자들에 의해 질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2.2. 연구 대상별 분석 

국내외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 연구논문의 연구 대상별 분포 내역

은 표 과 같다 연구 대상이 교사와 학생인 경우에는 중복 집계하< -1> . Ⅱ

였으며 이에 분석 대상은 편의 연구논문이었으나 연구 대상별 분석 합91

계는 이와 일치하지 않는다 국내외 논문 중 연구 대상이 현직교사인 비. 

율이 로 가장 높았으며 예비교사가 학생이 로 거의 비51.6% 13.7%, 11.6%

슷한 비중을 차지했다 인간 비대상 연구는 로 예비교사나 학생을 . 23.2%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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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유형

대상 

유형
학교급

국외 

편수(%)

국내 

편수(%)
합계(%)

인간 

대상 

연구

현직교사

유치원 2(3.3%) 0(0.0%) 2(2.1%) 

초등 10(16.4%) 10(29.4%) 20(21.1%) 

중등 8(13.1%) 1(2.9%) 9(9.5%) 

고등 4(6.6%) 1(2.9%) 5(5.3%) 

대학 1(1.6%) 0(0.0%) 1(1.1%) 

복수 

학교급
1(1.6%) 11(32.4%) 12(12.6%) 

예비교사
초등 2(3.3%) 4(11.8%) 6(6.3%) 

중고등 3(4.9%) 4(11.8%) 7(7.4%) 

학생

초등 2(3.3%) 2(5.9%) 4(4.2%) 

중등 2(3.3%) 0(0.0%) 2(2.1%) 

고등 2(3.3%) 0(0.0%) 2(2.1%)  

복수 

학교급
2(3.3%) 1(2.9%) 3(3.2%)  

인간 

비대상 

연구

문헌 등 기타 22(36.1%) 0(0.0%) 22(23.2%) 

합계 61(100%) 34(100%) 95(100%) 

표 < -1>Ⅱ 연구 대상별 연구논문 편수 분포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별 분석을 통해 주목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 

째 국내외 연구 모두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논문의 수가 가장 많, 

은데 학교급별로 비교하면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와 같. [ -2]Ⅱ

이 국외 논문의 경우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등학(16.4%), (13.1%), 

교 교사 의 순으로 연구 대상을 선정한데 비해 국내 논문의 경우 (6.6%)

복수학교급이 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 교사32.4% , (29.4%), 

그리고 중학교 교사나 고등학교 교사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각 편1

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연구논문의 상당수가 수(2.9%) . 

학과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변화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분석하고 요구를 

확인하는 연구로 복수학교급의 교사를 대상으로 수행하였기 때문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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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인된다 예를 들어 김동원 외 김해윤 허난 노지화 강옥기( , , 2015; , , , , 

황윤희 김선희 또한 국내외 논문 모두 초등학교에 비해 중2012; , , 2018). 

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논문의 수가 적었고 낮은 비, 

율이지만 국외 연구의 경우 유치원 교사나 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한 연

구가 수행되었으나 국내 논문의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논문은 확

인할 수 없었다. 

그림 [ -2]Ⅱ 현직교사의 학교급별 연구논문 편수 비교

둘째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국외 연구논문 에 비, (8.2%)

해 국내 연구논문 의 비중이 높다 이는 년부터 국내의 주요 (23.5%) . 2013

연구자들이 예비교사교육에서 과제 분석 능력과 과제 변형에 초점을 두

고 교과서 과제를 분석하고 변형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과제 , , 

변형의 양상은 어떠한지 확인한 연구들을 다수 진행하였기 때문으로 분

석된다 예를 들어 김하림 이경화 박진형 이혜림 김구연( , , , 2016; , 2018; , , 

2013). 

현직교사와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연구논문이 주로 년 2010

이후에 분포되어있다는 점으로부터 향후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 연, 

구에서 교사교육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도. 

된 교육과정과 실행된 교육과정 사이를 매개하는 교사가 의도한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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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교사의 수업 실행에서 (Remillard & Heck, 2014), 

교육과정 자료의 영향만큼 교사가 교육과정 자료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는 점이 알려져 있다 국내외에서 현직교사와 예비교(Kieran et al., 2011). 

사를 대상으로 한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 연구가 활발히 이루

어진다면 수학교사의 전문성 신장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연구 

공동체 내에서 연구의 저변이 넓어질 것이라 판단된다. 

셋째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외 연구논문의 경우 학교급이 고르게 분, 

포했으나 국내 연구논문은 초등학생과 중학생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 연

구만 확인되었다 국외의 경우 년 아동 낙오 방지법. 2001 (No Child Left 

이 공표된 이후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하였을 때 학생Behind of 2001)

의 학업성취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교육과정 자료의 효과성을 확인한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었지만 예를 들어 국내의 ( , Ch vez et al., 2015) á

경우 학습량에 대한 학생의 인식과 수학 학습 흥미에 대한 설문조사 위

주의 연구 김선희 이승미 와 외국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학술지에 ( , , 2017)

투고한 연구 김구연 가 수행되었다 특히 국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 , 2011) . 

새로운 교육과정의 효과성을 면밀히 살펴본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은 국

외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 연구 양상과는 다른 부분이며 이는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넷째 문헌연구 등 인간 비대상 연구가 국외의 경우 편 이었지, 22 (36.1%)

만 국내의 경우 한 편도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자들마다 수학 교사의 교. 

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관점이 달라 이론적 틀이 요구된다는 Huntley

와 의 지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내 수학교육의 특성을 반Heck(2014) , 

영하여 교사와 교육과정 자료 사이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 연구의 장이 확장

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2.3. 연구 방법별 분석

국내외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 연구논문의 연구 방법별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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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는 표 와 같다 분석 대< -2> . Ⅱ 상인 국내외 편의 연구논문 중 질적 91

연구가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양적 연구가 기타 41.8% 27.5%, 

범주가 혼합 연구가 문헌 연구가 순으로 분포했다16.5%, 12.1%, 2.2% . 

연구 유형 연구 방법
국외 

편수(%)

국내 

편수(%)
합계(%)

실험 연구

양적 연구 10(16.7%) 15(48.4%) 25(27.5%) 

질적 연구 24(40.0%) 14(45.2%) 38(41.8%) 

혼합 연구 9(15.0%) 2(6.5%) 11(12.1%) 

비실험 연구
문헌 연구 2(3.3%) 0(0.0%) 2(2.2%) 

기타 15(25.0%) 0(0.0%) 15(16.5%) 

합계 60(100%) 31(100%) 91(100%)

표 < -2>Ⅱ 연구 방법별 연구논문 편수 분포

본 연구에서 연구 방법별 분석을 통해 주목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 

째 국외 연구논문의 경우 질적 연구의 비중이 으로 가장 높은데 , 40.0%

비해 국내 연구논문은 양적 연구가 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국외의 48.4% . 

경우 장기간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개별 교사의 사례에 집중하

여 수업을 관찰하고 면담하며 연구 결과를 정리한 논문들이 다수인데 비

해 예를 들어 국내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 , Olsher & Even, 2019), 

이 수학과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변화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분석하고 

요구를 확인하는 연구가 많은 영향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정량적인 연구 . 

방법을 적용할 경우 분석이 풍부하지 않고 조작적으로 정의할 수 있거, 

나 측정할 수 있는 자료만 분석하므로 연구 결과가 피상적이며 제한적일 

수 있다(Creswell, 2013). 

국내 연구 중 질적 연구는 으로 양적 연구와 비슷하게 높은 비율45.2%

이지만 국외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료 수집 기간이 일회성에 그치거

나 한 학기 정도로 짧은 편이다 예를 들어 김하림 이경화 국내 ( , , , 2016). 

수학교육 연구의 환경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국외에 비해 갖추어지지 않

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수학교육 연구자들의 협업 아래 수학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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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대한 이론적 틀을 기초로 정교한 연구방법론이 

적용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외 연구의 경우 문헌 연구나 기타 범주에 속하는 연구논문이 , 

각 의 비중으로 분포했으나 국내 연구의 경우 해당 범주에 3.3%, 25.0%

속하는 연구논문이 확인되지 않았다 학술지는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연. 

구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장이므로 국내에서 수행된 수학 교사의 교육

과정 자료 사용 연구논문들을 메타 분석하여 연구의 전개 동향과 선행 

연구의 결과물들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국외 연구자의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대한 이론적 틀을 

소개하고 국외에서 제기된 관점들을 정리하여 국내 수학교육의 현실을 , 

반영한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정립하는 

연구가 수행된다면 연구가 지속가능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 기

대된다. 

2.4. 연구 주제별 분석

국내외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 연구논문의 연구 주제별 분포

는 표 과 같다 국내외 논문 중 교사 전문성에 초점을 맞추어 수< -3> . Ⅱ

행한 연구가 로 가장 많았으며 교사 변인을 분석한 연구가 24.2% 23.1%, 

이론적 고찰을 진행한 연구가 순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그 비중22.0% . 

의 차이가 미미했으며 수업 실행이나 학생 학습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동일하게 의 비중을 차지했다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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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하위 요소

국외 

편수(%)

국내 

편수(%)
합계(%)

이론적 

고찰

이론적 틀 개발- 

새로운 개념 제시- 

연구 동향 분석- 

20(33.3%) 0(0.0%) 20(22.0%)

교사 

변인 

교육과정 자료에 대한 교- 

사의 인식

교수 학습에 대한 교사- ·

의 신념 및 태도

4(6.7%) 17(54.8%) 21(23.1%)

수업 

실행

수업 실행에서의 교육과- 

정 사용 양상

교육과정 의도의 반영 정- 

도

11(18.3%) 3(9.7%) 14(15.4%)

교사 

전문성

교육과정 자료에 대한 교- 

사의 이해 정도

수업 실행을 통한 교사 - 

전문성 신장 정도

12(20.0%) 10(32.3%) 22(24.2%)

학생 

학습

학생의 학업성취도 변화- 

학생의 학습 기회 변화- 
13(21.7%) 1(3.2%) 14(15.4%)

합계 60(100%) 31(100%) 91(100%)

표 < -3>Ⅱ 연구 주제별 연구논문 편수 분포

본 연구에서 연구 주제별 분석을 통해 주목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 

째 국외 연구논문의 경우 이론적 고찰을 진행한 연구의 비중이 로 , 33.3%

가장 높은데 반해 국내 연구논문 중 이론적 고찰을 진행한 연구는 없었

다 또한 국내 연구논문은 교사 변인을 분석한 연구가 로 가장 높. 54.8%

은데 반해 국외 연구논문 중 교사 변인을 분석한 연구의 비중은 로 6.7%

가장 낮았다. 

이는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수학교육 

연구 공동체 내에서 다양한 이론적 틀을 개발하거나 관점을 정리하려 시

도한 국외 연구 풍토와 달리 국내의 경우 연구 기반이 미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상당수의 국내 연구자들은 수학과 교육과정이 개정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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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후로 교육과정 변화에 대한 교사 인식과 요구를 확인하기 위해 교

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를 들어 김동( , 

원 외 황윤희 김선희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수학 교사, 2015; , ; 2018) 

가 교육과정 자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교육과정의 의도는 실제 수업에, 

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외 연구논문은 학생 학습 교사 전문성 수업 실행별로 비슷한 , , , 

비중으로 수행되었으나 국내의 경우 교사 전문성 외에 수업 실행(32.3%) 

과 학생 학습은 각 와 로 낮은 비중으로 수행되었음을 알 수 9.7% 3.2%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의 주요 연구자들이 예비교사교. , 

육에서 교과서 과제를 분석하고 변형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과, 

제 변형의 양상은 어떠한지 확인한 연구들을 다수 진행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국내 연구논문 중 교사 전문성 범주로 분류된 편 중 . 10 6

편은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 

편에 불과했다 주요 연구자에게 집중된 경향이 다양한 연구 집단에서 4 . 

공유될 필요가 있으며 연구 주제를 확장하여 실제 수업에서 교사가 교육

과정의 의도를 반영하여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이로 인한 학생의 변화, 

는 어떠한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2.5. 내용 영역별 분석

국내외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 연구논문의 수학과 내용 영역별 분

포는 표 와 같다 국내외 논문 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나 구< -4> . 91Ⅱ

체적인 내용 영역을 밝히지 않은 연구논문은 제외하였으며 복수의 내용 , 

영역을 분석한 연구는 중복으로 집계하였다 국내외 연구논문 중 대수 .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한 연구가 로 가장 많았으며 기하 48.3%

함수 확률과 통계 순으로 나타났다25.0%, 18.3%,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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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영역 국외 편수(%) 국내 편수(%) 합계(%)

대수 26(54.2%) 3(25.0%) 29(48.3%)

기하 11(22.9%) 4(33.3%) 15(25.0%)

함수 8(16.7%) 3(25.0%) 11(18.3%)

확률과 통계 3(6.3%) 2(16.7%) 5(8.3%)

합계 48(100%) 12(100%) 60(100%)

표 < -4>Ⅱ 내용 영역별 연구논문 편수 분포

본 연구에서 수학과 내용 영역별 분석을 통해 주목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외 연구논문의 경우 대수 영역에 관한 연구가 로 가. , 54.2%

장 많은 데 비해 국내 연구는 기하 대수 함수 가 비(33.3%), (25.0%), (25.0%)

교적 고른 비중으로 분포했다 이는 국외 주요 연구자들 중 대수 영역에 .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한 연구논문이 발표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 Confrey, Maloney, & Corley, 2014; Lloyd, 2009; Otten 

이에 비해 국내 연구자들은 내용 영역에 골고루 관심을 & Soria, 2014). 

갖고 다양한 영역에 초점을 둔 연구를 수행했다. 

둘째 국내외 연구논문 모두 확률과 통계 영역을 분석한 연구의 비중, 

이 가장 낮았다 주어진 불확실성을 수량화한 확률을 이해하는 데 학생. 

뿐만 아니라 교사도 어려움을 겪으며 구나영 외 통계적 추론이 불( , 2020) 

확실한 사고 요소로 인해 수학과 달리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

되어 왔다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은 수업의 질 (delMas, 2010). 

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습까지 결정하는 만큼 다양한 내용 (Choppin, 2011) 

영역의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3. 논의

본 연구는 수학 교사가 교육과정 자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분석하여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연구자의 관점에 시사점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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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목표가 있다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연구와 논. 

의가 낯선 국내 수학교육 연구 환경에서 본 연구가 기여할 수 있는 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장에서는 학술지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국. 

내외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에서 발행되는 수학교육 학술지를 중심으로 년부터 2006

년까지 게재된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연구논문을 2019

수집하였다 이를 연도별 연구 대상 연구 방법 연구 주제 내용 영역별. , , , , 

로 범주화하고 분석하였다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국. 

내외 연구 동향을 탐색함으로써 국외 연구논문에 비해 국내 연구논문에 

부족한 연구를 확인하고 도출한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 연구, 

의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수학 교사가 교육과정 자료를 어떻게 , 

사용하는지 교육과정의 의도는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연, 

구할 필요가 있다 상당수의 국내 연구자들이 교육과정의 변화에 대한 . 

교사 인식과 요구를 확인하기 위해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

기 때문에 국내 연구논문의 경우 교사 변인을 분석한 연구의 비중이 절

반 이상으로 높았다 예를 들어 김동원 외 황윤희 김선희( , , 2015; , , 2018). 

또한 국외 연구논문과 달리 국내 연구논문의 경우 구체적인 수업 실행의 

사례를 분석한 논문의 비중이 낮았다 수학 교사가 교육과정 자료에 제. 

시된 다양한 정보들 중 무엇에 주목하는지에 관한 경험적 연구를 할 필

요가 있다 이에 연구 주제를 확장하여 수학 교사(Fuentes & Ma, 2018). 

가 교육과정 자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자료 사용 연구를 , ·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연구 모두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 

가장 많았지만 학교급별로 비교하면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에 비해 중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비중이 낮았다 교사· . 

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서 교사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교사가 의도한 

교육과정과 실행된 교육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Remillard 

특히 현직교사와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논문& Heck,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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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로 년 이후에 분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직교사에 비해 2010 ,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비중이 높았다 현직교사의 교육과정 자. 

료 사용은 예비교사의 그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에서 현(Lloyd, 2008) , 

직교사 대상의 연구가 확대된다면 수학교사의 전문성 신장 방안을 마련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셋째 국내 수학교육의 현실을 반영하여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 

사용에 관한 관점을 정립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국외 연구에 . 

비해 국내의 경우 문헌 연구를 수행하거나 이론적 틀에 대한 고찰을 한 

연구논문이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 

적용하는 나라의 경우 교육과정 자료가 교사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으며 교육과정 자료의 질과 실제 교수(Grossman & Thompson, 2008) ·

학습의 질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도 아니다 이(Hill & Charalambos, 2012). 

를 위해 국내 수학교육의 현실을 반영하여 수학과 교육과정 자료 수학 , 

교사의 역할을 어떻게 개념화할 수 있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장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이후의 장에서 최대한 반영

하고자 시도하였다 장에서는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 Ⅲ

선행 연구자들의 관점을 확인하고 본 연구에서의 교육과정 자료 해석의 

의미를 규정하였다 장에서는 선행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교. Ⅳ

육과정 자료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수학 학생 환경 요인, , 

으로 구분하고 하위 요소를 도출하였다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채택한 . Ⅴ

연구 방법을 소개하였다 장에서는 장에서 도출한 수학 교사의 교육. Ⅵ Ⅳ

과정 자료 사용의 주요 요인을 기초로 초임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장에서는 장에서 살펴본 사례를 기존의 관점으. Ⅶ Ⅵ

로 설명하는데 부딪히는 한계를 확인하며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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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관점

관점 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 ) ‘ , 觀點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6) 이다 연구자의 관점은 무엇을 ’ .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하여 결론을 이끌어낼 것인가를 결정한다 신경, (

림 조명옥 양진향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동일한 현상이라도 다, , , 2004). 

른 부분을 보고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게 된다 우정호 외 따라서 , ( , 2006).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을 연구한 선행 연구자들이 교육과정 자

료나 교사의 역할에 대해 무엇을 가정하고 어떻게 이해하며 결론을 내렸

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의 사용 사례를 분석하여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연구자의 관점에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선. 

행 연구자들의 관점을 정리하고 본 연구의 철학적 배경인 해석주의로부, 

터 교육과정 자료 해석의 의미를 규정한다 첫 번째 절에서는 수학 교사. 

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연구자들의 관점을 구분하고 각 관점을 , 

따른 주요 선행 연구의 결과를 확인한다 두 번째 절에서는 해석주의의 . 

철학적 배경을 기초로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해석의 의미를 규정하며 기

존의 관점에서의 교육과정 자료 해석은 어떠한지 살펴본다. 

1. 선행 연구자들의 관점

교육과정은 각 국가별로 수년간의 연구 결과를 축적하고 국외 연구 , 

동향을 반영하여 개정된다 이에 교육과정에는 모종의 변화를 도모하려. 

는 의도가 담겨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담고 있다 . 

하더라도 교사들에 의해 수업에서 실제로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를 줄 수 없다 이에 교육학자들은 . Snyder, Bolin, 

6) 표준국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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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류를 토대로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을 충실도Zumwalt(1992)

상호적응 생성 의 관점으로 나누(fidelity), (mutual adaptation), (enactment)

어 살펴보았다 교육학자들은 주로 충실도의 관점의 한계를 지적하며 상. 

호적응의 관점을 대안으로 제시하거나 예를 들어 소경희 교실이( , , 2003) 

라는 맥락을 고려했을 때 상호적응의 관점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며 생성

의 관점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박종덕 각 ( , , 2011). 

관점을 따른 연구들이 교육과정과 관련된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있으나 

교과교육학의 입장보다는 다소 포괄적으로 교육학의 입장에서 연구를 수

행해 본 연구에서 의 분류를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Snyder et al.(1992)

다. 

년대부터 수학 교사와 교육과정 자료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둔 일1980

부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연구자들마다 규정하는 교육과정 자료 교육과, 

정 자료의 사용 교수의 의미가 다양하여 선행 연구의 결과가 일부 상충, 

되는 것처럼 보이며 연구 집단 내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이에 . 

는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Remillard(2005)

용에 관한 핵심적인 개념들을 정리하였으며 연구자들이 취한 수학 교사, 

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관점을 분류하였다 이 연구는 수학교육 . 

연구 집단 내에서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연구논문의 양적 질적인 , 

성장의 시발점이 된 연구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다(Heck, Chval, Weiss, 

& Ziebarth, 2012). 

는 교육과정 자료의 사용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수용Remillard(2005)

선택 해석 참여(following or subverting), (drawing on), (interpreting), 

의 네 가지 관점으로 구분하였다 본 절에서는 (participating with) . 

의 구분을 토대로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Remillard(2005)

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1. 수용의 관점

에 의하면 교육과정 자료의 사용을 수용의 관점에서 바Remillard(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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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본 연구자들은 텍스트를 출발점으로 삼고 공식적 의도된 교육과정과 , 

실행된 교육과정 사이의 충실도는 이상적인 조건 하에 달성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 연구자들은 교육과정을 ( , Freeman & Porter, 1989). 

고정된 것으로 교사의 역할을 교육과정의 전달자로 간주한다 따라서 , . 

그들은 교사의 실천을 확인하는 데 교과서를 출발점으로 삼으며 교사 개

인의 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수용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은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관찰에 기초하

고 가치 편견을 배제하는 실증주의를 따른다 이에 연, (Remillard, 2005). 

구자들은 정량적인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교사가 교육과정 자료에 제시

된 내용을 얼마나 지도하는지 빠뜨리는 부분이 있는지 텍스트로 제시, , 

된 내용과 실제 수업 사이의 일치도는 어떠한지 등에 관심을 갖는다

(Brown, Pitvorec, Ditto, & Kelso 수용의 관점을 따른 연구들은 , 2009). 

교사가 교과서를 어느 정도로 충실히 사용하는가를 객관적인 방법으로 

진단하며 교사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한 처방과 구체적인 제언을 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조재식( , 2002).

구체적으로 과 는 명의 초등 교사가 수학 교과서, Freeman Porter(1989) 4

를 기반으로 어떻게 수업을 실행하는지 조사하였다 연구자들은 정량적. 

인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교과서에 있는 요소를 세분화하고 수업에서 가

르쳐지지 않았는지 언급되었는지 강조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표 , , (< -1> Ⅲ

참조 구체적으로 교사별로 관찰한 수업의 수에서 특정 항목 예 학생 ). , ( : 

연습 교사 설명 등 이 사용된 횟수의 비율을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 ) . 

교사가 각 요소별로 얼만큼의 수업 시간을 사용하는지 교과서에 제시된 , 

순서대로 지도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명의 초등 교사 중 명만이 교과서. 4 1

의 처음부터 끝부분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수업에서 교과서에 제시된 바, 

를 최대한 빠뜨리지 않고 구현하려 하였다 한편 나머지 명의 교사들. , 3

은 교과서를 수의 연산에 관한 절차들을 가르칠 때 참고하는 자료로 보

고 그 외의 부분들은 수업에서 구현하지 않거나 지역의 교육 정책을 고, 

려하면서 선별적으로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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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관찰한 

수업의 

수

학생 

연습(%)

교사 

설명(%)
강화(%) 복습(%)

추가 

연습(%)

재키 132 95.0 87.3 90.2 93.9 20.8

윌마 78 83.3 67.7 36.0 81.3 4.2

도나
하위 

그룹
39 90.6 67.6 38.8 80.0 20.8

상위 

그룹
58 96.0 69.2 41.0 62.5 25.0

앤디
하위 

학생
26 100.0 71.4 85.0 100.0 25.0

상위 

학생
85 88.1 77.8 47.5 100.0 45.8

표 < -1>Ⅲ 교사별 교과서 사용의 차이(Freeman & Porter, 1989, p. 412)

은 교사가 새롭게 개발된 교과서를 얼만큼 수용하는지Tarr et al.(2006)

를 확인하고자 명의 중학교 교사가 교과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분석39

하였다 과 의 연구와 유사하게 연구자들은 수와 연. Freeman Porter(1989)

산 기하와 측정 대수 자료 분석과 확률의 내용 영역별로 교과서가 어, , , 

느 정도로 지도되었는지 지도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였다 특히 연구자, . , 

들은 교과서에 제시된 바가 얼마나 지도되었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강조 

지표 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그림 과 같이 교(Emphasis Index) , [ -1]Ⅲ

사가 내용 영역마다 교과서를 강조하는 비중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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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Ⅲ 내용 영역별 강조 지표의 차이(Tarr et al., 2006, p. 198)

수용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은 교사에게 적절한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의도된 교육과정과 실행된 교육과정 간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고 가정한

다 이에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개발자들이 교사를 위해 (Komoski, 1977). 

어떻게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내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교사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교과서를 충실히 사, 

용할 때 외적 보상을 제공하거나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교사를 위한 구체

적인 안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Freeman & Porter, 1989). 

또한 지역 행정가나 학교 관리자의 관리 감독하에 교사가 교과서와 수업 

사이의 불일치를 확인하고 그 차이를 좁혀가야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Komoski, 1977; Tarr et al., 2006).

1.2. 선택의 관점

에 의하면 교육과정 자료의 사용을 선택의 관점에서 바Remillard(2005)

라본 연구자들은 교실에 초점을 맞추고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를 교사가 , 

의지하고 수업에 활용하는 한 가지 자료로 바라본다 예를 들어( ,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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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선택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은 교육과정 자료를 교육과정 문2000). , 

서 교과서에 국한시키지 않고 그 외의 다양한 자료로 폭넓게 바라보았, 

다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본 수용의 관점을 ( , Sosniak & Stodolsky, 1993). 

따른 연구들이 분석의 시작점으로 교과서를 선택하고 교과서와 교사의 

수업 사이의 일치도를 확인하는데 초점이 있다면 선택의 관점을 택한 , 

연구자들은 교사의 실천을 분석의 시작점으로 선택한다는 차이점이 있

다. 

선택의 관점의 기본 가정은 교육과정은 상황에서 경험되는 것이며 교

육과정 자료는 교사가 이러한 경험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자

원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 Connelly & Clandinin, 1986). Remillard(2005)

는 선택의 관점에서 교육과정 자료는 교사에게 유용한 도구이나 

의 문화적 도구 또는 인공물 과 달리 인간의 활동을 형성할 수 Vygotsky ( )

있는 힘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수용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이 교사의 역할을 공식적 의도된 교육과, 

정의 실행자 로 바라보는 데에 비해 선택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enactor)

들은 실행된 교육과정의 능동적 설계자 로 바라보며 교사(active designer)

의 선택 의지 를 강조하고 교사의 선택으로 인해 교실에서 무엇(agency) , 

이 유도되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선택의 관점을 (Remillard, 2005). 

택한 선행 연구자들은 교육과정 자료가 교사의 행동을 가능하게 하고, 

확장하거나 제한하는 잠재력이 있다는 점을 비중있게 다루지는 않는다. 

선택의 관점을 택한 연구자들은 교사의 선택에 무엇이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선택으로 교실에서는 무엇이 유도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며 실증

주의 또는 해석주의를 인식론적 배경으로 삼는다 또한 선택의 관점과 . 

수용의 관점은 공통적으로 교사가 교육과정 자료를 충실히 사용할 수 있

다고 가정한다는 점에서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Remillard, 2005).

구체적으로 과 는 명의 초등 교사의 수업에서 , Sosniak Stodolsky(1993) 4

교과서와 관련된 자료를 비롯해 교과서 외의 다양한 교육과정 자료

를 교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nontextbook materials) . 

위해 연구자들은 정량적인 연구 방법과 수업 관찰 면담 등의 정성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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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을 혼합하여 적용하였다 명의 교사는 독해 수학 사. 4 (reading), , 

회 과학 맞춤법 영역에 걸쳐 교과서 사용 패턴이 (social studies), (spelling) 

일관적이지 않았다 표 참조 또한 교사에게 교과서는 수업에 대(< -2> ). Ⅲ

한 희망적인 계획이나 구상을 담고 있는 청사진도 아니고 좌절감을 느, 

끼게 하는 자원 도 아니었다 대신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실행하(resource) . , 

는 예를 담고 있는 도구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 

교사가 하는 일상적인 일 이 교과서의 다양한 선택적 사용을 (daily work) , 

촉진했다는 결과로부터 교과서 입시 제도 교육 정책 등에 초점을 맞추, , 

는 것보다 교사가 교육과정이 의도한 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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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력이 많은 명의 중학교 교사가 수학교육 개혁 프로젝Smith(2000) 1

트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교육과정 자료를 어떻게 학습하는지 이전의 교, 

육과정 자료와는 어떻게 균형을 찾아가는지를 분석하였다 외형적으로 . 

유형화된 행동을 분석하는 실증주의와 달리 는 해석주의의 입장을 Smith

교과서 관련 

자료

교과서 외의 

자료
사용

하지 

않음

합계

분( )

관찰

일수교과

서

안내

서

워크

북

교과

서 외 

자료

평가

용 

문제

기타

학교 

앨리스
독해 27.5 2.8 11.2 7.6 14.2 31.9 4.8 564 11
수학 53.2 7.2 … 19.1 … 14.4 6.1 540 11

사회과학 … … … 23.5 … 57.3 19.2 349 9
맞춤법 42.5 29.6 … 12.2 … 13.0 2.8 247 8

캐롤
독해 51.3 3.3 33.6 … … 8.2 3.6 987 13
수학 98.2 … … … … 1.1 .6 446 11

사회과학 17.3 … … 20.3 … 28.8 33.8 400 8
맞춤법 61.0 … … … … 3.0 36.1 133 9

학교 
톰

독해 5.6 … 7.8 … 22.7 60.2 3.6 498 11
수학 반 24.5 10.2 … … 53.4 2.2 9.6 363 8
수학 반 23.0 … … … 43.8 23.8 9.3 400 10
맞춤법 … … … … … … 100.0 41 …

니나
독해 15.7 … 15.5 … 22.3 37.4 9.1 471 9

사회과학 75.3 … 14.3 … … … 10.4 308 9
영어 반 56.0 3.0 … … … 29.0 13.0 316 8
영어 반 64.0 3.0 … … … 24.0 9.0 320 8
맞춤법 … … … … … … … 0 …

표 < -2>Ⅲ 내용 영역별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 관찰한 수업 시간에: 

서의 백분율 을 계산하여 나타냄(%) (Sosniak & Stodolsky, 1993, 

p.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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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수업 관찰 교사와의 면담 등의 정성적인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교, 

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을 확인하였다 교사는 새로운 교육과정 자료를 . 

사용하면서 표 과 같이 학생을 어떻게 참여시켜야할지 교사가 질< -3> , Ⅲ

문을 어느 정도로 해야할지 등에 관한 딜레마를 겪었다 또한 동료 교사. 

와의 협력이나 교사교육 전문가의 도움 자신의 수업을 반성함으로써 딜, 

레마를 해결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의 의도를 이해하고 수업에 적용할 수 , 

있었다. 

이전의 연구자들과 달리 는 수업 관찰이나 면담과 같은 연Smith(2000)

딜레마 년 가을1990 년 겨울1991 년 봄1991

교사가 얼마나 

주도하는가

교사가 대부분의 

질문을 함

교사가 대부분의 

질문을 함

교사가 몇몇 

질문을 함

많은 질문이 

원하는 답변으로 

이어짐

많은 질문이 

원하는 답변으로 

이어짐

많은 질문이 

학생들에게 

비계 를 (scaffolding)

제공함

교사가 주도하는 

전체 학급

토론(whole-class) 

교사가 주도하는 

전체 학급 토론

교사가 촉진하는 

전체 학급 토론

-
교사가 다중 해법 

전략을 질문함

교사가 다중 해법 

전략을 질문함

학생은 얼마나 

참여하는가

학생들이 

프로젝터를 통해 

풀이를 공유함

학생들이 

프로젝터를 통해 

풀이를 공유함

학생들이 

프로젝터를 통해 

풀이를 공유함

구조화된 질문에 

같은 응답을 함

구조화된 질문에 

같은 응답을 함

같은 응답을 하지 

않음

협동 학습(25%) 협동 학습(25%)
협동 학습(30% 

초과 미만50% )

-
학생들이 서로 

질문을 함

학생들이 서로 

질문을 함

표 < -3>Ⅲ 시기별로 교사가 겪는 딜레마 의 일부(Smith, 2000, p. 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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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방법을 적용하여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을 이해하려 노력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교사가 교육과정의 의도를 수업에서 구현하는. 

데 경험하는 딜레마와 이를 극복하면서 수학 교수 학습에 새롭게 갖게 ·

된 신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면에서 여, 

전히 교육과정 자료의 사용을 이해할 때 교사보다는 교육과정 자료에 , 

초점을 맞춘다고 볼 수 있다.

1.3. 해석의 관점

에 의하면 교육과정 자료의 사용을 해석의 관점에서 보Remillard(2005)

는 연구자들은 교사를 공식적 의도된 교육과정의 의미 형성자, (meaning 

로 간주하고 교사에 초점을 맞춘다 이들은 교육과정 자료의 충실maker) . 

한 사용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며 교사는 자신의 신념과 경험을 기초로 

저자의 의도를 해석하여 자신의 의도를 만들고 교육과정 자료를 사용한

다고 가정한다(p. 216). 

에 의하면 문서로 제공되는 교육과정 자료와 실제로 Ben-Peretz(1990)

실행되는 교육과정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교사는 공식적 의도된 . , 

교육과정과 실행된 교육과정을 매개하는 핵심적인 존재로서 개인의 지식

과 경험에 기초하여 교육과정 자료에 대한 가치 판단과 비평을 하게 된

다 즉 해석의 관점에서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의 사용은 단순히 지식의 . , 

전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자신의 교수 맥락을 이해하고 박종, (

덕 이를 수업으로 구현하는 과정이다, 2011) .

해석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은 해석주의를 기반으로 한다(Remillard, 

해석주의를 따른 연구자들은 실증주의와 같이 이론과 실천을 이2005). 

원론적으로 구분하면 진정한 교육의 본질을 포착하지 못한다고 비판하였

다 특히 그들은 수용의 관점은 실행된 교육과정을 공장의 (Aoki, 2005). 

자동화 공정 중 하나로 보는 것이라 비판하고 의도된 교육과정에서 실, 

행된 교육과정으로 이행하는데 교사에 의한 조율 즉 교사가 의도한 교, , 

육과정을 강조하였다 박종덕 해석의 관점에서 교사는 다양하게 (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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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자료를 해석할 수 있고 자유롭게 교육과정 자료를 선택할 수 ,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실증주의를 따르는 수용의 관점이나 선택의 관점. 

과는 다른 측면에서 교사의 실천을 바라볼 수 있다(Magrini, 2015). 

해석의 관점을 따른 선행 연구자들은 교사가 교육과정 자료를 유연하

게 사용할 때 교육과정의 잠재력이 수업에서 구현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예를 들어 이에 교사의 해석의 본질과 이에 영향을 ( , Ben-Peretz, 1990). 

미치는 요인 이로 인한 실천에 관심을 갖는다 교사는 , (Remillard, 2005).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과 교과서에서 제시한 목표나 학생의 사고에 관해 

다양하게 해석하고 개정의 방향에 동의하지 않고 자신의 실천을 변화시, 

키지 않을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는 두 명의 초등 교사가 교육과정 자료를 어, Collopy(2003)

떻게 해석하고 수업하는지 확인하였다 두 명의 교사는 모두 교육과정 . 

자료를 철저하게 읽었다고 밝혔지만 교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

했는지에는 차이가 있었다 한 교사는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 , 

에 대한 정보를 얻기를 기대하고 교사 안내서의 지침이 도움이 되었다, 

고 밝혔다 반면 수학적 지식의 수준이 높은 다른 교사는 수학적 측면. , 

이나 교수학적 측면에서 교육과정 자료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학적 지식의 수준이 높은 교사의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자료를 계속 사용하면서 클락 은 곱셈 나눗셈 소수 및 분(Clark) , , 

수에 대한 수업에서 교육과정 자료가 학생들에게 표준화된 문제 해결 알고

리즘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교육과정 자료의 개발자. 

들이 학생들이 이러한 기본 도구 없이 추상적 이고 조작적‘ ’ ‘

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할 수 있는지 궁금했다 교사는 학(hands-on)’ . 

생들이 교육과정 자료의 이름 의 활동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Investigations( )

는 데 필요한 사전 지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자신의 딜레마를 . 

간결하게 말했다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거나 : “

적절한 단계를 거치도록 하나요 인터뷰 중략?”( , 12/96). ( )

그녀는 한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페이지를 읽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핵11 “

심을 맴도는 느낌이 든다 고 설명했다 인터뷰 그녀는 교육과정 자” ( , 12/96). 

료의 개발자가 모든 교사를 고려하며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그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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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수학이 강점이 아닌 교사에게는 도움이 될 ‘ ’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인터뷰 저경력의 교사라면 이 교육과정 자료( , 12/96). “ (

가 매우 도움이 될 거에요 왜냐하면 교육과정 자료는 교사가 아이들과 어) . 

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아이들을 어떻게 안내할 것인지에 대한 안내가 있기 , 

때문이에요 당신이 몇 년 동안 가르친 후에는 그렇다고 내가 자만하는건 . –

아니에요 교사가 몇 년 동안 이러한 것들을 가르친 후에는 제시된 내용- (

을 추측할 수 있어요 인터뷰) .”( , 5/97) (Collopy, 2003, p. 299).

는 명의 초등 교사들의 수업을 관찰하여 교사가 교Brown et al.(2009) 4

육과정 자료의 의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로 인한 수업은 어떠한지 , 

확인하였다 연구진은 교사가 실행하는 수업의 순서가 교육과정 자료에 . 

제시된 바를 따르고 있어 표면적으로는 교육과정 자료를 따르는 것처럼 

보여도 교육과정 자료의 의도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반. 

대로 교사가 교육과정 자료의 의도에 강하게 동의하지만 실제 수업에서

는 그 의도와 다르게 구현될 수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는 명의 중학교 교사들이 교육과정 자료를 어떻게 해석Ch vez(2003) 3á

하고 이는 수업에서 무엇을 유도하는지 확인하였다 세 교사는 모두 교. 

육과정 자료를 사용할 때 자신의 수학 및 수학 교수 학습에 대한 신념, ·

과 교과서의 철학 사이의 일치 여부를 고려하였다 또한 연구진은 세 교. 

사 모두 학생들에게 어떠한 과제를 제시할지를 결정할 때 교과서의 범위

를 준수하는 것처럼 보여도 교사의 해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교과서가 수업 실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분석하였다 연구 결. 

과 수학에 대해 비슷한 신념을 가진 두 교사 데이비드 와 케이트, ( (David)

가 교사와 학생의 역할을 매우 다르게 가정한 전통적인 교과서와 (Kate))

개혁적인 교과서로 수업할 때 자신의 신념에 맞지 않을 경우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자료를 이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같은 교. 

과서로 수업하더라도 교사의 수학 및 수학교육에 대한 신념과 교과서의 

철학에 대한 해석의 차이 데이비드와 파멜라 로 수업 실행이 다( (Pamela))

르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세 교사가 교육과정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였는. 

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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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실행할 때 데이비드의 결정과 선택은 수학과 수학교육에 대한 그의 

신념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데이비드는 수학을 일련의 절차로 생각하고. , 

학생들이 이러한 절차를 습득하는 데 관심이 있다 교과서를 재구성하는데 . 

데이비드의 이러한 신념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데이비드에게 교과서는 교. 

육 철학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제와 활동의 출처일 뿐이다 그는 교과. 

서를 좋아하지 않았고 진짜 수학 책 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 ’

업의 순서나 제시된 유의 사항의 대부분을 무시했다 중략. ( ) 

파멜라에게는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해결책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이는 교육과정 자료 에서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 (MiC) . 

한 의미에서 는 파멜라의 수학교육에 대한 신념과 일치했다 그녀는 자MiC . 

신의 역할을 교과서와 학생들 사이의 중개자로 생각했으며 과제를 구조화

하고 학생의 활동을 촉진하도록 하였다 교과서는 학습 경로를 제공하고. , 

학생들이 어느 경로를 따라가는지를 알 수 있게 했다 파멜라의 교육과정 . 

자료의 재구성은 자신의 신념 지역 교육구의 정책 교과서가 제공하는 잠, , 

재적 학습 기회의 영향을 받았다 그녀는 더 자유롭게 교육과정 자료를 사. 

용하고자 했으나 교과서의 체계를 따르면서 자신의 신념을 반영하여 관련

된 내용을 지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략. ( )

케이트는 학생들이 수학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과

정 자료가 필요했다 그녀는 특히 학생들이 배운 것을 학년 말에 잊지 않을. 

지 걱정했다 다른 교과서를 본 후 그녀와 학교 의 . , (Charles School District)

다른 교사들은 를 알게 되었다 케이트는 수학 학습에서 연K-6 Saxon Math . 

습과 반복을 통한 개념과 절차의 습득에 초점을 두었고 는 이를 Saxon Math

잘 구현했다 그녀는 교과서에서 권장하는 교수 학습 방법에 긍정적이었고 . ·

이를 수용했다 교과서는 그녀가 믿을 수 있는 구조와 지침을 제공했다 케. . 

이트는 교과서를 내용과 방법 측면에서 권위자로 보았다(Ch vez, 2003, pp. á

111, 131, 147).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용이나 선택의 관점을 따르는 연구자들은 , 

교사가 교육과정의 의도를 충실히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는 

것에 비해 해석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은 충실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가정한다는 점에서 수용 및 선택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보다 교사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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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주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해석의 관점. 

을 따른 연구자들이 교육과정 자료를 과제와 개념이 표현된 것 교사의 , 

역할을 자신의 신념과 경험에 의존하는 의미 형성자로 바라본다는 점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교육과정 자(Remillard, 2005) . 

료가 교사에게 미치는 영향보다는 교사가 교육과정 자료에 미치는 영향

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 예를 들어 에서 ( , Ch vez, 2003; Collopy, 2003)á

궁극적으로는 교사의 해석의 본질과 이로 인한 실천에 연구의 초점이 있

다고 볼 수 있다(Remillard, 1996/2005).

1.4. 참여의 관점

에 의하면 교육과정 자료의 사용을 참여의 관점에서 보Remillard(2005)

는 연구자들은 교사와 교육과정 자료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가정

하며 교육과정 자료의 사용을 자료와의 협력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 

앞서 언급한 해석의 관점과 참여의 관점은 상당 Sherin & Drake, 2009). 

부분 유사하지만 분석의 초점에 차이가 있다 해석의 관점을 따르는 연. 

구자들은 교육과정 자료의 사용을 텍스트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교사가 

해석하는 과정으로 바라보지만 참여의 관점을 따르는 연구자들은 참여, 

적 관계의 본질에 관심이 있어 교사가 교육과정 자료를 어떻게 사용하는

지 그들 사이의 관계에 무엇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중점을 둔다, (p. 221). 

특히 참여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은 교사와 협력하여 교사가 처한 상, 

황을 개선하는데 목표를 갖는다(Creswell & Plano Clark, 2011). 

은 의 이론에 따라 교육과정 자료를 목표 지향적Brown(2002) Vygotsky , 

인 행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고 사용한 물질 세계의 일

부인 도구로 개념화하였다 교육과정 자료는 물질적인 측면을 띄고 있지. 

만 사회문화적 구성물이기도 하다 이에 사회적이며 문화적인 의미도 포. 

함하고 있다 교육과정 자료는 인간의 행동에 의해 매개화된 문화적 도. 

구로서 인간의 행동을 가능하게 하고 확장하거나 제한하는 잠재력을 갖, 

고 있다 참여의 관점에서 교육과정 자료의 사용은 사회문화적 도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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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해석의 관점에 비해 교육과정 자료가 교사에

게 미치는 영향에도 주목한다는 차이가 있다. 

참여의 관점에서는 교사가 교육과정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며 사용하는

지 뿐만 아니라 교사가 교육과정 자료를 사용하면서 어떻게 학습하며 이

로 인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주목한다 따라서 교(Remillard, 1996/2000). 

사와 교육과정 자료 사용 사이의 역동적이며 복합적인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교사가 자료와 상호작용하는 방식과 이러한 상호작용이 교사와 자

료에 의해 어떻게 매개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Remillard, 2019).

참여의 관점을 따른 가 제시한 교사와 교육과정 사이의 관계Remillard

에 관한 틀 은 그림 와 같다 이는 교사와 교육과정 사(framework) [ -2] . Ⅲ

이의 관계에 관련된 요소들과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것으로 교

육과정 자료의 사용은 텍스트에의 참여와 이에 대한 해석을 포함한다. 

그림 [ -2]Ⅲ 교사 교육과정 관계에 관한 틀- (Remillard, 2005, p.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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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틀의 구성 요소는 교사 교육과정 그들 사이의 참여의 관계 그 산, , , 

물인 계획된(planned)7) 실행된 교육과정이다 교사는 교사의 지식 역량, . , , 

신념 인식 경험 등의 개인적 특성을 포함하며 교육과정의 경우 이를 , , , 

둘러싼 원은 쉠 즉 교육과정이 교사 또는 사회에서 어떻게 인(schemes), , 

식되느냐를 나타낸다 쉠을 통해 내부 원으로 표현된 객관적으로 주어진 . 

구조에 마주하게 된다 교사는 교육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내용이나 직. 

접적으로 관련 없는 기능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 이는 이전 교. 

육과정과 구조 의도 외양 이 실질적으로 다른 새(structures), (voice), (look)

로운 교육과정이 발표될 경우 교사와 교육과정 사이의 관계를 지속적으

로 탐색할 가치가 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계획된 실행된 교육과정을 . , 

둘러싼 화살표들은 수업 설계 단계에서 교사와 교육과정 사이의 참여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수업 실행과 반성의 단계에

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순환적 특성을 나타낸다 특히 실행된 교육과정은 . 

교사와 학생 이를 둘러싼 맥락 을 반영한다 참여의 관점을 따르, (context) . 

는 연구자들은 교육과정에의 참여뿐만 아니라 수업 실행으로부터 교사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Drake & Sherin, 2006). 

과 는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을 문서 발생Gueudet Trouche(2009)

으로 설명하였다 이들은 문서 발생의 과정을 (documentational genesis) . 

두 과정으로 구분했는데 이는 그림 과 같다 첫 번째 과정은 도구 [ -3] . Ⅲ

전용화 로 교사가 교육과정 자료를 재구성하는 과정이(instrumentalisation)

며 두 번째 과정은 도구 조정화 로 교육과정 자료로 인해 (instrumentation)

교사의 쉠이 형성 또는 제한 되는 것이다 교사의 문서 발생의 구체적인 ( ) .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즉흥적이지만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목표를 달성하도록 행동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Sensevy, 2011). 

7) 가 언급한 계획된 교육과정은 교사의 수업 계획을 의미한다는  Remillard(2005)
면에서 본 연구에서의 교사가 의도한 교육과정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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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3]Ⅲ 문서 발생(Gueudet & Trouche, 2009, p. 206)  

가 주장한 참여의 관점과 과 가 Remillard(2005) Gueudet Trouche(2009)

제안한 문서 발생은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을 분석하고 설명하도록 

하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며 교사의 실천의 복잡성과 역동성을 포착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들은 기본적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할 . 

때 교사의 실천은 변형적이고 발생적인(transformational and generative) 

과정으로 보아야한다는 관점을 공유한다 이때 발생이(Remillard, 2019). , 

란 교사가 자원을 선택하고 재구성하고 수업을 실행하는 중 겪게 되는 

학습을 의미하는데 연구자(Gueudet & Trouche, 2009; Pepin et al., 2013) 

들은 교육과정 자료를 이용해 교사의 전문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

지 교사의 학습을 위한 시사점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 

다. 

구체적으로 는 개혁적인 성향의 교육과정 자료를 사용하는 , Lloyd(1999)

두 명의 고등학교 교사가 교육과정 자료에서 강조하는 협력과 탐구라는 

요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수업에서 구현할 때에는 차이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로부터 연구자는 교육과정 자료만으로는 실천에 변. 

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연구자는 새로운 교육과정 . 

자료의 방향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교사가 그것의 효과 를 체(efficacy)

감해야하며 이는 과제를 선택할 때 학생의 추론을 예측할 때 적절한 , , 

담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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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는 새 교육과정 자료를 접하는 명의 초등 교사Sherin Drake(2009) 10

들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을 분석했다 그들은 교사를 교육과정 자료의 . 

해석자이자 평가자로 바라보았으며 교사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때 취하

는 태세 를 교사의 교육과정 전략 이라 하였(stance) (curriculum strategy)

다 교육과정 전략은 교육과정 자료의 읽기 평가하기 재구성하기의 세 . , , 

가지로 구성된다 연구 결과로 제시된 의 교육과정 전략은 표 . Beth < Ⅲ

와 같다 과 가 제시한 교육과정 전략은 수업 전과 후에 -4> . Sherin Drake

걸쳐 교사의 교육과정 사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점검하고 교사가 무엇, 

을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관한 통찰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 

읽기 평가하기 재구성하기

수업 전

수업에서 제시된 

활동의 전체적인 

개요를 점검함;

수업에서 어떻게 

수학적 아이디어가 

의사소통되어야 

할지 광범위하게 

점검함

수업 중 제시된 

활동들 사이의 

연결성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고려함

연결성을 

높이는(transitional) 

활동을 추가함

수업 중

수업 중 학생의 

수학에 대한 

이해를 고려함

새로운 설명과 

용어를 추가함

수업 후

학생들이 복습이 

더 필요한지 

고려함; 

교사가 수업에서 

활동들을 잘 

이끌었는지 고려함

표 < -4>Ⅲ 의 교육과정 전략Beth (Sherin & Drake, 2009, p.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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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명의 중학교 교사가 교육과정 자료를 어떻게 재구성Choppin(2011) 3

하는지 교육과정 자료에 대해 무엇을 이해했는지를 확인하였다 세 명, . 

의 교사는 수업의 목표나 흐름을 정할 때 교육과정 자료를 따르지만 학

생의 사고를 관찰하고 이에 대응하여 과제를 수정하는 것에 차이가 있었

다 학생의 사고를 가장 집중적으로 관찰한 교사는 이를 유의미하게 반. 

영하여 교육과정 자료를 재구성하였다 유의미한 재구성을 위해서는 과. 

제 설계에 원리에 대한 이해와 그 원리가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구현되

는지에 대한 경험적인 이해가 모두 필요했다 경험적인 이해는 교실을 . 

둘러싼 다양한 맥락을 반영하기에 교육과정 개발자는 모든 상황을 예측

할 수 없으며 교육과정 자료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교사에 의해 촉진

될 수 있다 은 교육과정 자료가 제공하는 이론적인 지식과 교사. Choppin

가 이를 적용하면서 겪는 경험적인 지식이 상호보완할 때 교육과정 자료

의 방향을 반영하여 학생의 학습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지금까지 의 연구를 토대로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Remillard(2005)

의 사용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범주화하며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각 관점을 따르는 연구자들은 교육과정 자료와 수학 교사의 역, 

할 및 그들 사이의 관계를 다르게 규정하였다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 

료 사용에 관한 관점들의 기본 가정과 이론적 배경 연구의 초점을 정리, 

한 바는 표 와 같다< -5> . Ⅲ 가 언급한 바와 같이 수학 교Remillard(2005) , 

사의 교육과정 자료의 사용에 관한 모든 연구가 앞서 언급한 네 가지 관

점 중 하나에 대응되는 것은 아니며 두 가지 관점을 통합한 입장을 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로 인해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 

의 연구의 기본 가정과 이론적 배경을 밝히고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는 , 

분야와 교육과정 자료 및 교사의 실천에 관한 서로 다른 통찰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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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련된 개념

수용의 관점 선택의 관점 해석의 관점 참여의 관점

교육과정 

자료의 개념

실행된 

교육과정의 

고정된 표현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 중 하나

과제와 개념의 

표현

도구 또는 

인공물; 

사회문화적 

진화의 산물

교사의 

역할의 개념

공식적 의도된 , 

교육과정의 

실행자

실행된 

교육과정의 

능동적 설계자

의미 형성자; 

의미 형성을 

위해 신념과 

경험에 의존

실행된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해 

교육과정 

자료와 

협력하는 사람

교사와 

교육과정 

자료 사이의 

관계

충실한 사용은 

가능하며 

추구하는 

목표이다

교사는 

교육과정에 

대해 선택 

의지가 있다

충실한 사용은 

불가능하다

교사와 

교육과정 

자료에 의해 

영향을 받는 

참여의 관계

이론적 또는 

인식론적 

배경

실증주의
실증주의 또는 

해석주의

해석주의 독자 

반응 이론

사회문화적 

분석

연구의 초점

연구 문제의 

예

교사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텍스트 요인 어

떤 상황에서 어

느 정도로 교사

는 교과서를 충

실히 사용하는

가 충실도는 

어떻게 향상시

킬 수 있는가

교사의 선택 의

지 교사의 선택

에 무엇이 영향

을 미치는가

교사의 선택으

로 교실에서는 

무엇이 유도되

는가

해석의 본질과 

그로 인한 실천

교사는 교육과

정 자료를 어떻

게 해석하는가

이러한 해석은 

수학 교수에서 

무엇을 유도하

는가

참여의 관계 교

사는 교육과정 

자료에 어떻게 

참여하고 사용

하는가 교사와 

교육과정 자료

에 관한 어떤 

요인들이 이 관

계에 영향을 미

치는가

표 < -5>Ⅲ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연구자들의 관점의 기본 

가정과 이론적 배경(Remillard, 2005, p.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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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과정 자료 해석

동일한 교육과정 자료에 기반을 두어도 교사는 이를 서로 다르게 바라

볼 수 있고 교사마다 수업 실행 역시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이에 공식적 . 

및 의도된 교육과정과 교사가 의도한 교육과정과 실행된 교육과정을 구

분하여 바라볼 수 있고 교사의 역할에 주목할 (Remillard & Heck, 2014),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의 개발이나 교사교육의 측(Sherin & Drake, 2009). 

면에서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해석이 주목을 받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없어 그 의미가 모호하다 한편으로는 교육과정 자. 

료 해석이 학자들마다 다르게 규정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주목하기나 추, 

론 과 혼용되기도 한다(reasoning) (Stahnke et al., 2016). 

본 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관심을 두는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이 

어떠한 철학적 가정으로부터 출발하는지 살펴보며 이로부터 교사의 교육

과정 자료 해석의 의미를 규정한다 또한 본 연구의 철학적 배경에 비추. 

어보았을 때 수용 선택 해석 참여의 관점을 따른 선행 연구자들이 살, , , 

펴본 교육과정 자료 해석은 어떠한지를 살펴본다.

2.1. 교육과정 자료 해석의 의미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을 교사가 의도한 교육과정과 실행된 교육

과정을 이루는 교사의 실천으로 본다면 이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자가 어

떤 패러다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들이 수행하는 연구에 차이가 생긴

다 여러 패러다임들은 서로 다른 존재론과 인식론 방법(Creswell, 2013). , 

론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그들간의 소통이 힘들다(Cohen, Manion, & 

Morrison 현대 사회에는 다양한 패러다임들이 존재하며 이를 분, 2018). 

류하는 기준도 다양하지만 이 절에서는 실증주의와 해석주의를 살펴봄으

로써 본 논문에서 관심을 두는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이 어떠한 철

학적 가정으로부터 출발하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실증주의와 해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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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 가정과 주요 개념들을 살펴봄으로써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해석

이 무엇인지 명확화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우선 실증주의와 대비되. 

는 해석주의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본 논문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해, 

석주의가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생각해 보

았다. 

실증주의는 객관적 인식론을 바탕으로 하며 객관적 실재로서의 진리를 

추구한다 따라서 실증주의의 입장을 따른 연구자들은 인간의 행동에 관. 

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하여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고 통제, 

하는 것에 관심을 둔다 이에 연구자들은 관찰이나 실험 등의 정량적인 .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가치 중립적으로 보편적인 법칙을 찾으려는 태도

를 지향한다 그러나 실증주의는 객관적 인식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 

인간의 주관을 경시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인간의 인식 자체가 자( ) . 輕視

신이 처한 상황의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에 따라 객관적 실재로서의 진리를 추구하는 실증주의에 반대하며 

해석주의 패러다임이 부각되었다 은 실증주의와 해석. Cohen et al.(2018)

주의와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여기서 두 가지 패러다임 실증주의와 해석주의 간의 두 가지 차이점을 확( ) 

인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행동 과 활동 의 개념에 . ‘ (behavior)’ ‘ (action)’

관한 것이다 두 번째는 이론 의 개념을 다르게 규정한다는 것이. ‘ (theory)’

다 실증주의 패러다임의 핵심 개념인 행동 은 외부 자극 예 다른 사람 . ‘ ’ ( : 

또는 사회의 요구 또는 내부 자극 예 굶주림 또는 달성할 필요성 에 대한 ) ( : )

반응 을 의미한다 외부 자극과 내부 자극 모두 행동의 원인은 과(response) . 

거에 있다 반면 해석주의 패러다임은 활동 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의. , ‘ ’ . 

미를 포함하는 행동 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이(behaviour-with-meaning) . 

는 의도적인 행동이며 미래 지향적이다 활동은 행위자의 경험을 공유하며 . 

의도를 확인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다. 

이론과 관련하여 두 패러다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실증주의를 . , 

따르는 연구자들은 인간 행동에 대한 일반 이론을 고안하고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여 이를 검증하려 한다 중략 연구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의 행. ( ) 

동과 사회적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보편적인 합리적 체계‘ (r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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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축하는 것이다edifice)’ .

하지만 해석주의를 따른 연구자들은 어떠한가 그들은 개인으로 시작하여 ? 

주변 세계를 개인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한다 실제로 그들은 . 

이해 과 해석학 의미 발견 및 ‘verstehen’(‘ (understanding)’) (hermeneutic)(

해석 과 같은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외부인이 아닌 참여자의 눈을 통해 세)

계를 보려고 한다 또한 그들은 인간의 행동이 의도적이라는 것을 인식하. 

고 사람들이 자신의 눈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그 해석에 따라 활동 하, (act)

며 연구자들이 이를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략 따라서 해석주의  , . ( ) 

패러다임을 따른 연구는 본질적으로 탐구적이며 상황에 관해 참여자가 구

성한 해석을 조사하고 그들의 태도 행동 및 상호작용을 이해하려 한다, 

(Cohen et al., 2018, pp. 19-20).

실증주의 패러다임을 따른 연구자들은 주로 정량적으로 증거를 얻고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에 집중한다 그러나 우정호 외 에 의하면 . (2006)

대부분의 교수 맥락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교수 실험이나 통계 분석을 위한 변인의 통제가 가능하지 않은데 이에 

관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서로 다른 교사가 실험반과 통제반을 가르친다면 교사가 가장 중요한 변인, 

이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동일한 교사가 실험반과 통제반. 

을 같은 날 지도한다면 이번에는 수업을 실시한 시간이 중요한 변인이 될 , 

수 있다 즉 실험반은 오전에 수업을 실시했고 통제반은 오후에 수업을 했. , , 

다는 사실이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실험반과 통제반을 동일한 교사가 . 

지도한다고 하여도 교사가 실험반에 대해 더 열정적으로 지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험반과 통제반 사이에 큰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 우정호 외( , 

2006, pp. 13-14). 

해석주의의 입장에 있는 연구자들은 객관적 실재로서의 진리를 추구하

는 실증주의의 입장에 반대한다 그들은 외형적으로 유형화된 행동을 관. 

찰하는 실증주의와 달리 인간의 행동 깊숙이 자리잡은 의미를 찾아내는

데 초점을 둔다 즉 그들은 인간은 결코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실재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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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할 수 없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실재에 관한 하나의 해

석을 또 다른 관점과 비교하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최명선( , 2005, p. 

33). 

해석주의 패러다임에 따르면 인간은 해석을 하는데 이는 인간이 어떤 ,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고 나름의 의미를 , 

구성하여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Gadamer, 1975; Gallagher, 1992). 

이는 인간이 세계를 볼 때 자신이 갖고 있는 독특한 렌즈에 의해 해석된

대로 세상을 파악한다는 기본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Cohen et al., 2018).  

인간이 구성하는 의미는 주관적이고 다양하며 변화한다 또한 이러한 . 

의미들은 인간에게 단순히 각인된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개, 

인의 삶 속에서 작용하는 역사적 사회문화적 규범에 의해 형성된다, 

즉 해석주의 패러다임은 주관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 (Creswell, 2013). , 

지식 합리성의 준거가 인간 주체와 무관하게 또는 인간 주체의 밖에 객, 

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회문화적 상황 속에서 인간의 , 

숙고를 통해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한다(Gallagher, 1992). 

해석주의 패러다임에서 해석은 인간의 모든 행동을 밑받침하는 것 즉 , 

해석이 인간 존재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라고 본다 이는 (Gordin, 2009). 

인간의 해석이 인간이 행하는 무언가 중 하나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 그 

자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해석은 특정 부분에만 작용하거나 일정한 . 

단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활동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해석주의의 입장을 따르는 연구자들은 인간의 행동

에 대한 보편적인 법칙을 찾는 것 보다는 인간의 존재론적인 과정을 이

해하고 설명하려 노력한다고 볼 수 있다.  

에 의하면 인간은 낯선 것을 보면 이미 익숙한 것의 영Gadamer(1975) , 

향으로 해석을 하게 되며 그러면 우리에게 다시 친숙한 해석이 된다 인. 

간은 이 친숙해진 해석을 바탕으로 낯선 것을 보면 또 다시 낯선 것에 

대한 해석을 추구한다 따라서 인간의 해석은 낯선 것과 익숙한 것 사이. 

의 끊임없는 순환의 과정을 통해 반복되며 이는 닫힌 과정이 아니라 점

차 해석이 나선형으로 폭과 깊이가 더해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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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인간의 해석은 특정한 관점에서 시작되며 오류 (Gallagher, 1992).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즉 인간의 해석이 결코 완전할 수 없다는 점, , 

을 의미하며 최명선 본질적으로 더 깊은 이해를 향한 열린 과정으( , 2005) 

로 볼 수 있다(Brown, 2001). 

이러한 철학적 가정을 바탕으로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해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자 먼저 인간의 해석을 상황을 이해하고 나름의 . , , 

의미를 구성하는 것으로 바라본 와 를 기초Gadamer(1975) Gallagher(1992)

로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해석은 교사가 자신의 교수학적 상황을 이해, 

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교수학적 상황이. 

란 교사가 학생이 어떤 수학적 지식을 학습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

는 즉 교수학적 의도가 담긴 상황을 의미한다, (Brown, 2001; Gallagher, 

1992). 

해석주의의 입장을 따라 인간의 해석이 인간 존재의 근간을 이루는 것

이라고 본다면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해석은 교사가 수업(Gordin, 2009), 

을 설계 실행 반성하는 특정한 단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교, , 

사의 실천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다 또한 해석주의 패러다임을 따라 인. 

간의 해석을 낯선 것과 익숙한 것 사이의 끊임없는 순환의 과정으로 이

해한다면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해석은 사물이나 사실(Gallagher, 1992) 

을 바르게 알게 되었다는 것보다는 이전과는 다르게 볼 수 있게 되‘ ’ 

었다는 것을 뜻한다 결과적으로 절대적으로 타당한 교사의 (Ell, 2006). , 

해석은 없으며 교사의 해석은 어느 한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영속

적인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철학적 배경을 기초로 교육과정 자료 사용을 선

행 연구자의 정의를 포괄하면서도 깊이 있고 확장된 개념으로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서 교사가 구성, 

하는 의미 즉 교사의 해석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교사가 자신이 처, , 

한 상황에서 가르쳐야 할 수학적 지식 학생 다양한 교육 환경과 상호, , 

작용하며 구성한 의미를 확인하며 이는 교사의 실천과 어떠한 관련이 있

는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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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존 관점에서의 교육과정 자료 해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용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은 교과서가 실, 

행된 교육과정을 대표한다고 보며 교사는 교육과정 문서로 대표되는 공

식적 교육과정과 교과서와 지도서로 대표되는 의도된 교육과정의 실행자

로 간주한다 수용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이 교사(Remillard, 1996/2005). 

의 실천을 확인하는 데 교과서를 출발점으로 삼으며 교사의 역할을 교육

과정의 전달자로 간주한다는 면에서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해석을 제한

적으로 다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자들은 수용의 관점의 강점. 

과 약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실행된 교육과정을 수용의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교육과정이 사용되기로 

한 시점에서부터 그것이 의도한 대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의 유무를 추

적하거나 쟁점 사항별 실행 수준의 문제와 그에 따른 처방을 구체적으로 , 

제시해 줄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중략 교사들이 실제 일하고 있는 학교 . ( ) 

현장은 이론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는 실. 

행된 교육과정이 공식적 및 의도된 교육과정에 비추어서만 해석된다 이는 . 

실제 교실에서 행해지는 교사들의 주체적인 역할 교실의 복잡한 상황 등을 ,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의도를 구현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

에 없다 소경희( , 2003, p. 133). 

선택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이 교육과정 자료를 교과서 외의 다양한 

자료까지 폭넓게 바라보고 교사의 역할을 실행된 교육과정의 능동적 설, 

계자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이들은 수용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에 비해 , 

교사의 선택 의지를 강조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들은 분석의 . 

초점으로 교실 즉 수업을 선정한다는 면에서 실행된 교육과정을 교과서, 

로 대표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무엇이 어떻게 가르쳐져야 하는지, , 

에 관한 복잡성을 내포한다는 점을 가정하였다 예를 들어( , Smith, 2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은 여전히 교사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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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자료를 충실히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가정하였는데 이에 

관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선택의 관점을 따른 선행 연구 중 다수가 텍스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교사가 교과서를 자신의 실천에서 자원으. 

로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여전히 상대적(as resource) 

으로 매우 적다(Remillard, 1996, p. 24).

수용의 관점과 선택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이 교사가 교육과정 자료

를 충실히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가정한다는 점 에(Remillard, 2005)

서 이들은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해석을 교과서에 내재된 객관적이고 고

정된 단 하나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전제한다고 볼 수 있다 최명(

선 즉 이들은 모든 교사가 교육과정 자료를 사용할 때 도달해야 , 2005). , 

할 최종적이고 완성된 목표가 있다고 가정하며 교사의 다양한 교육과정 

자료 해석을 인정하고 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객관적인 의미를 어떻, 

게 효율적으로 받아들이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교과서의 . 

의도를 교사가 어떻게 정확하게 받아들이게 할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이

게 된다 예를 들어( , Sosniak & Stodolsky, 1993; 이에 Tarr et al., 2006). 

수용의 관점이나 선택의 관점으로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해석을 살펴볼 

경우 교사마다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다양한 장면을 , 

다소 소홀히 취급할 수 있다. 

해석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은 교사의 신념과 인식이 교육과정 자료

를 해석하는 방식을 형성한다고 가정한다 이들 교사가 (Remillard, 2005). 

자신의 신념과 인식을 통해 저자의 의도를 해석한다고 본다 즉 이 관. , 

점을 따른 연구자들은 텍스트로 제시된 자료가 하나의 의미만을 갖는다

고 가정하지 않는다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해석이 교육과정 개발자나 . 

교과서 저자의 의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전제로 하는 긴장과 갈등이 

상존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최명선 그러나 이와 같은 긴장과 갈등( , 2005). 

이 교사와 교육과정 자료 사이의 대화를 단절시키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신념이나 인식이 이러한 긴장과 갈등을 풀어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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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이면에 있는 교육과정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한다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수용의 관점이나 선택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이 교사, 

의 교육과정 자료 해석을 교과서에 내재된 객관적이고 고정된 의미를 이

해하는 것으로 다소 협소한 관점으로 교사의 해석을 바라보는 것에 비, 

해 해석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부터는 교사의 주체적인 해석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석의 관점을 따른 연구는 교육 정책과 실천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

로부터 시작되었다(Educational Policy and Practice Study) (Remillard, 

교육과정 문서는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서술되며 교실의 특수한 1996).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 해석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Brown et al., 2009). 

들은 교육 정책의 메시지가 교사에게 어떻게 해석되며 이는 실제 수업에

서 어떻게 실행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예를 들어 교사들( , Ball, 1990). 

은 수학 수학 교수 학습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기초로 교육과정이나 , ·

교과서에 내포된 교육 정책의 기조를 해석하였으며 이는 교사가 교과서

에 제시된 학습 주제 교수 학습 유의사항 등을 교실에서 실행하는데 , ·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들은 교사가 이러한 해석을 기초로 교육과정 자. 

료를 유연하게 사용해야 교육과정 자료의 잠재력이 실천으로 구현된다고 

본다 이에 해석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이 선택의 관(Ben-Peretz, 1990). 

점을 따른 연구자들에 비해 교사의 주체적인 해석에 보다 주목하고 교, 

사의 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교사가 자신의 해석을 기초로 교육과정 

자료를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 

Ch vez, 2003). á

에 의하면 해석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은 교사와 Remillard(1996/2005) , 

텍스트로 제시된 교육과정 자료 사이의 이원화된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이에 교사를 둘러싼 다양한 교수 맥락의 영향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

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해석은 교사가 자신의 . 

교수학적 상황을 이해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다 교사가 이전과는 다. 

른 교육 정책의 메시지를 마주하게 될 때 교사는 자신의 처한 맥락에서, 

의 그럴듯함에 의존하며 이에 교육 정책의 메시지의 본래 의도가 왜곡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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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소경희 최유리 그러나 해석의 관점을 따( , , 2020). 

른 연구자들은 교사가 속한 국가의 고유한 사회문화적 배경 학교의 문, 

화와 구조와 같은 복잡한 맥락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교사 개인

의 역량과 자질에 초점을 맞춘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들은 교사가 교육. , 

과정 자료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예를 들어( , Ch vez, 2003; á

에서 교육과정 자료가 교사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교수 맥Collopy, 2003)

락의 다양한 측면의 영향은 다소 간과한다고 볼 수 있다(Remillard, 

1996/2005).

또한 해석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은 수업 설계 실행 반성의 과정 전, , 

반에 걸친 교육과정 자료 해석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교사가 수업을 설, 

계할 때 교과서의 어떤 과제를 선택하며 이를 어떻게 재구성하는지에 관

심을 둔다는 특징이 있다 과 에 (Remillard, 1996). Gueudet Trouche(2009)

의하면 교사가 의도한 교육과정 즉 교사의 수업 계획은 교사의 해석이 , , , 

작용한 산물이며 교사의 해석과 의사 결정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각적인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연구자들은 교사가 자신의 신념이나 인식을 기초. 

로 텍스트 이면에 있는 교육과정의 메시지에 어떻게 귀를 기울이는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교사가 교육과정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러한 , 

해석은 수업 설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을 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석주의의 입장에 기초한 교육과정 자료의 , 

해석은 해석이 인간 존재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라고 보고(Gordin, 2009), 

교사가 수업을 설계 실행 반성하는 특정한 단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 

이 아니며 교사의 실천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다 이에 해석의 관점을 따. 

른 연구자들이 해석주의에 기반하고 인간의 해석을 주어진 메시지를 그, 

대로 수용하는 수동적인 행위 그 이상으로 간주하며 정성적인 연구 방법

을 채택하지만 그들이 관심을 두는 교육과정 자료 해석은 해석주의 입, 

장에서의 해석의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여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은 의 사회문화이론에 기반한다Vygotsky . 

이들은 교육과정 자료를 도구로 교육과정 자료의 사용을 사회문화적 도, 

구의 사용으로 간주한다 참여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이 (Brow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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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자료 학생 교육 환경을 포함한 복잡한 체계 속에서 교사의 , ,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였다는 점 에서 이들이 바라(Sherin & Drake, 2009)

보는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해석은 교사와 텍스트의 이원화된 관계에 초

점을 맞추는 해석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의 개념보다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는 사회적 국면에서 학습한 지식을 받아들여 개인적 국면에서 Vygotsky

내적인 재구성을 거쳐 변환하는 과정을 내면화 라 설명한(internalization)

다 에 의하면 인간의 모든 활동은 활동의 산물인 도구에 의해 . Vygotsky

매개된다 따라서 인간의 인지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Vygotsky, 1978). 

는 내면화를 매개하는 도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내면. 

화는 외부로부터의 수동적 수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의미있는 활동에 참여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인지기능이 변환되는 

과정이 강조된다 조윤동 박배훈 또한 는 인간이 현재 할 ( , , 2002). Vygotsky

수 있는 수준과 유능한 타인의 도움을 받아 도약할 수 있는 수준을 구분

하고 유능한 타인의 도움으로 이 간극을 좁혀나가면 즉 개인과 사회가 , , ,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참여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은 의 사회문화이론을 기초로Vygotsky , 

교사의 역량을 교육과정 자료에 비해 낮게 간주하고 교사가 사회문화적, 

으로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여 교육과정 자료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

하면서 어떻게 학습 즉 전문성이 발달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 (

어 이에 참여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에 의하면 교육과정 , Lloyd, 1999). 

자료의 의도대로 지도하지 않을 경우 전문성이 낮은 것으로 간주되며 예(

를 들어 그 이면에 있는 교사의 , Choppin, 2011; Sherin & Drake, 2009) 

해석은 간과될 수 있다. 

또한 참여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은 교사가 수업의 설계 과정에서 주

목하지 못했지만 수업을 실행하면서 주목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는 연구자들이 지향하는 전문성 신장이 이루어지는 지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해석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이 교사가 수업(Remillard, 1996). 

을 설계하는 단계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과 비교할 때 참여의 관점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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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연구자들은 수업 설계 실행 반성의 전 단계에서의 교육과정 자료 , , 

해석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면에서 설계 단계에서의 교사의 해석이 실행

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는 차이가 있다 이에 . 

관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과 관련하여 교실에서 수업이 어떻게 실행되는

지를 분석한 연구자는 거의 없다 교사가 교육과정 자료로 수업하면서 학생. 

들의 즉각적인 요구에 대처해야 하는 긴장을 확인하였다 연구 참여자인. ( ) 

캐서린 과 재키 가 느낀 이러한 긴장감은 해석의 관점을 (Catherine) (Jackie) (

따른 연구자들이 실행된 교육과정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텍스트의 의미를 )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자주 간과되었다 참여의 관. 

점은 수업 설계 실행 반성 단계의 고유한 특성을 묘사함으로써 이러한 특, , 

징을 부각시켰으며 특히 실행 단계가 교사에게 부여하는 고유한 요구 사항, 

을 강조하고 교사가 이에 반응하는 양상과 학생의 영향을 강조한다 교사, . 

가 교육과정 자료를 더 잘 이해하고 교육과정의 의도가 실제로 구현되는 , 

것이 바로 실행 단계이기 때문이다(Remillard, 1996, p. 273).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석주의의 입장에서의 해석은 상황을 바르게 

알게 되었다는 것보다는 이전과는 다르게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뜻

한다 그러나 참여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은 교사의 교육과정 (Ell, 2006). 

자료 해석을 수업 설계의 단계에서 교사가 할 수 있는 제한적인 해석이 

수업 실행과 반성을 거쳐 지속적으로 확장되어가며 고양되는 것으로 본

다는 차이가 있다 이에 참여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이 초점을 맞추는 . 

교육과정 자료의 해석은 특정 방향성을 지향하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

다 이들이 특정 방향성을 지향한다는 점에 관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해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교사의 실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째 교사의 교육과정 결정에 가장 가까운 정신 과정. , (mental 

이다 따라서 실행된 교육과정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교사의 process) . 

해석에 변화가 필요하다 중략 마지막으로 교사의 해석은 보다 나은 이해. ( ) , 

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교사가 자신의 해석을 재검토하도록 유도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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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있다 중략 따라서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해석은 실행된 교육과정. ( ) 

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주요 초점이 되어야 한다(Remillard, 1996, pp. 

274-275). 

이로부터 참여의 관점에서의 교육과정 자료 해석의 의미는 해석주의 

입장에서의 해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참여의 관점. 

을 따른 연구자들은 실행된 교육과정의 변화를 위해 교사의 교육과정 자

료 해석이 변화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 

이 수업을 설계하면서 교사가 교육과정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 

였지만 이를 실행하면서 교사가 자신의 해석을 되돌아보며 더 나은 이해

로 나아가야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은 교사가 자신의 교수학적 상황을 고려하

며 사용한다는 면에서 교육과정 자료의 이론적인 지식이 수업 실행에서 

경험하는 실제적인 지식과 상호 보완하며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촉발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참여의 관점을 따라 교. 

육과정 자료를 사회문화적 진화의 산물인 도구로 교사의 역할을 교육과, 

정 자료와 협력하는 사람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량을 교육과

정 자료에 비해 낮게 간주할 수 있는지 교육과정 자료는 교사에게 전문, 

성 발달의 기회를 제공할 만큼 내용과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 고려할 필

요가 있다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을 분석할 (Choppin et al., 2018). 

때 국가별로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서 집필 체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과정이나 교과서가 구체적이지 않고 다양(Pepin et al., 2019). , 

성이 제한될 경우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서 교사가 감당해야 할 , 

몫이 크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박선화 문광호 이경화 외( , , 2009; , 2017). 

또한 에 의하면 수학 교사가 내용 지식을 높은 수준으로 Collopy(2003)

이해하고 있을 경우 교사가 교육과정 자료에서 제시된 많은 정보들이 , 

자신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수업에서 거의 

반영하지 않는다 이경화 외 의 연구 결과에서도 수학 교사가 내용 . (2017)

지식을 높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을 경우 수학적 개념의 계열성을 고, 

려하고 수학적 정당화를 다루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교과서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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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설명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참여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이 . 

교사와 교육과정 자료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가정하지만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이 교육과정 자료와 교사의 (Remillard, 2005) 

협력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교사의 실천을 개선할 수 있다고 답하기는 어

렵다. 

수용의 관점과 선택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은 교사가 교육과정 자료

를 충실히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이에 이(Remillard, 2005). 

들은 교사의 다양한 교육과정 자료 해석을 인정하고 이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교육과정 자료에 분석의 초점을 둔다 즉 교육과정 자료에 초점, . , 

을 맞추어 교사가 그 의도를 어떻게 정확히 받아들이게 할 것인가에 관

심을 기울인다는 면에서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해석을 제한적으로 취급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해석의 관점과 참여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이 정성적인 연구 , 

방법을 사용하여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해석을 이해하려 하지만 해석의 

관점에서의 교육과정 자료 해석은 다양한 교수 맥락을 반영하지 않았으

며 수업의 설계 단계에서의 해석에 초점을 맞춘다 한(Remillard, 1996). 

편 참여의 관점에서의 교육과정 자료 해석의 의미는 교사와 텍스트의 , 

이원화된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해석의 관점보다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교사가 교육과정 자료를 더 잘 이해하고 교육. , 

과정 자료의 의도가 구현되는 것은 수업의 실행 단계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면에서 예를 들어( , Dietiker, Males, Amador, & Earnest, 2018; 

Sherin & Drake, 2009) 이들이 바라보는 교사의 해석은 특정 방향성을  

지향하는 해석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 자료의 특징과 이를 사. 

용하는 교사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교사의 해석을 논의할 필요성이 제

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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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연구는 공식적 교육과정의 목

표와 방향이 실행된 교육과정에서 구현되는지 혹은 구현되지 않는지를 , 

확인하고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Brown et al., 

2009) 또한 교사가 교육과정 자료의 어떤 부분에 주목하고 강점과 약점. , 

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확인하여 교사교육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

다 이에 교사가 교육과정 자료를 사용하면서 소기(Dietiker et al., 2018). 

의 목적을 달성하는 실천의 과정의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선(

화 문광호, , 2009).

선행 연구자들은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을 제시하였다 이 장은 교육과정 자료 사용 사례의 분석의 초점을 . 

명확히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개념을 조작적으로 개념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되었다 본 장은 선정된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 

석하기 위한 분석틀의 역할을 한다 분석틀을 규정하면 이를 기초로 자. 

료 수집의 초점과 자료 분석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현상을 이루는 , 

다양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Cohen et al., 201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기존 관점, 

을 따른 연구자들은 교사가 자신의 교수학적 상황을 이해하고 의미를 구

성한다는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해석의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교사와 교육과정 자료 사이의 상호작용은 복합적이다 교사마(Ball, 2011). 

다 교육과정 자료를 사용할 때 어떤 요인에 초점을 맞추는지에 차이점이 

있으며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력 사이에는 상대적인 차이가 있다고 알려

져 있다 이경화 외 이에 교사의 교육과정 ( , 2017; McDuffie et al., 2018). 

자료 사용의 주요 요인을 구분하고 이를 세분화하여 교사를 이해할 필, 

요가 있다(Sensevy, 2011).

선행 연구자들은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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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요인들을 분류하였다 본 장에서는 먼저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 

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류하여 교육과정 자료 사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틀을 제공한 선행 연구들을 메타 분석한다 이를 위해 . Ⅱ

장에서 분석한 급의 수학교육 학술지와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인 SSCI KCI 

수학교육 학술지를 검토하여 과 Gueudet Trouche(2009), Brown et 

이경화 외 의 연구에서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영al.(2009), (2017)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류한 틀을 제시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 

일부 학술지에 게재된 선행 연구의 한정적인 결과를 기초로 심층적인 논

의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교육과정 학술지 예를 들어. ( , Journal 

수학 교사교육 학술지 예를 들어of Curriculum Studies), ( , Journal of 

등에서 주요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Mathematics Teacher Education) 

의 연구를 확인하였다Remillard(2005), McDuffie et al.(2018), Adler(2011) . 

먼저 선행 연구자들이 분류한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확인하도록 한다. 

에 의하면 교사는 자신의 지식 역량 신념 경험을 기초Remillard(2005) , , , 

로 교육과정 자료를 사용한다 의 분류는 의 교사 . Remillard Shulman(1986)

지식에 관한 이론적 틀에 기초한다 이 제시한 교과 내용 지식. Shulman

교수학적 내용 지식(content knowledge), (pedagogical content 

교육과정 지식 은 수학 교사에게 필요knowledge), (curriculum knowledge)

한 지식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며 는 이를 기초로 교사Remillard

가 교육과정 자료를 사용한다고 설명하였다 이 외에도 는 교육. Remillard

과정 자료의 사용에 교수학적 설계 역량과 같은 전문적 정체성(identity)

과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교. 

육과정에 대한 인식은 수업에서 교육과정 자료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교사의 수학 교수 학습에 대한 신념과 교육과정 자료의 철학이 일치하·

는지의 여부를 포함한다(Remillard & Bryans, 2004).

과 는 교사가 교실 상황을 고려하면서 교사의 목Gueudet Trouche(2009)

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정 자료를 사용하는데 이때 교사가 일반적인

측면과 구체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고 밝혔다 일(general) (specif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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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 자료의 사용은 숙제는 교과서의 ‘

내용으로만 제시되어야 한다 평가는 수업에서 지도한 내용에 국한’, ‘

하여 해야한다 와 같이 수업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련된 것이다 한편’ . , 

구체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 자료의 사용은 제곱근을 구하‘

는 것은 제곱을 구하는 것의 역 과정이다 넓이가 주어진 (reverse) ’, ‘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구함으로써 제곱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

다 와 같이 수학적 내용에 영향을 받은 실천과 학생이 넓이를 계산할 ’ ‘

때에는 단위를 정확하게 맞추도록 해야 한다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 ‘

구할 때 수평 방향이 밑변 수직 방향이 높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 

않다 와 같이 학생의 이해 수준이나 오류에 영향을 받은 실천이 있다’ . 

은 수학적 개념의 정의와 표현 수학적 연결성 수McDuffie et al.(2018) , , 

학적 사고의 촉진 방안 의사소통 유도 방안 탐구 기회의 유도 방안 실, , , 

세계 상황과의 연계 방안 수업 시간 교육과정 등을 기초로 교사가 교, , 

육과정 자료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각 요인마다 교사가 취하는 . 

지향을 교사 중심적이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직접적 지향과 학생 (direct) 

중심의 간접적 지향의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수학(dialogic) . , 

적 연결성의 경우 직접적 지향의 교사는 수학적 지식의 구조와 관계를 , 

고려하여 내용이 연계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지만 간접적 지향의 교사는 , 

수학적 지식의 구조와 함께 학생의 발달 수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해석한다 의사소통 유도 방안의 경우 직접적 지향의 교사는 교사 주도. , 

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해석하지만 간접적 지향의 교사는 소그룹 토론을 , 

장려하여 학생의 설명과 정당화로부터 수학적 사고를 발달시켜야한다고 

해석한다. 

은 교사가 수학 교수 학습에 대한 신념 학습 경로Brown et al.(2009) · , , 

교수 자신감 전문성 개발의 경험 교과 내용 지식 교수학적 내용 지식, , , ,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교육공동체의 특성에 기초하여 교육과정 자료를 , 

사용한다고 구분하였다 특히 연구자들은 교사가 개발자의 의도 즉 학. , , 

생의 학습 기회 촉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확(opportunity to learn) 

인하였다 예를 들어 연구자들은 교사가 학생의 수학적 추론 능력을 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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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키기 위해 학생들이 수학적 개념과 성질을 본질을 어떻게 고려하게 

할 것인지 수학적 절차를 어떻게 연습시킬지 학생이 수학적 표현들 사, , 

이의 연결성을 어떻게 이해하도록 할 것인지 등을 해석하는지 확인하고 

개발자의 의도와의 일치 정도를 확인하였다. 

는 교사가 수학적 지식 일상적 지식 전문적Alder(2011) , (everyday) , 

지식 교육과정 지식에 기초하여 교육과정 자료를 사용한(professional) , 

다고 구분하였다 먼저 수학적 지식에 기초한 실천의 예로는 수학적 표. , 

현의 규칙 순서쌍에서 ( 좌표를 먼저 쓰는 것 수학적 절차에 관한 지식), 

두 개의 진분수를 더할 때 먼저 통분을 해야한다는 것 수학적 주장은 ( ), 

정당화를 거쳐야 하며 수학적 정당화는 경험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 등이 있다 다음으로 일상적 지식에 기초한 실천은 수학적 아이디어. 

를 일상적 경험에 연결하는 것으로 는 수학적 아이디어가 온전하게 Adler

유지되어야 하는 동시에 학생의 학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다 전문적 지식에 기초한 실천은 교사가 학생이 특정 내용에 관해 가질 . 

수 있는 오개념이나 오류에 영향을 받고 교육과정 지식에 기초한 실천, 

은 교사가 교과서의 설명이나 예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평가 문제를 , 

어떻게 만들 것인가와 관련된다.  

이경화 외 는 교사가 수학 개념 교육과정 교과서 학생 관련 요(2017) , , , 

인과 외적 요인의 영향으로 교육과정 자료를 사용한다고 구분하였다 수. 

학 개념 요인은 수학적 개념의 복잡성 등 교사가 느끼는 수학적 개념의 

본질적인 성격과 관련된 요인이다 교육과정 요인은 교육과정의 설명 불. 

충분 등 교육과정 문서와 관련된 요인이다 교과서 관련 요인은 교과서. 

에서 제시된 모호한 용어 등과 관련된 요인이다 학생 관련 요인은 학생. 

의 태도 등 교사가 의식하는 학생의 심리 및 행동과 관련된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외적 요인은 이상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요인으로 교실 , 

밖으로부터의 사회문화적 영향과 관련된 요인이다(p. 475).

선행 연구자들이 언급한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리하면 표 과 같다< -1> .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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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Remillard(2005)

교수학적 내용 지식 교과 내용 지식 신념 목표/ / , , 

경험 교수학적 설계 역량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 / 

학생에 대한 인식 불편함에 대한 내성 정체성/ / 

Gueudet & 
Trouche(2009)

일반적 수업 운영 전반 초점 구체적 교과 내용 ( ) / (

지식 교수학적 내용 지식 초점, ) 

McDuffie et 

al.(2018)

수학적 개념의 정의와 표현 수학적 연결성/ / 

수학적 사고의 촉진 방안 의사소통 유도 방안/ / 

탐구 기회의 유도 방안 실세계 상황과의 연계 / 

방안 수업 시간 교육과정/ / 

Brown et 

al.(2009)

수학 교수 학습에 대한 신념 학습 경로 교수 · / / 

자신감 전문성 개발의 경험 교과 내용 지식/ / / 

교수학적 내용 지식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 

교육공동체의 특성

Adler(2011)
수학적 지식 일상적 지식 전문적 지식 교육과정 / / / 

지식

이경화 외(2017)
수학 개념 요인 교육과정 요인 교과서 요인/ / / 

학생 요인 외적 요인/ 

표 < -1>Ⅳ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앞서 기술한 선행 연구자들은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분류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자가 교육과정 자료 사용을 체계

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자마. 

다 교육과정 자료 사용의 요인을 다양하게 분류하여 수학교육 연구공동, 

체에서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연구 결과를 축적하고 선행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논의하는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연구자마다 사용. , 

한 용어는 다르지만 의 일상적 지식과 전문적 지식에 기초한 Adler(2011)

사용은 학생의 이해 정도와 교수 학습 방법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 Gueudet

과 의Trouche(2009) 구체적 초점 의 실세계 상황과 , McDuffie et al.(2018)

의 연계 방안 등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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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선행 연구자가 구분한 요인의 분류 기준이 모호하다는 한계, 

가 있다 예를 들어 는 교수학적 설계 역량과 정체성을 . , Remillard(2005)

구분하였다 그러나 가 언급한 교사의 정체성이 수학적 측면과 . Remillard

교수학적 측면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자료를 재구성하는 전문적 정체성이

라는 점에서 교수학적 설계 역량과의 구분이 모호하다 또한 다수의 연. 

구자들 예를 들어 이 언급한 교사의 ( , Brown et al., 2009; Remillard, 2005)

교수 학습에 대한 신념과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역시 그 구분이 모호하·

다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확인하고 . 

이를 세분화하는 것은 유용하다 특히 선행 연구자들이 (Sensevy, 2011). 

공통적으로 강조한 요인을 확인하고 그 하위 요소를 추출하여 조작적으, 

로 개념화한다면 주요 요인의 의미를 명확히 할 것으로 기대되며 교육과

정 자료 사용 사례의 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분석 방향과 범위 분석 단, 

위를 설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정호 외( , 2006). 

표 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 -1>Ⅳ

다수의 연구들은 교사 지식에 관한 이론적 틀을 기초로 한다. 

이 제시한 교과 내용 지식 교수학적 내용 지식 교육과정 Shulman(1986) , , 

지식은 수학 교사에게 필요한 지식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다. 

는Ball, Thames, Phelps(2008) 의 구분을 더 세분화하였다 그들 Shulman . 

은 교수에 필요한 전문화된 내용 지식 의 (specialized content knowledge)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학생의 사고를 이해하고 오개념이나 오류를 파, 

악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교사의 지식이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 제시한 교과 내용 지식 중에Ball et al.(2008)

서는 전문화된 내용 지식 교수학적 내용 지식 중에서는 내용과 학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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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목받는다 탁병주(knowledge of content and teaching) ( , 2017). 

선행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교사가 수학적 지식의 본질과 구조의 영

향으로 교육과정 자료를 사용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하 범주 이는 ( 1). 

이 제시한 교과 내용 지식 중 전문화된 내용 지식과 밀Ball et al.(2008)

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수학이 다른 교과에 비해 추상성이 강하며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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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성질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논리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Cai & 

에 영향을 받은 실천이다 수학적 지식의 본질과 구조를 고Wang, 2010) . 

려한 사용에는 먼저 수학적 개념 및 성질에 숨겨진 이해 요소가 무엇인, 

지에 영향을 받은 실천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 Gueudet & Trouche, 

다음으로 수학적 규칙과 형식성 수2009; Remillard, 2005). (Adler, 2011), 

학적 개념 간의 연결 개념과 성질 간의 연결, (Brown et al., 2009; 

에 영향을 받은 실천이 포함된다McDuffie et al., 2018; Remillard, 2005) . 

마지막으로 수학적 개념과 성질의 표현 수학적 용어의 모호함 수학적 , , , 

개념의 정의와 과제의 불일치 이경화 외 에 ( , 2017; McDuffie et al., 2018)

영향을 받은 실천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선행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교사가 학생의 이해 수준과 특, 

성의 영향으로 교육과정 자료를 사용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하 범주 ( 2). 

이는 이 제시한 교수학적 내용 지식 중 내용과 학생에 Ball et al.(2008)

대한 지식 내용과 교수에 관한 지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교사는 학, . 

생의 참여를 촉진하고 관리하기 위해 적절한 발문과 피드백을 고민하거

나 탐구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수학적 표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 

등 학생의 수학적 사고를 발달시키기 위한 방안에 주목한다 조완영( , 

학생의 이해 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사용2011; Remillard & Heck, 2014). 

에는 먼저 교육과정 자료에 제시된 내용이 학생의 발달 수준에 적절하, 

고 수학적 사고를 발달시키는지, (Brown et al., 2009; Gueudet & 

에 영향을 받은 실천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학생의 흥미Trouche, 2009) . , 

를 유도하는 방안 이경화 외 에 영향을 받은 ( , 2017; McDuffie et al., 2018)

실천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특정 내용 주제에서 가질 수 있. , 

는 오류나 오개념 에 영향을 받은 실천이 포(Adler, 2011; Remillard, 2005)

함된다. 

마지막으로 일부 선행 연구자들은 교사가 자신의 개인적 경험 교육과, , 

정 자료의 활용 가능성 사회문화적 맥락의 영향으로 교육과정 자료를 ,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하 범주 여기에는 먼저 교사의 경험( 3). , (Remillard, 

과 교수 자신감 에 영향을 받은 실천이 포함된2005) (Brown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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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사의 수학 학습 경험이 교사가 된 이후에 교수 자신감에 영향을 . 

미치며 교사가 되기 전의 교수 경험이 교수 학습 방법을 (Drake, 2006) ·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배수경 이에 본 연구에( , 2015). 

서는 교사의 경험을 교육 경험 즉 자신의 학습 경험과 교사 임용 전의 , , 

교수 경험을 포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음으로 전문성 개발의 기회. , 

에 영향을 받은 실천이 포함된다 교육과정과 교과서(Brown et al., 2009) . 

가 개별 교육 환경을 모두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교사는 .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교육과정의 의도를 이해하고 교과서, 

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 자료를 사용한다 박선화 문광호( , ,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으로 다양한 교육과정 자료의 활용 가능성2009). 

에 영향을 받은 실천을 두 번째 하위 요소로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수. , 

업 시간 행정 업무의 부담 교육공동체의 특징 이경화 외, , ( , 2017; Brown 

에 영향을 받은 실천이 포함된다 선et al., 2009; McDuffie et al., 2018) . 

행 연구자들은 교육공동체의 특징으로 교육 정책 학부모의 요구 학생, , 

의 요구 입시 제도와 같은 사회적 요인 이경화 외, ( , 2017; Amador & 

Lamberg, 2013 과 동서양의 차이와 같은 문화적 요인 을 언) (Wang, 2016)

급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으로 사회문화적 맥락에 영향을 받. 

은 실천을 세 번째 하위 요소로 규정한다. 

이상에서 선행 연구자들이 제시한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범주화한 결과는 그림 과 같다[ -1]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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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Ⅳ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범주화

본 연구에서는 범주 에 속하지 않는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영향을 1~3

미치는 요인을 그림 과 같이 기타 범주로 분류하였다 일부 선행 [ -1] . Ⅳ

연구자들은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교육과정에서의 제한된 설명 부적절, , 

한 교과서의 서술 등 교육과정 자료와 관련된 요인을 분리한다 예를 들(

어 이경화 외 교사가 교육과정 , Adler, 2011; Brown et al., 2009; , 2017). 

자료에 제시된 내용 중에서도 수학적 지식이나 구조 학생의 이해와 특, 

성에 영향을 받아 사용하거나 구나영 이경화 공학적 도구를 활( , , 2020b) 

용할 수 있는 물리적 여건 에 영향을 받아 사용(Remillard & Heck, 2014)

한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교육과정 자료와 관련되어서는 범주 범주 1, 

범주 에 영향을 받은 사용이 모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사하2, 3 . 

게 가 분류한 신념 교수학적 설계 역량과 정체성, Remillard(2005) , , 

과 가 분류한 일반적 초점 가 Gueudet Trouche(2009) , Brown et al.(2009)

분류한 수학 교수 학습에 대한 신념과 학습 경로 역시 범주 의 영향· 1~3

을 받은 사용이 모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에 제시한 범주가 다른 연구에도 적용 가능[ -1]Ⅳ

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 

용에 관한 모든 연구를 대응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국내외 주요 연구

에 범주를 대응시킬 수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범주화의 적용 가능성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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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고자 하였다 표 는 편의 선행 연구에서 확인한 교육과정 . < -2> 30Ⅳ

자료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그림 의 범주화에 대응시킨 것[ -1]Ⅳ

이다 는 교사가 평가 문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려한 . Adler(2011)

사용을 교육과정 지식에 기초한 사용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선정한 교. 

사의 사례에서 교육과정 지식에 기초한 사용은 교사가 수업하면서 시험

에 무엇을 출제할 것인가를 고려한다는 등 입시 제도와 같은 사회적 요, 

인과의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범주 과 에 속하는 것. 1 2

으로 배치하였다 비록 모든 선행 연구를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상당수의 . 

국내외 연구가 범주에 대응된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그림 에 제[ -1]Ⅳ

시한 범주가 교육과정 자료 사용 사례의 분석틀을 정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겠다고 판단하였다. 

선행 연구 범주 1 범주 2 범주 3 비고

Adler(2011) ○ ○

교육과정 지식에 평가에 

영향을 받은 사용이 있지만 

입시 제도와의 관련성이 

적으므로 범주 로 배치2
Amador & 

Lamberg(2013)
○ ○

de Araujo et 

al.(2017)
○ ○

Berg et al.(2012) ○ ○
Brown et 

al.(2009)
○ ○ ○

Cai & 

Wang(2010)
○

Choppin(2011) ○
Collopy(2003) ○ ○
Drake(2006) ○
Land & 

Drake(2014)
○ ○

Lee et al.(2019) ○ ○
Lloyd(2008) ○
McDuffie et 

al.(2018)
○ ○ ○

표 < -2>Ⅳ 선행 연구와 범주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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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마다 교육과정 자료를 사용할 때 어떤 요인에는 강하게 영향을 받

고 다른 요인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다른 요인들과의 관계 속, , 

에서 특정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미미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져 

있다 이경화 외 이와 같이 교사의 교육과( , 2017; McDuffie et al., 2018). 

정 자료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다는 점이 강조됨에도 불구

하고 선행 연구자들은 일부 요인에만 집중하여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 

사용을 살펴본 경향이 있다. 

구체적으로 일부 범주에 집중하여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을 분석, 

할 경우 다른 범주의 요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데 한계

Obara & 

Sloan(2010)
○

Olsher & 

Even(2019)
○ ○

Remillard & 

Bryans(2004)
○ ○

Russo & 

Hopkins(2019)
○

Sherin & 

Drake(2009)
○ ○

A. J. Stylianides 

& G. J. 

Stylianides(2008)

○

구나영 외(2020) ○ ○ 실태 조사 위주

구나영, 

이경화(2020b)
○ ○ ○

김민혁(2013) ○ ○ ○ 실태 조사 위주

김소민, 

김홍겸(2019)
○ ○ 실태 조사 위주

김하림, 

이경화(2016)
○ ○

박선화, 

문광호(2009)
○ ○ 실태 조사 위주

배수경(2015) ○ ○ ○
이경화 외(2017) ○ ○ ○
이지윤 외(2016) ○ 실태 조사 위주

임재훈 외(2004) ○ ○ ○ 실태 조사 위주

조성민(20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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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예를 들어 은 교사가 학생의 이해와 특성을 고려. , Choppin(2011)

하여 교육과정 자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범주 교( 2). 

사들은 학생의 사고를 고려하며 일차함수와 이차함수의 관계 덧셈과 뺄, 

셈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표나 그래프를 활용한 과제를 추가하거나 학생

의 흥미 유도 여부를 고려하여 도입부에 쉬운 과제를 추가하였다 이러. 

한 연구는 교육과정 자료에 제시된 학습 경로의 적절성 과제의 양과 수, 

준 등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교사가 수학적 지식의 본질과 

구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교사의 교육 경험이나 사회문화적 맥락은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와 는 경력 년 이상의 교사와 초임교사가 학생Amador Lamberg(2013) 10

의 이해와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과정 자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

펴보았다 범주 경력교사들은 모두 평가에 영향을 받아 학습 경로를 ( 2~3).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경력교사들은 평가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을 정. , 

리하고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은 출제되지 않으므로 가르치지 , 

않았다 한편 초임교사는 평가를 염두하면서도 학생이 개념적 이해를 . ,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와 의 연구는 교사가 평가의 . Amador Lamberg

영향으로 학습 경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분석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틀

을 제공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진은 경력교사와 초임교사가 평. 

가에 대해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 

연구진은 학교 관리자의 요구만을 언급할 뿐 교사의 교육 경험 등의 다, 

양한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 않았으며 교사가 수학적 지식의 본

질과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는 분석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을 범주 부터 범주 에 걸쳐 분석하1 3

였지만 일부 하위 요소에만 초점을 맞춘 경우 다른 하위 요소들이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 McDuffie et 

은 에 비해 수학적 개념의 정의와 연결성 수업 시al.(2018) Choppin(2011) , 

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교사들이 교육과정 자료를 어떻게 사용하

는지 살펴보았다 범주 연구진은 교사들이 공식적 의도된 실행된 ( 1~3). , , 

교육과정에서 간접적 또는 직접적 지향을 일관적으로 유지하거나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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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의도된 교육과정에는 간접적 지향이지만 실행된 교육과정에서는 직, 

접적 지향으로 바뀐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교사가 다양한 . 

요인의 영향으로 교육과정 자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고 이를 유

형화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교사의 교육 경험 사회문화적 . , 

맥락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왜 교사마다 그러한 차이가 나

타나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배수경 은 교사들이 수학적 개념의 이해 요소 학생의 이해와 특(2015) , 

성 교사의 교육 경험과 사회문화적 맥락의 영향으로 교육과정 자료를 ,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았다 범주 연구진은 교육과정 자료 사용( 1~3). 

의 주요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병렬적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교사의 교. 

육과정 자료 사용의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

다 그러나 교사마다 교육과정 자료를 사용할 때 다른 요인들과의 관계 . 

속에서 특정 요인의 영향력이 약할 수 있다는 점 이경화 외( , 2017; 

에 비추어볼 때 이들 사이의 상대적인 영향력의 McDuffie et al., 2018) , 

차이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한편 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국내 선행 연구의 상당수가 교사의 , Ⅱ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요구를 확인하는 실태 조사 위주로 연

구로 진행되었다 이에 다수의 연구가 교사가 범주 의 영향을 확인한 . 1~3

것으로 분류되었다 이들 연구는 다수의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의 . 

전반적인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지만 교사가 교육과정 자

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교사의 해석은 실천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 

여러 요인들 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의 차이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경화 외 의 연구 역시 교사가 범주 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2017) 1~3

확인하였지만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이 무계획적이며 즉흥적인 것으로 보이지

만 교사마다 교육과정 자료를 사용하는 특정한 패턴이 있다, (Sherin & 

이에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Drake, 2009). 

인을 구분하고 이를 기초로 교사와 교육과정 자료 사이(Sensevy, 2011), 

의 역동적이며 복합적인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Gueud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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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주요한 영Trouche, 2009). 

향을 미치는 요인을 표 과 같이 수학 요인 범주 학생 요인 범< -3> ( 1), (Ⅳ

주 환경 요인 범주 으로 구분하며 하위 요소를 분류하였다2), ( 3) 8) 이후 . 

본 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교사가 수학 학생 환경 요인의 영, , 

향으로 교육과정 자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본다. 

주요 요인 설명 하위 요소

수학 요인

수학적 지식의 

본질과 구조에 

영향을 받음

수학적 개념의 이해 요소

수학적 지식의 구조와 관계

수학적 용어나 설명의 

불충분함

학생 요인
학생의 이해와 

특성에 영향을 받음

학생의 이해

학생의 흥미

학생의 오류나 오개념

환경 요인

교사의 교육 경험, 

자료의 활용 가능성 

및 사회문화적 

맥락에 영향을 받음

교사의 교육 경험

교육과정 자료의 활용 가능성

사회문화적 맥락

표 < -3>Ⅳ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1. 수학 요인

수학 요인은 교사가 수학적 지식의 본질과 구조와 같은 수학적 측면의 

영향으로 교육과정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다 교사는 학생에게 직접 가르. 

치지는 않지만 학교수학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학문으로서의 수학과의 

8) 선행 연구 구나영 이경화 에서는 이를 수학적 교수 ( , , 2021; Ku & Lee, 2020) , 
학적 환경적 해석으로 서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자료 사용의 의, . 
미를 규정하고 해석주의의 철학적 배경을 기초로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해, 
석을 정의하면서 선행 연구의 용어를 수정하여 서술하였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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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을 이해하며 이에 영향을 받아 교육과정 자료를 사용한다 조완영( , 

수학 요인에는 수학적 개념의 이해 요소 수학적 지식의 구조와 2011). , 

관계 수학적 용어나 설명의 불충분함에 영향을 받은 교육과정 자료 사, 

용이 포함된다. 

1.1. 수학적 개념의 이해 요소

교사들은 수학적 지식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주목하면서도 수학적 개념

의 이해 요소를 파악하고 수학적 개념과 성질의 본질을 지도하는 것이 ,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구나영 외 는 고등학교 교사가 . , (2020)

조건부확률을 수업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시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 . 

참여자가 고등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공식을 적용하고 계산 절차를 연습

하거나 다양한 응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시할 것이라 예상되나 조건

부확률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가장 

많았다 특히 교사들은 그림 와 같이 조건부확률 . , [ -2]Ⅳ P 를 표본

공간 전체의 집합이 로 국한되는 확률 즉, 가 표본공간이 되는 시행

에서의 확률임을 이해해야 하며 조건부확률 P 에서 조건사건 와 

목적사건 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 즉 조건이 되는 사건과 그 조건 하, , 

에 구하고자 하는 사건을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표본공간의 변화를 언급한 
응답의 예

조건사건과 목적사건의 구분을 
언급한 응답의 예

그림 [ -2]Ⅳ 조건부확률을 지도할 때 개념 이해를 중시한다는 응답

구나영 외 에서 일부 수정( , 2020, p.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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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화 외 의 연구에서 교사는 그래프의 자료를 표로 바꾸는 과(2009)

정에서 표를 어떻게 왜 그리는가에 관한 근본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 

었다 또한 교사는 수업에서 놓칠 수 있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차이. 

와 그 관계를 다루었다 즉 교사는 학생과의 대화 속에서 실세계 맥락 . , 

속에 숨겨진 개념 요소를 드러내고 수학적 개념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경화 재인용( , 2010, ). 

와 에 참여한 초등학교 교사는 분수를 지도하면서 교Land Drake(2014)

과서에 제시된 학습 경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따르기로 결정하였다. 

교과서의 분수 단원은 분수와 소수의 개념을 이해하기 분수와 소수의 , 

값을 비교하기 분수를 계산하기의 세 개의 소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었, 

다 분수 개념을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직사각형에서 주어진 분수를 나타. 

내는 부분을 찾고 같은 값을 나타내는 분수들을 찾는 것이 포함되었다. 

교사는 과제가 분수 개념 같은 류 의 분수의 개념을 강조한다는 것을 , ( )類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를 강조하기 위해 추가적인 설명을 하였다 또한 . 

교과서에 제시된 단원의 순서를 재배치하여 분수를 계산하고 분수의 값

을 비교하는 것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의 연구에 참여한 예비교사E. J. Lee, K. H. Lee, Park(2019) 9)는 통계적 

추정 단원에서 모평균을 추정할 때 모평균의 신뢰구간의 길이가 단순히 , 

신뢰도나 표본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

었다 예비교사는 모평균의 신뢰구간의 본질은 모평균의 신뢰구간이 표. 

본평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모평균은 표본평균의 근방에 존재, 

하며 이를 수업에서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비교사는 교과서에 제시. 

된 과제가 실세계 맥락 병원에서 대기하는 시간 을 다루고 있지만 모평( )

균의 신뢰구간을 구하는 공식을 절차적으로 연습하는 것에 치중한다고 

9) 본 절에서 다루는 일부 선행 연구는 국내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 
비록 연구 대상이 예비교사이나 우리나라의 예비교사 교육에서 학문적 수학
이 강조된다는 점 조완영 과 입직 단계에서의 우수성이 특징적이라는 ( , 2011)
점 이경화 외 에 비추어볼 때 교사가 수학 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 , 2012) , 
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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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였다 이에 예비교사는 그림 과 같이 실세계 맥락 대신 개. [ -3] 50Ⅳ

의 사탕이 든 상자에서 개를 뽑는 단순한 상황을 제시하고 신뢰구간20 , 

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과제들로 수정하였다.  

교과서 과제

예비교사 광 이 수정한 과제(Kwang)

병원 직원들은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환자의 평균 대기 시간을 조사했 

습니다 명의 환자를 무작위로 추출한 결과 평균 대기 시간이 분이고 표준. 100 50

편차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병원 환자의 평균 대기 시간에 대20 . 

한 신뢰도 의 신뢰구간을 구하세요95% .

풀이( )       이므로 환자의 평균 대기 시간에 대한 신뢰도 

의 신뢰구간은95%




 


  

 




∴ 

신뢰구간을 구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다음 활동을 차례대로 하며 신뢰구간의 성 

질을 탐구하세요 단 이 활동에는 사탕 개가 들어있는 상자가 필요합니다. ( , 50 .)

상자에서 사탕 개를 무작위로 꺼냅니다 이 표본을 사용하여 녹색 사탕의 개수1. 20 . 

  의 비율에 대한 신뢰도 의 신뢰구간을 구하세요95% .

모둠원과 신뢰도 의 신뢰구간을 비교하세요 모든 모둠원이 동일한 신뢰구간2. 95% . 

  을 구했나요 그렇지 않다면 이유를 설명하세요? .

상자 안의 녹색 사탕의 실제 비율은 입니다 신뢰구간에 이 비율이 포함3. 30% . 

  되어 있나요?

반 친구들이 각자 구한 개의 신뢰구간이 있습니다 그들 중 몇 개가 녹색 4. 30 . 

  사탕의 실제 비율을 포함하나요 이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하세요? .

지금까지의 답변을 바탕으로 신뢰도 의 신뢰구간의 의미를 설명하세요5. 95% .

그림 [ -3]Ⅳ 교과서 과제 위 와 신뢰구간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수정( )

한 과제 아래( ) (Lee et al., 2019, p. 978) 

예비교사는 학생들이 표본비율에 따라 신뢰구간이 달라진다는 점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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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도록 하고 과제 과 번 모비율의 신뢰구간에 실제로 모비율이 속( 1 2 ),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하며 과제 번 신뢰도 의 ( 3 ), 95%

신뢰구간이 모비율을 의 확률로 포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95%

이해하도록 하는 과제 과제 와 번 로 수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 4 5 ) . 

구자들은 예비교사가 교과서 과제보다 실세계 맥락을 약화시켰지만 모평

균의 신뢰구간의 본질에 초점을 두고 학생들이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김하림과 이경화 에 참여한 예비교사는 접선과 미분계수의 개념(2016)

을 이해하는 것을 강조하며 그림 와 같이 이차함수의 그래프 위의 [ -4]Ⅳ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과제를 수정하였다. 

그림 [ -4]Ⅳ 교과서 과제 위 와 접선과 미분계수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 )

해 수정한 과제 아래 김하림 이경화( ) ( , , 2016, p.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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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사는 학생들이 접선과 미분계수의 관계뿐만 아니라 접선의 개념

을 명료화할 수 있도록 접선이 존재하는 전형적인 예와 비례

를 확인하는 과제로 수정하였다 과제 번 이후 학생들이 (non-example) ( 1 ). 

스스로 접선이 존재하지 않는 함수의 예를 만들도록 하였다 과제 ( 2-(4)

번 이는 학생들이 접선과 미분계수의 개념적 이해를 기초로 탐색할 기). 

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된 개념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설계되었다 이. 

와 같이 교사는 수학적 개념이나 성질의 본질에 주목하여 수학적 개념의 

이해 요소를 확인하고 수업에서 이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1.2. 수학적 지식의 구조와 관계

하나의 수학적 개념은 다른 개념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한 수학적 

개념의 학습이 끝나는 지점에서 다른 개념이나 성질이 맞물리며 도입된

다 선행 연구자들은 수학 교과의 특성에 따라 학습자가 효과적이며 효. 

율적으로 교과 내용을 학습하도록 연계성 과 계열성(articulation)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sequence) : 

연계성은 다른 말로 접속 또는 이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수직적 연계, 

는 이전에 배운 내용과 앞으로 배울 내용의 관계에 초(vertical articulation)

점을 둔 것으로 특정한 학습의 종결점이 다음 학습의 출발점과 잘 맞물리, 

도록 교육내용을 조직하는 것을 말한다 김대현 김석우( , , 1999, p. 137).

이것은 예컨대 학기 학년 학교급별 간의 각 교과의 내용이 잘 접속 또는 , , 

이음 연결되도록 조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각 교과는 교과, . 

의 특성과 체계에 맞게 계열성의 원칙에 따라 내용을 조직해야 하는데 이, 

것은 예컨대 학년이 올라가면서 내용의 중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학습

의 심화 확충이 이루어지도록 조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열성의 원리에 · . 

따른 내용조직 방식은 예컨대 다음과 같은 원리가 있는데 각 교과의 특성

을 고려하여 적합한 원리를 원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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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순 방법① 

주제별 방법② 

단순에서 복잡으로의 방법③ 

전체에서 부분으로서의 방법④ 

논리적 선행 요건 방법⑤ 

추상성의 증가에 의한 방법⑥ 

학생들의 발달에 의한 방법 임재훈 이대현 이양락 박순경 정영근( , , , , , ⑦ 

2004, pp. 19-20).

이와 같이 연계성이란 특정 학습의 종결점이 다음 학습의 출발점과 잘 

맞물리도록 교육내용을 조직하는 것이며 계열성이란 학년이 올라가면서 

내용의 중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학습의 심화 확장이 이루어진다는 ·

것을 의미한다 교사는 같은 단원 내 단원 간 학년 간의 연계를 고려하. , , 

며 교육과정 자료의 강점과 약점을 확인한다 구체적으로 교사들은 연. , 

립일차방정식은 두 직선의 교점과 관련 있으며 일차함수와의 밀접한 관

계를 드러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거나 피타고라스 정리 삼각비의 순서, 

로 지도하고 원의 성질은 그 다음에 지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강, 

조한다(Ibid, p. 140). 

교사는 하나의 수학적 개념을 지도하기 위해 그와 관련된 다른 개념들

이나 성질들에 주목하고 교육과정 자료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의도

적으로 각 개념 간의 연결성을 강조하는 과제를 추가하기도 한다 이경. 

화 외 의 연구에서 한 교사는 수업 설계와 실행의 과정에서 수학적 (2017)

개념의 의미와 수학 공식이 도출된 과정이 잘 드러나도록 설명하여 학생

들이 수학적 개념을 잘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였

는데 교사의 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순열과 조합 단원을 가르칠 때에는 수의 의미가 드러나도록 가르려고 한다

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개념을 배운 시점으로부터 시간 동안에는 원. 2~3

순열의 경우는 기준이 되는 것을 배치하면 나머지는 일렬로 배열하면 되‘

므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경우 우선 서로 다르다고 놓고 일렬로 배’, ‘

열한 후에 같은 애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것이 문제가 되므로 와 같이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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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오는 배경을 계속 얘기하려고 노력한다 반성적 저널 에서 발췌( 1 ).

예를 들어 통계적 추정이라는 단원에서는 이 단원에서 다루는 모집단과 표, 

본 표본의 평균과 표준편차 정규분포 신뢰구간 등의 수학적 개념들의 의, , , 

미와 더불어 각 개념의 값을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를 설명하

려 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위 개념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 

잘 설명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반성적 저널 에서 발췌 이경화 외( 3 ). ( , 2017, 

p. 481).

교사는 순열을 지도하면서 순열의 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원순열의 , 

공식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공식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교사는 통계적 추정 단원을 지도할 때에는 . 

단원에서 다루는 수학적 개념인 모집단과 표본 표본의 평균과 표준편, 

차 정규분포 신뢰구간의 의미가 무엇인지 신뢰구간을 구하는 공식 등, , 

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수학적 개념들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 고려하, 

였다. 

배수경 의 연구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이 단순한 암기보다 풀이 과(2015)

정 속에 내재된 수학적 원리를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하나의 수

학적 개념 다음에 학습하는 수학적 개념과의 연계성을 염두하고 교육과

정 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교사는 외심을 학. , 

습하기 이전에 학습하는 수학적 개념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였다: 

교사는 외심의 정의가 구성에 초점을 맞춘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C ‘

점 과 의미에 초점을 맞춘 외접원의 중심 이라는 두 가지임을 알고 있’ ‘ ’

었고 교과서 집필을 하기 전까지는 그 두 개를 혼용해서 수업했다 하지만 .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과서 집필에 참여할 때 교수와 교사가 구2007 

성원인 집필진 회의에서 전체적인 수학의 흐름으로 보나 수학적인 논리로 

보나 외심의 정의는 외접원의 중심 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의견에 동‘ ’

의하게 되었다 또한 중 때 배운 수직이등분선의 성질 에 대한 증명 내. 1 ‘ ’

용 역시 집필진 회의를 하면서 중 에 제시되는 것보다는 연계성이 높아 바1

로 적용이 가능한 삼각형의 외심 단원 직전에 제시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따라서 교재인 중 교과서에는 없었지만 이 수업에서 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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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이등분선의 성질을 파악하는 것이 교사에게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으C

므로 논리적 증명까지 학생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배수경( , 

2015, p. 137).

교사는 삼각형의 외심에서 세 꼭짓점까지의 거리가 같음을 정당화하C

는 과정에서 이전 학년에서 배운 수직이등분선의 성질 즉 수직이등분, , 

선 위의 점에서 선분의 양 끝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증명하였다 우리나라의 수학과 교육과정은 수학적 구조를 중. 

시하여 위계적으로 학습 내용을 조직하여 다루고 있으며 미국이나 싱가

폴의 나선형 교육과정는 달리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화 확장되며 분절적·

이다 장경윤 외 교사는 각 학년의 수학적 위계를 인식하고 이를 ( , 2016). C

아는 것이 학생들로 하여금 수학을 큰 그림으로 바라보게 한다고 생각하

고 교과서를 재구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경력교사들이 삼각형의 외심의 존재성과 유일성을 증명하는 과, 

정에서 학년에서 학습한 수직이등분선의 성질을 보여주며 학년 간 내용1

의 연계성을 다루는 것에 비해 초임교사들은 삼각형의 외심만을 충실하

게 가르치고 교과서 내용의 범위 안에서 표현한다는 특징이 확인되었다. 

또한 경력교사들이 설정한 삼각형의 외심의 학습 경로가 같은 차시의 수

업을 반복하면서 안정되게 유지되는 것에 비해 초임교사들이 설정한 학

습 경로는 복잡하고 순서의 변화가 많다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경향, . 

은 와 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이들의 연구에 Remillard Bryans(2004) . 

참여한 초임교사들은 모두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 경로를 따르며 교사에

게 안내된 유의 사항을 충실히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유사하게 구나영과 이경화 의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평행선의 (2020b)

성질을 지도하면서 서로 다른 두 직선과 한 직선이 만날 때 생기는 각으

로 교과서에 제시된 동위각과 엇각뿐만 아니라 동측내각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교사는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면 동위각 엇각 의 크. ‘ ( )

기가 서로 같다 를 지도한 후 그림 와 같이 교과서의 과제를 수’ [ -5]Ⅳ

정하여 두 직선이 평행할 때 ∠∠의 값이 을 확인하도록 하였

다 이후 교과서를 심화 확장하여 동측내각의 정의를 제시하며 과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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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알게 된 사실을 일반화하여 두 직선이 평행할 때 생기는 동측내각

의 합이 임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그림 [ -5]Ⅳ 교과서 과제 위 와 수학적 개념의 연결성을 강조하기 위( )

해 수정한 과제 아래 구나영 이경화( ) ( , , 2020b, p. 266)

교사들은 수학의 형식성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학생들이 수학적 개념과 

성질의 연역적인 체계를 이해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 

의 연구에서 교사는 학생들과 일차방정식 풀면서 McDuffie et al.(2018)

등식의 성질 즉 한 변에서 어떤 수를 더하거나 빼면 반드시 다른 변에, , 

서도 똑같이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교사는 일차부등식을 지도하. 

면서 일차방정식을 풀면서 했던 것을 떠올리며 수학적 감각(math sense)

과 논리 을 이용하여 일차부등식을 유사하게 풀도록 지도하였다 교(logic) . 

사는 학생들이 실생활 문제를 바로 접하는 것보다는 여러 단계를 밟아가

면서 수학적 절차를 익히고 적용하며 연역적인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교사는 교육과정 자료가 교육과정에서 강조. 

하는 문제 해결 설명하기 정당화 등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함에도 , , 

불구하고 교사가 먼저 수학의 형식성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재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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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학적 용어나 설명의 불충분함

교사는 교육과정 자료를 사용할 때 제시된 수학적 용어나 설명이 불충

분함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교사는 교과서나 지도서에 제시된 수학적 . 

개념의 정의를 확인하고 그 의미가 정확한지를 확인하며 한계가 있다고 , 

판단될 경우 수정하여 지도한다 이경화 외 의 연구에서 한 중학교 . (2017)

교사는 평행사변형의 성질 단원을 지도하면서 교과서에서 성질 과 ‘ ’

조건 이라는 용어가 모호하게 사용된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 ’

다: 

교사는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고 한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A “‘ , ’ 

역시 조건으로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고, ‘ , 

그 길이가 서로 같다 는 조건으로 다루면서 앞서 언급한 내용은 왜 다루’

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고 답하였다 이경화 외” ( , 2017, p. 

478).

교사는 다른 교사와 성질과 조건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

으며 교과서에 없는 용어인 평행사변형의 특징 으로 소개하였다 연‘ ’ . 

구에 참여한 다른 고등학교 교사는 교과서의 함수 단원에서 역함수를 구

할 때 두 가지 단계를 제시하는데 왜 두 단계를 거치면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교. 

사는 역함수를 구하는 절차를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교사는 첫 . 

번째 단계에서 ‘에 관하여 푸는 행위가 왜 역함수의 규칙을 얻게 ’ 

해주는지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 와 를 바꾸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인식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수업을 실행하였다고 설명하였다(Ibid, 

연구진은 국외의 수학 교사들이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제시되지 p. 480). 

않은 이론적인 정당화나 설명을 수업의 설계나 실행에서 고려하지 않는 

것에 비해 연구에 참여한 교사 모두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수학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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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다루지 않았다는 점과 수학적 조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한계로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경향이 차별화된다고 

강조하였다. 

유사하게 의 연구에서 예비교사는 부등식의 영역을 지Lee et al.(2019)

도할 때 교과서에서 등식  의 가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설

명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후 예비교사는 부등식의 영역을 지. 

도할 때 세 과정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부: , 

등식의 해와 함수의 그래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과정 둘째 부등식, , 

의 영역에서 목적 함수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찾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 마지막으로, ,  의 표현을 이해하는 과정 특히 두 번째 과. , 

정에서 제한된 영역에서 목적 함수의 값이 변하며 특정한 값을 갖는 

 값이 여러 쌍으로 존재할 수 있고 함수의 그래프를 움직이면서 최, 

댓값과 최솟값을 어떻게 찾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2. 학생 요인

학생 요인은 교사가 학생의 이해와 특성에 영향을 받아 교육과정 자료

를 사용하는 것이다 학생 요인에는 학생의 이해 수준과 같은 인지적 특. 

성 학습 동기와 수학에 대한 흥미와 같은 정의적 특성 학생이 범할 수 , , 

있는 오류나 가질 수 있는 오개념에 영향을 받은 교육과정 자료 사용이 

포함된다.  

2.1. 학생의 이해

선행 연구자들은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이 학생들의 인지 수준에 

적절한지 학습 내용의 분량은 어떠한지에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 

의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학생들이 동류항의 연산을 배울 때 Adler(2011)

문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문자를 사과나 바나나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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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하여 학생들이 점진적으로 문자의 의미를 이해하고 동류항의 연산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유사하게 배수경 의 연구에 참여한 중학교 교사들은 삼각형의 외(2015)

심을 지도하면서 외심의 존재성과 유일성에 대한 증명이 형식적이라 생

각하였다 교사는 컴퍼스와 자를 이용하여 외접원을 작도하여 외심이 존. 

재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게 하였으나 형식적으로 증명하는 과정

은 생략하였다 또 다른 교사는 중학생은 형식적인 증명을 직접 도출하. 

는 것보다 그 내용을 이해하고 성질을 말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외심의 존재성에 대해서는 논리적 증명이 아닌 정당화 . 

정도의 약화된 수준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사는 교육과정 자료가 학생의 이해 수준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로 

구현될 수 있는지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의 . , Choppin(2011)

연구에서 중학교 교사들은 교육과정 자료에 제시된 과제가 학생에게 어

렵지 않은지를 고려하였다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 

과제를 보충하지 않고 탐구 과제는 지도하지 않기도 하였다 또한 교사, . 

는 소그룹으로 함께 과제를 해결할 필요는 없으며 교실에서 읽고 전체“

적으로 토론하는 것이 목표이고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들일 필요 없이 ,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 는 점을 강조하였다” (p. 342). 

와 의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그A. J. Stylianides G. J. Stylianides(2008) [

림 과 같이 교과서에 제시된 여행 과제 가 학생의 이해 -6] (Trip Task)Ⅳ

수준을 고려하면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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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6]Ⅳ 교과서에 제시된 여행 과제 (A. J. Stylianides & G. J. 

Stylianides, 2008, p. 865)

그림 의 과제는 다섯 가지의 단계를 거쳐 해결된다 첫째 말콤[ -6] : , Ⅳ

과 사라의 노트에 있는 실생활 맥락을 이해하고 특정 시간대에서 거리에 

관한 합리적인 추측하기 둘째 시간 변수의 편리한 단위, , (convenient 

를 확인하기 노트에 기록된 내용이 분의 배수로 기록되었기 때문scale) ( 30

에 분을 단위로 선택하는 것이 전략적이다 셋째 첫 번째 과정에서의 30 ), , 

추측에 기반하여 두 번째 과정에서 생각한 시간 단위를 이용해 시간과 

거리에 관한 표를 만들기 넷째 표를 좌표평면에 나타내기 다섯째 말, , , , 

콤과 사라의 노트가 표와 그래프를 만드는데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설명

하기.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보충 과제에 그래프를 추가하고 학생들이 어떤 , 

노트가 사용되었는지를 고를 수 있는 과제로 수정하였다 즉 교사는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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섯 번째 단계를 각 그래프를 나타내는 노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림 

만들기로 수정하였다 또한 교사는 두 번째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독립변. 

수와 종속변수 독립변수인 시간의 단위가 제시된 표 표 참조 를 , (< -4> )Ⅳ

제시하였다 교사는 두 번째 과정을 시간에 관한 특정 단위를 제공하고 .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수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의 연구에서 교사가 평행선Berg, Fuglestad, Goodchild, Sriraman(2012) , 

동위각 엇각과 관련된 과제를 접했을 때 교사들은 얼마나 많은 학생들, 

이 힌트를 얻지 않아도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

었다 그들은 대부분의 학생이 과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며 학업성취. 

도가 높은 극소수의 학생만 수업을 따라올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에 일. 

부 교사는 자신의 수업에서 이 과제를 사용하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이전에 배운 평행선과 각에 관한 . 

성질들 과제들을 살펴보고 학생들은 주로 삼각형을 이용하는 것을 선, , 

호한다는 점을 떠올리며 제공할 수 있는 힌트들을 만들었다.

유사하게 와 의 연구에 참여한 초임교사는 교육Amador Lamberg(2013)

과정 자료에 제시된 내용을 지도할 것인지 혹은 지도하지 않을 것인지, 

를 학생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어 결정한다고 밝혔다 교사는 교육과정 . 

자료를 엄격하게 따르는 대신 필요에 따라 유연한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는 수업에서 많은 시간을 학생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

시간
총 이동거리

분마다 30

이동거리

표 < -4>Ⅳ 교사가 학생에게 제공한 표 (A. J. Stylianides & G. J. 

Stylianides, 2008, p. 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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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 기존의 교육과정 자료 를 학생들이 어려워하거나 이해. (Everyday Math)

하지 못한다면 다른 자료를 사용했어요 저는 어제 우리가 이 수업을 했. “

기 때문에 오늘은 이 수업을 해야합니다 라고 발하지 않았어요.” (Amador & 

Lamberg, 2013, p. 164).

와 의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교과서를 기반으로 자Olsher Even(2019)

신의 수업에서 사용할 교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

생들을 위한 재구성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핵심적인 내용 요소를 . , 

제외한 심화 확장된 내용은 삭제하거나 새로운 단원을 들어가기 전에 , 

준비할 수 있는 연습 과제를 추가하였다 또한 기존에 제시된 학습 경로 . 

대신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위한 대안적인 경로를 마련하여 이를 

따르도록 하였다. 

2.2. 학생의 흥미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은 과제가 학생의 흥미를 유도하는지에 영

향을 받기도 한다 와 의 연구에 참. A. J. Stylianides G. J. Stylianides(2008)

여한 교사는 학생들이 수학을 가장 잘 배우기 위해서는 실생활에서 활용

되는 맥락을 강조하며 흥미를 높여야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면담 중 

교사의 언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생들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수학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수

학을 가장 잘 배운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학생들은 그들이 풀고 싶은 . , 

문제가 있고 수학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도구이어야 해요 그래서 , . 

저는 실생활에 기반한 수학으로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적절

하다고 생각해요(A. J. Stylianides & G. J. Stylianides, 2008, p. 864).

교사는 수학 학습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동기 유발이 중요하다고 생각

하였으며 이를 위해 학생들이 과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그룹 활동을 

유도하였다 또한 교육과정 자료에 제시된 여러 과제 중에서도 실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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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이 강조된 과제를 채택하여 동기를 유발하고자 하였다. 

구나영과 이경화 의 연구에 참여한 한 교사는 중학교 근무 경력 (2020b)

동안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을 지도하여 학업성취도가 중간이거나 낮

은 학생들의 지도에 고민이 있었다 특히 점 선 면의 성질 단원과 같이 . , , 

새로운 개념과 기호의 소개가 많은 단원은 학생들에게 지루할 수 있으므

로 익숙한 소재를 사용해 쉽고 즐거운 수학 수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교과서에 제시된 과제는 삭제하고 영화 속 장면을 활. 

용한 새로운 활동이 주가 되는 과제를 추가하였다는데 이와 관련된 교사

의 언급은 다음과 같다:

빛의 성질을 이용하여 영화 속의 광선검이 화면상에서는 길이를 갖는 선분

이지만 실제로는 손잡이에서 끝없이 곧게 나아가는 반직선임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선분과 반직선의 차이점을 알게 한다 마찬가지로 양날 광선검을 . 

통해 선분과 직선의 차이점을 알게 한다 새로운 용어 소개와 기호로 표현. 

하는 지루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더 익숙한 소재를 사용하여 보다 쉽고 즐

거운 수학 수업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구나영 이경화( , , 2020b, p. 263).

구나영 외 에 참여한 고등학교 교사들은 예비교사에 비해 높은 (2020)

비율로 조건부확률을 지도할 때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하다고 생각하였다 의 연구에서 교사는 학생의 흥미를 유. Choppin(2011)

도하기 위해 도입부의 과제를 추가하기도 하였다 현직교사들이 학생들. 

이 수학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는지 수업 참여도는 어떠한지에 영향, 

을 받는다는 점 김민혁 을 고려할 때 교( , 2013; Eisenmann & Even, 2011)

육과정 자료를 사용할 때 이러한 요소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된다 이와 같이 교사가 학생의 흥미에 영향을 받을 경우 과제의 맥락. , 

을 바꾸거나 조작 활동이나 체험 활동과 같은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충

분한지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이지윤 김선희 이환철( , , , , 

2016). 

구나영과 이경화 의 연구에서 한 중학교 교사는 평행선의 성질 (2020b)

중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면 동위각 엇각 의 크기는 서로 같다 를 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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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기 위해 교과서를 수정하였다 교과서에서는 두 삼각자를 이용하여 . 

평행선을 그리면 동위각이 삼각자의 한 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 크기

가 같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교사는 그림 과 같이 평행인 . [ -7]Ⅳ

두 직선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두 평행선과 만나도록 또 다른 직선을 그

리도록 하였다 교사는 교과서에서 설명으로만 제시된 내용을 질문을 추. 

가하여 각을 측정하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로부터 두 직선이 . 

평행할 때 동위각과 엇각의 크기가 같다는 것을 한 번에 탐구하도록 하

였으며 각의 크기를 구하도록 하여 학생이 직접 참여하여 소박하고 직관

적인 수준에서 출발하도록 하였다.

그림 [ -7]Ⅳ 교과서의 설명 위 과 학생의 흥미를 유도하고자 수정( )

한 과제 아래 구나영 이경화( ) ( , , 2020b, p. 264) 

과 의 연구에서 교사는 교과서에 제시된 조작 활동이 Sherin Drake(2009)

적절한지 고려하며 새로운 과제를 추가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교. 

육과정 자료로부터 내용에 관한 지식이나 수업 중 할 수 있는 발문 등에 

관해 배울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실제 수업에서 자료

에 제시된 바를 재구성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수업을 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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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과제로 학생들이 수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였

다 구체적으로 교과서에 학생들이 손가락을 이용해 수를 나타내는 과. , 

제가 제시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손가락 개를 접었다 펴는 . , 5

동작을 번 반복하면서 수의 반복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교6 . 

사는 수업 중 학생들이 수의 반복을 보지 못한다는 점을 염려하여 새로

운 과제를 추가하였다. 

이지윤 외 에 의하면 교사들은 학생들이 조작이나 체험 활동을 (2016)

통해 수학을 학습할 수 있도록 중 고등학교에서는 탐구형 소프트웨어를 ·

활용하거나 한 주제에 대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토의하고 협력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수경 의 연구에서 삼각형의 외. (2015)

심을 지도하는 교사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교과서에 제시된 탐구 활

동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은 교과서에 제시된 질. , 

문만으로는 수직이등분선을 접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교사는 수. 

직이등분선을 접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꼭짓점과 꼭짓점끼리 , ‘

만나도록 접어라 라는 질문을 하여 학생들이 세세한 안내 하에 종이접’

기를 통해 삼각형의 세 수직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점을 인식하

도록 하였다 유사하게 문성재 노정원 노예솔 이경화 에 (p. 113). , , , (2019)

참여한 교사는 통계를 지도할 때 학생들이 접근하기 좋고 다룰 수 있는 

통계 자료가 필요한데 교과서에 제시된 자료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언

급하였다 특히 교사는 직접 현실 자료를 검색하는 것도 어려우며 인공. , 

적으로 자료를 가공하는 것도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2.3. 학생의 오류나 오개념

교사는 학생들이 특정 내용 주제에서 가질 수 있는 오류나 오개념에 

주목하여 교육과정 자료를 사용하기도 한다 의 연구에 참여. Adler(2011)

한 교사는 자신의 이전에 수학을 가르쳤던 경험으로부터 학생들이 어떠

한 오류를 보인다는 점을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험이 수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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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상황에서 봐요 옳은 절차만을 밟는 것보다 실제로 오류와 오개념으로. 

부터 더 많은 것을 배워요 당신이 칠판에 합계를 적고 모두가 그것을 옳게 . 

얻는다면 당신은 잠시 후에 그 합계 자체가 그것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 

것을 깨닫을 거에요 일단 학생들이 실수를 하고 당신은 학생들이 자신의 . 

오류를 인식하게 만들거나 오류나 오개념을 통해 수업이 훨씬 더 효과적으

로 진행된다는 것을 깨달아요 오류와 오개념을 수정하면서요. (Adler, 2011, 

p. 15).

조성민 의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합성함수를 지도하면서 학생들(2006)

이 합성함수는 두 함수를 이용해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것이며 곱셈과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수업 중 교사의 언급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그래서 바로 어떤 함수를 만들어 낼 수가 있냐면, 가 있고, 를 거쳤다가 

결과로 가보면 로 가는 함수를 만들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 에 있는 게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 별로 신경 안 쓰겠다는 거야 중략1, 2, 3. . ( ) 

함수 맞지 함수 맞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 로 가는게 아니라 에

서 로 가는 또 다른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진 거지 얘는 . 라고 할 수도 

없고 라고 할 수도 없고, 라고 놓던가 이런 식으로 함수를 갖다가 더했. 

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거는 곱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뭔가 새로운 일을 , . . 

했어 그래서 이거를 합성했다 이렇게 말하기로 약속했어 함수의 합성이. . . 

야 합성 합성함수 조성민. . ( , 2006, p. 105).

교사는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 별로 신경 안 쓰겠다는 거야‘ ’, 

이거는 곱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뭔가 새로운 일을 했어 라는 말로 ‘ , ’

합성함수의 개념을 소개한다 일반적으로 함수의 합성과 수의 곱셈은 학. 

생들이 혼동할 수 있으므로 교사는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오류 중 한 

가지를 차단하려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사하게 의 연구에서 교사는 교육과정 자료에 제시된 정Collopy(2003)

보로부터 학생들이 범하는 오류를 알게 되었고 이로부터 수업에서 학생, 

들에게 어떤 안내를 제공할지 고민하였다 교사는 학생들이 흔히 범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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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를 설명하고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물으면서 수업을 시작하였

다. 

학생들은 도형을 임의의 것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개별적인 

것으로 받아 들이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Yerushalmy & Chazan, 1990). 

구나영과 이경화 의 연구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평행선의 성질을 (2020b)

학습할 때 동위각과 엇각이 두 직선이 평행할 때에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오개념을 갖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교과서에 제시된 과. 

제를 그림 과 같이 수정하였다 특히 첫 번째 과제에서 개의 각의 [ -8] . 8Ⅳ

크기를 직접 측정하면서 동위각과 엇각을 구하도록 하였다 실제로 교과. 

서에 제시된 대부분의 문제에서 두 직선이 평행한 경우만 다룬다 이에 . 

교사는 학생들이 두 직선이 평행하지 않을 때에도 동위각과 엇각이 존재

하며 이때에는 각의 크기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개념 이해를 

도우려는 의도로 수정하였다.

그림 [ -8]Ⅳ 교과서의 과제 위 를 학생들이 갖는 오개념을 고려하며 ( )

수정한 과제 아래 구나영 이경화( ) ( , , 2020b, p. 265)

일상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수학적 맥락에서 사용될 수 있을 때 

그 의미가 혼용될 수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수학 학습에 어려움을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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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다 구나영 이경화 닮음이라는 용어는 다소 일상적인 표( , , 2014). 

현으로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막연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일상적인 경

험과 관련지으며 각의 크기를 보존하면서 어떤 거리공간을 그 거리공간

을 재척도화한 공간으로 보내는 공형등거리사상이라는 본질을 훼손하지 

않도록 다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재훈 박교식 구나영과 이( , , 2009). 

경화 의 연구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일상 생활에서 이미 접한 용어(2020b)

인 닮음과 수학적으로 정의된 닮음의 차이점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하였다 이로부터 그림 와 같이 새로운 과제를 추가하여 학생들. [ -9]Ⅳ

이 일상적인 용어와 비교하여 닮음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고자 하였다. 

그림 [ -9]Ⅳ 일상적인 용어와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추가한 과제

구나영 이경화( , , 2020b, p. 264) 

한편 와 는 학생들이 조건부확률을 학습하면서 , Gras Totohasina(1995)

갖는 오개념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조건부확률 . , P 를 

사건의 시간적 순서로 해석하며 P 를 사건의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구나영 외 의 연구에서 교사들을 조건부확률을 지도할 . (2020)

때 중시해야할 점으로 사건의 시간적 순서나 인과관계를 언급하였지만 

상당수의 교사들이 조건부확률 P 를 시간적 순서로 해석하며 인과

관계로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조건부확률에 대한 오개. 

념을 교사가 갖고 있을 경우 수업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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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 요인

환경 요인은 교사의 교육 경험과 다양한 교육과정 자료의 활용 가능

성 사회문화적 맥락 등의 영향으로 교육과정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다, . 

환경 요인에는 교사의 학습 경험이나 임용 전 경력과 같은 교육 경험, 

다양한 교육과정 자료의 활용 가능성 교육공동체의 특징 학부모나 학, , 

생의 요구 교육 정책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영향을 받은 교육과, 

정 자료 사용이 포함된다. 

3.1. 교사의 교육 경험

선행 연구자들은 교사가 교육과정 자료를 사용하는 데 과거에 수학을 

학습하거나 교사가 되기 전에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가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다 의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본인이 수학을 학습. Drake(2006)

할 때 겪었던 어려움과 실패의 경험이 이후 교사가 된 이후에도 교수 자

신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초등학교의 마지막 해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울고 울고 또 울... . , , 

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또 다른 악몽이었죠. . 

수학이 정말 무서웠어요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제가 교사를 시작했. . 

을 때 저는 그게 교육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해야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 

(Drake, 2006, p. 590).

구나영과 이경화 의 연구에 참여한 한 중학교 교사는 본인이 수(2020b)

학을 학습할 때 정형화된 지필 중심의 학습 방법에 치중했다는 점을 반

성하고 기존 교과서에서 삼각형의 내심 전에 각의 이등분선을 먼저 학, 

습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이에 교과서에 제시된 삼각형의 . 

내심 도입 과제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에 대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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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없이 학생들이 직접 삼각형의 세 변에 접하는 원을 그리고 삼각형의 , 

내심과 관련된 추측을 쓰게 하도록 그림 과 같이 과제를 추가하[ -10]Ⅳ

였다.

그림 [ -10]Ⅳ 교사의 학습 경험을 반성하며 추가한 과제 구나영( , 

이경화, 2020b, p. 268) 

연구진은 교사가 추가한 과제가 학생들에게 작도의 경험과 추측 비형, 

식적 설명을 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기존 교과서에서 삼각형의 내접원의 존재성과 유일성을 보이기 

위해 배치한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전영배 강정기 노은환 을 지도( , , , 2011)

하지 않을 경우 내접원이나 삼각형의 내심의 정의의 엄밀성을 확보하지 ,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교사가 자신의 학. 

습 경험에만 기초하고 수학적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관련된 다른 개념, 

들 사이의 연결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과제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시

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  

배수경 의 연구에서는 교사가 되기 전에 학생을 지도한 경험이 (2015)

임용 이후에도 교수 학습 방법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구체적으로 한 교사는 과거에 학원 강사로서 학생들이 수학적 . 

개념이나 성질이 도출된 과정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 과정을 효율적으

로 기억하는 것을 강조하였는데 교사가 된 이후에도 이러한 영향이 지속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한 언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93 -

당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열을 가르칠 때 문제를 유형별로 분류해서 

수업을 했는데 학생들이 매우 좋아해 주었다 이러한 경험은 학교에 와서 . 

교사가 개념이나 문제를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학생들에게 제공하지 못 

하면 실력이 없다고 평가 받는다는 개인의 신념으로 이어졌다 중략 학원 . ( ) 

강사로서의 입장과 교사로서의 입장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 때의 경험과 기억을 학교 수업에 반영하고 있었다 배수경( , 2015, 

p. 116).

이와 같이 교사로 임용되기 전에 본인이 학원 강사로서 경험한 긍정적

인 기억이 수학 교수 학습에 대한 신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

다 교사는 학원 강사와 교사가 추구해야 할 가치나 입장은 다르다고 생. 

각함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 수업에서 본인이 경험했던 바를 투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확인한 연구로부터 교사가 과거에 수학을 . 

학습한 기억이나 교사가 되기 전에 했던 교육 경험은 교수 자신감과 교

육과정 자료의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 교육과정 자료의 활용 가능성

수학 교사는 기존의 교육과정 자료의 제한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자료

를 찾거나 연수 등을 통해 전문적인 지원을 받고자 한다(Chval, Weiss, 

그러나 개설된 연수들이 실제로 교사에게 필요한 내용& Taylan, 2014). 

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단기간의 연수에만 그칠 경우 교사에게 실질

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알려져 있다 박선화 문광호 구( , , 2009). 

체적으로 조성민 의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중학교에서 비례 관계를 , (2006)

통해 함수를 정의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대응 관계로 함수를 정의하여 

두 정의 사이의 관련성에 관심을 갖지만 수업 자료가 부족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함수 개념을 비교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언

급한다. 

또한 김소민과 김홍겸 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교사들은 학교 관리(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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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수학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예산

이나 시설 기기의 지원의 수준은 낮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였다 특히 , .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 인터넷 사용 환경이나 기자재가 부

족하다는 점 즉 물리적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 

이와 같이 교사들은 교과서나 지도서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구할 수 있는지 또는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물리적 , ·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지에 영향을 받는다.

선행 연구자들은 경력교사와 달리 초임교사의 경우 교육과정 개정의 , 

의도를 반영하지 않고 전통적인 교수 학습 방법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

다는 점을 강조한다 의 연구에서 초임교사들은 교육과정에. Drake(2002)

서 제시한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을 고민하고 적용하기보다는 가르칠 ·

내용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절차적인 측면을 지도하는데 몰입하였

다 또한 초임교사들은 예비교사 교육에서 배운 이론을 현장에 적용하면. 

서 이론과 현실의 괴리를 경험하므로 교육과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

고 실천적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요구된다 이경화 외, ( , 2012).  

이 외에 교사들은 교사와 학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영향

을 받아 교육과정 자료를 사용하기도 한다 와 의 연구. Olsher Even(2019)

에 참여한 중학교 교사들은 수학적 내용 요소나 교수 학습상의 유의사·

항과는 관련이 없지만 교사나 학생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편집적인 부

분을 수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사들은 교과서에서 수학적 개념의 정의. , , 

성질 수업 요약 정리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특정한 모양의 아이, 

콘을 학생들이 쉽게 주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교사들은 . 

교과서에서 아이콘이 어느 부분에 표시되어있는지 분류하고 적절하지 , 

않다고 판단한 부분은 삭제 및 수정하여 배치하였다 또한 교사들은 교. 

과서에 제시된 과제가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판단하여 재편집하였다 이. 

때 교사들은 기술적인 문제를 피하도록 기존의 플랫폼을 대체하는 새로

운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와 의 연구에 참여. Olsher Even

한 명의 중학교 교사 중 명이 년 동안 이 작업에 상당히 몰입한 것으9 8 1

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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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회문화적 맥락

교사는 사회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받아 교육과정 자료를 사용하기도 

한다 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수학교육의 몇몇 특징은 유. Lee et al.(2017)

교 전통에 기반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유교 전통에 기반한 특징으로 교. 

과서 개발자들이 윤리와 책임의식을 깊이 느끼며 교사들이 공식적 교육

과정을 따르고 공교육의 임무를 수행하려는 경향을 언급하였다 유교에. 

서는 교사에게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내용 지

식 또한 깊게 알고 있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동양(Wang, 2016). 

의 교사들은 다른 학문과 달리 수학이 독특한 지식의 구조를 갖고 있다

는 점에 주목한다(Leung, 2001). 

동양에서는 수학 교사가 누구보다 내용 지식을 깊게 이해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을 정련된 순서에 따라 능숙하게 인도해야 한

다는 점을 강조한다 와 의 연구에서 미국의 (Wang, 2016). Cai Wang(2010)

수학 교사들이 학생의 참여를 촉진하고 교실을 관리하며 유머 감각을 , 

가진 교사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 중국의 교사는 수학 지식을 깊

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교과서를 진중히 연구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중국의 교사들은 수학적 지식을 실생. “

활에서 비롯되지만 제련 된 지식 으로 표현하였다 즉 중( ) ” (p. 271). , 提炼

국의 교사들은 수학적 지식이 실제적인 요구로부터 발생하게 되었지만 

추상적이고 체계성이 강조되는 지식이라는 점에서 다른 교과 내용 지식

과는 차별성을 갖고 교사도 이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 

였다 이에 교사들은 수학 학습에서 실생활의 맥락에 대해서도 다른 견. 

해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교사들은 실생활 문. , 

제로부터 수학을 배워야 한다는 점 즉 문제를 해결하는데 수학이 활용, 

됨을 이해하며 이들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을 확인하도록 구체적인 예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반면 중국의 교사들은 구체적. , 

인 사례를 이해하는 것이 수학의 추상성을 이해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 96 -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구체적인 예를 통해 추상적인 수학적 개념. , 

을 도출하고 학생들이 수학적 개념을 이해하면 구체적인 표현의 제약에, 

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실생활 과제나 . 

조작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예를 통해 수학적 개

념의 추상성과 형식성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우리나라의 수학 교. 

사들 역시 이와 같은 수학의 구조와 본질에 주목하며 조용하고 체계적인 

수학교육을 추구한다는 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경화( , 

2010).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대학 입시 제도가 교육과정 자료를 재

구성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데 선행 연구에서 확인한 

교사들의 언급은 다음과 같다:

박보영 학생들의 가정환경 경제적인 면이 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쳐: , 

요 가정환경이 좋지 못한 학생들은 집에서 부모님의 돌봄이 비교적 적으니. 

까 상대적으로 학교 수업이나 성적에는 관심이 없고 그러면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떨어지죠 그러다 보면 참여도가 떨어지는 많은 학생들은 수준별 . 

수업에서 하 수준의 수업으로 모이게 되죠 그러면 교사는 교과서의 내용 . 

중에서도 간단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더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 반대의 경. 

우에는 교과서 내용뿐만 아니라 참고서나 문제집 등에 나타난 내용을 더 

추가로 가르치게 되죠 중략. ( )

윤수일 중략 입시라는 환경 때문에 고등학생들한테는 다양한 수업방법이 : ( ) 

지도서에 있다고 하더라도 활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김민(

혁, 2013, p. 527).

두 교사는 학생들의 가정 환경이나 대학 입시 제도가 교과서와 지도서

를 사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 경우 반대

의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학 수업에 관심이 높고 이 학생들을 대, 

상으로 하는 수업에서는 교과서나 지도서 외의 다양한 문제집 등을 참고

하여 지도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도서에 다양한 수업 방법이 제시되더라. 

도 대학 입시제도의 영향으로 고등학교에서는 이를 적용하는 것이 어렵

고 수능과 모의고사를 대비한 문제 풀이 위주의 수업을 주로 한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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혔다. 

입시제도나 평가 위주의 교육 문화는 교사가 과제를 선택하고 수정하

는데 영향을 미친다 와 의 연구에 참여한 초임교. Amador Lamberg(2013)

사가 학생의 이해에 초점을 맞춘 학습 경로를 선택하는 데 비해 경력교

사들은 평가에 초점을 맞춘 학습 경로를 선택했다 경력교사들은 시험에 . 

자주 나오는 유형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반복적으로 문제 해결 기술을 , 

연습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사들은 시험에 둘레가 주어진 다각형. , 

을 만들라는 과제가 자주 나온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강조하며 학생들이 

조건을 만족하는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을 만들도록 반복하였다 또한 . 

교사들은 시험에 출제된 내용 혹은 출제될 것 같은 내용을 아는 것이 , 

학생들에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였다 교사들은 관리자가 시험 위주의 수. 

업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며 시험과 관련되지 않은 단원은 

지도하지 않고 출제 유형을 지속적으로 연습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사교육이 만연하여 공교육을 맡고 있는 교사로서 가

져야할 책임감과 의무가 강조되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배수. 

경 의 연구에서 교사는 학원 강사와는 다른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2015)

였다 또 다른 교사는 학원에서 주로 공식을 외우고 이를 적용하는 것. , 

에 집중하는데 학교 수업에서는 이와는 차별화된 접근을 해야한다고 강

조하였다 이에 교사는 학원과는 구별되는 발문을 늘 고민하였고 공식. , 

을 적용하여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몰입하는 학생들에게 

수학적 원리를 고민하도록 하였다 교사는 단순 암기와 반복에 의한 문. 

제 해결 전략의 습득은 오히려 학생의 학습 부담을 증가시키며 공교육에

서 수행하는 평가의 목적을 고려한다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이. 

에 수학적 개념의 의미나 성질이 도출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

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 교사의 경우 수업 외에 처리해야 하는 행정업무로 인해 수업 

준비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소민과 김홍겸 에 의. (2019)

하면 중 고등학교의 교사가 수학 수업을 준비하는데 하루 평균 시· 1.9

간 시간을 할애하는 것에 비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데에는 하루 평,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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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시간 시간 즉 약 배 정도의 시간을 더 할애한다 한편 이3.0 , 3.1 , , 1.5 . , 

경화 외 는 교육과정 자료의 사용에 수업 준비 시간의 부족이나 설(2017) , 

명의 시간 부족과 같은 요인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영향

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연구진은 정부의 교육 정책이나 학부모의 요구 . 

등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자들의 주장 김민혁 박선( , 2013; 

화 문광호 과 달리 여러 가지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상대적으로 , , 2009)

비교하였을 때 이러한 요인의 영향력이 낮다고 밝혔다. 

4. 요약 및 논의

지금까지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수학 학생 환경 요인으로 구분하고 하위 요소를 추출하였, , 

다 또한 수학 교사가 수학 학생 환경 요인의 영향으로 교육과정 자료. , , 

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는 향후 본 연구에서 수학 교사의 . 

교육과정 자료 사용 사례를 분석할 때 분석틀로 활용된다 본 절에서는 . 

앞서 살펴본 수학 교사의 수학 학생 환경 요인에 의한 교육과정 자료, , 

의 사용을 요약하고 이는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을 확인하는데 어, 

떠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교사가 수학 요인의 영향으로 교육과정 자료를 어떻게 사용하는, 

지 확인하였다 교사는 수학적 개념이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한 요소들을 . 

분석한 뒤 이를 수업에서 강조한다 또한 수학적 지식의 구조를 중시하. 

고 하나의 수학적 개념이나 성질을 지도하기 위해 관련된 다른 개념들과

의 관계를 확인하며 밀접하게 연계될 경우 이를 강조하여 지도하기도 한

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교육과정 자료에 수학적 용어나 설명이 불충분. , 

함을 지적하며 수학적 개념과 성질의 본질을 고민하고 교육과정 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는 학문으로서의 수학이 갖는 고유

한 특성인 형식성과 추상성이 반영된다 또한 학생들이 수학적 개념 요. 

소들과 그 사이의 구조와 관계를 파악하고 논리적 체계를 이해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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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교사의 해석이 반영된다 선행 연구자들은 서양의 수학 교사에 . 

비해 동양의 수학 교사가 내용 지식을 높은 수준으로 이해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과 ( , Cai & Wang, 2010; Park, 2004). Hill

에 의하면 교사의 전문화된 내용 지식의 수준이 높을Charalambous(2012)

수록 수학적 개념과 성질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학적 개념과 성, 

질들이나 절차 사이의 연결성을 잘 설명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 

수학 교사의 내용 지식 수준이 높을 경우 교육과정 자료의 사용에 지도

를 위한 지식 이 정교하게 반영되(mathematical knowledge for teaching)

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수학 요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 

부족한 실정이다 이경화 따라서 교사가 수학 요인의 영향으로 교( , 2010). 

육과정 자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교사가 학생 요인의 영향으로 교육과정 자료를 어떻게 사용하는, 

지 확인하였다 교사는 학생의 이해 정도에 영향을 받아 제시된 과제가 . 

학업성취도가 다양한 학생들에게 적절한지 학생의 사고에 자연스러운지, 

를 고려하여 재구성한다 또한 교사는 교육과정 자료에 있는 과제가 학. 

생의 흥미를 높이고 동기를 유발하는 요소를 갖는지 고려한다 마지막으. 

로 교사는 학생들이 보이는 오류나 학생이 가질 수 있는 오개념의 영향

으로 교육과정 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학 교사들은 수업의 목표나 학습 경로를 제시된 대로 따르면서도 학

생의 사고의 영향으로 교육과정 자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큰 차이가 

있다 교사가 교실에서 마주하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Choppin, 2011). 

다양하므로 교사는 어떤 학생에 초점을 맞출지 고민하고 교육과정 자료, 

를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업성취도가 중하위권인 학생에 초점을 . , 

맞춘다면 인지적 노력 수준이 높은 과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간 

단계를 거치도록 과제를 추가하는 경향이 있다.

수학과 교육과정은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요구에 대처하면서도 교육, , 

적 의도를 반영하여 개정된다 그러나 교육과정 문서나 교과서에 개정의 . 

방향이나 과제의 목표 교수 학습 상의 유의점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을 , ·

경우 그 배경을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교사의 몫이라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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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되었다 박선화 문광호 이경화 외 지면 자료로 내용 지( , , 2009; , 2017). 

식이 중심이 되는 교과서는 개별 학교의 상황이나 학생의 수준을 충분히 

고려할 수 없고 교육과정의 방향이 반영된 과제 역시 충분한 설명이 제, 

시되어 있지 않으면 교사가 사용하기 어렵다 구나영 송은영 최은정 이( , , , 

경화 자연스럽게 교육과정 자료에 제시된 정보가 제한적이며 교, 2020). 

사의 몫이 클 경우 교육과정의 의도를 교사가 이해할 수 있는지 교사의 , 

교육과정 자료 사용을 어떻게 보아야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따라. 

서 이러한 측면을 반영한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교사가 환경 요인의 영향으로 교육과정 자료를 어떻게 사용하는, 

지 확인하였다 교사가 수학을 학습했던 경험이나 교사가 되기 전의 교. 

육 경험이 영향을 미친다 또한 기존의 교육과정 자료의 약점을 인식하. 

고 이를 보완할 때 새로운 자료의 활용 가능성이 어떠한지 교사나 학생, 

이 사용하기 편리한지를 고려한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사회문화적 맥락. , 

의 영향으로 교육과정 자료를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수학 교. , 

사의 경우 유교 전통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 , 

대학 입시 제도 공교육의 책무성 과도한 행정 업무 등이 교사의 교육, , 

과정 자료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환경 요인은 

다소 그 영향력이 약하게 취급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선행 연구자들은 . , 

수학 교사가 처한 상황을 확인하고 교육 정책의 측면에서 물리적으로 어

떠한 지원을 해야 교육과정에 대한 충실도가 높아질 수 있는지를 고려하

였다 예를 들어 박선화 문광호 즉 교사가 환경 요인의 영향으로 ( , , , 2009). , 

교육과정 자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미진하며 

교육과정의 의도를 구현하기 위해 환경 요인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향에

만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나라의 경우 교육과정 자료가 교사에

게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으며 교사가 (Grossman & Thompson, 2008) 

교육과정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의도에는 반 할 수 있다( ) (Brown 反

특히 서양의 교사와 달리 동양의 교사 유교 문화권에 속한 et al.,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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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교사가 보이는 독특한 특징이 있고 유교 문화는 교(Wang, 2016) 

사 주도의 수업 문화를 형성하는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조영달 따( , 2001). 

라서 환경 요인의 영향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 

에 따라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이 어떻게 다른지에 관한 논의가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장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이후의 장에서 최대한 반영

하여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Ⅴ

해 채택한 연구 방법인 사례 연구와 연구 참여자 자료 수집 및 분석에 , 

대해 소개하였다 장에서는 본 장에서 도출한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 Ⅵ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틀로 적용하여 초임교사의 교육과정 자

료 사용에 관한 사례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사가 수. , 

학 학생 환경 요인의 영향으로 교육과정 자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교, , , 

사의 해석은 실천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선행 연구의 결과

에 비추어 논의하였다 장에서는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에 관한 . Ⅶ

기존의 관점으로 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설명하면서 겪는 한계를 확인Ⅵ

하고 대안적인 관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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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 방법

장에서는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 Ⅱ

연구의 향후 과제를 확인하였다 장에서는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 Ⅲ

사용에 관한 선행 연구자들의 관점을 정리하고 본 연구에서의 교사의 , 

교육과정 자료의 해석의 의미를 규정하였으며 기존의 관점을 따른 연구

자들이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해석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확인하였다. Ⅳ

장에서는 선행 연구자들이 제시한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범주화하여 수학 학생 환경 요인으로 구분하고 하위 요, , 

소를 추출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수집한 사례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 

틀로 활용된다 본 장에서는 먼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택한 . 

연구 방법인 사례 연구와 선정한 사례의 연구 참여자 자료 수집에 대해 , 

소개한다 다음으로 연구 문제 과 를 해결하기 위한 자료 분석 절차와 . 1 2

교사가 지도하는 내용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수학 학생 환경 요인의 , , 

분석 방법을 설명한다. 

1. 사례 연구10)

본 연구는 수학 교사가 교육과정 자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분석하여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관점에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

적이 있다 즉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 , 

는 중요한 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밝히면서 사례가 속한 부류의 특징

적 양상을 파악하고 이를 검증하면서 한정된 가설을 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례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 

사례 연구는 질적 연구 접근의 하나로 하나의 경계를 가진 사례 체계, ( )

를 탐색하고 상세하고 심층적으로 묘사하는 연구 방법이다(Creswell, 

10)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였다 승인번호   (
IRB No. 1903/00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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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를 수행하는 이유를 제시하기 위해 사례 연구의 고유한 2013). 

특성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 연구는 현상에 대한 심층 연구이다 사례 연구는 자연스러, . 

운 맥락에서의 현상에 대해 연구하며 사례에 대한 깊은 이해나 여러 사

례들을 비교할 때 좋은 접근이다(우정호 외, 2006). 

둘째 사례 연구의 자료 수집은 대체로 광범위하며 다양한 정보원천들, 

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 직접 관찰 참여 관찰 면담 문서 기록물 등의 . , , , , , 

자료를 수집하도록 권고되며 연구자는 이를 분석하여 사례의 (Yin, 2009) 

역사 연대기 묘사 등의 상세한 기술을 한다, , (Creswell, 2013). 

셋째 사례 연구는 발견을 중시하며 사례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 , 

소수의 주요 이슈에 초점을 맞춘다 사례 연구는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도. 

모하므로 새로운 의미의 발견을 할 수 있고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시키, 

기도 한다 우정호 외 연구자는 사례를 넘어 일반화하는데 목적이 ( , 2006). 

있지 않고 사례의 복잡성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추며 사례를 통해 , 

배운 교훈들 을 보고한다는 특징이 있다‘ ’ (Creswell, 2013).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자료원으로부터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

용에 관한 심층적인 이해를 얻고자 하며 결론보다는 과정에 확증보다는 , 

발견에 관심이 있다 사례 연구의 목적이 특정 현상을 이루는 요소들 사. 

이의 상호작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논점과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으므로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Yin, 2009) . 

은 연구 목적과 연구 결과를 근거로 사례 연구의 유형을 개발Yin(2009)

적 사례 연구 기술적 사례 연구 설명적(exploratory) , (descriptive) , 

사례 연구로 구분하였다 개발적 사례 연구는 단일 사례나 (explanatory) . 

최대 개 정도의 제한된 사례들을 관찰하여 현상을 이해하고 기존의 이10

론에 새로운 아이디어나 가설을 제공하는 등의 통찰을 제공하는데 목적

이 있다 기술적 사례 연구는 현상을 이루는 다양한 요인들의 복잡성의 . 

특성을 확인하고 이를 기술하여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마지막. 

으로 설명적 사례 연구는 복잡한 현상 안에서 발견 혹은 탐구될 것으로 , 

기대되는 인과 관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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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사례에 관한 관찰 및 분석을 시작으로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

료 사용에 관한 기존의 관점의 설명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하므로 사례 연

구 중에서도 개발적 사례 연구에 속한다. 

본 연구에서는 삼각비 단원을 지도하는 한 명의 중학교 초임교사의 교

육과정 자료 사용이 어떠한지를 확인하며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

용에 관한 연구자의 관점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즉 우리나라의 . , 

수학 교사의 실천이 어떠한지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해석은 실천과 어, 

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학 교사. 

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 사례의 분석으로부터 후속 연구의 기초를 제시하

고자 하는 성격을 지녔으므로 사례 연구 방법은 적절한 연구 방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2.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대도시에 위치한 공립중학교의 년차 교사 명으로 신4 1

규 임용 후 발령 받은 학교에서 연구가 진행된 년까지 년째 같은 2020 4

학교에 근무하고 있었다 연구의 참여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연구의 목. 

적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고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심적 부담감을 덜 느, 

끼며 수업에 대한 면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향을 고려하였다 또한 . 

년은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을 따른 중학교 학년 교과서가 적2020 2015 3

용되는 첫 해로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이 수업에 어느 정도 구현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중학교 학년을 지도하는 교사를 선정3

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상세히 밝히고 최종적으로 연구 참여 의. 

사를 결정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었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를 받은 후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이후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를 김교사. ‘ ’

로 부른다. 

김교사는 년에 이어 중학교 학년 담임을 맡아 년째 지도하고 있2019 3 2

었으며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었다 김교사가 근무하는 학교는 . 

혁신학교로 수학 과목의 경우 수준별 수업을 진행했지만 년에는 코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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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 로 인해 수준을 나누지 않고 개 학급을 개 학급으로 나누어 수19 , 2 3

업을 운영하였다 따라서 본래 학급 당 학생 수가 명이지만 분반을 . 23~24

하면 다양한 수준의 학생이 섞여 한 학급 당 명 내외로 구성되었다15 . 

김교사는 이 중 개 학급을 맡아 지도하였다4 . 

학교가 소재한 지역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중 수준 이상인 학부모가 많

은 지역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하고 최상위권의 학, 

생이 많지는 않지만 이전 학년의 학습 내용을 모르는 학생이 학급에 명 1

정도로 적은 편이었다 학년의 다른 반은 대 중반의 수학 교사 명과 . 3 50 1

시간 강사 명이 함께 담당하고 있었는데 동교과 협의회를 활발하게 하1

지는 않는 편이며 평가나 원격 수업을 위한 협의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

졌다. 

본 연구는 김교사가 수업하는 삼각비 수업에서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을 살펴보고 교사의 해석은 실천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 

고자 한다 김교사는 교과서를 기초로 직접 학습지를 제작하여 수업하는 . 

교사로 교육과정을 따르면서도 적극적으로 재구성하는 교사의 실천을 ,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김교사의 경력 지도 학년 지도 내용, , , 

소속된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종류 교사의 특징은 표 과 같, < -1>Ⅴ

다. 

경력
지도 

학년

지도 

내용

교과서 

종류
교사의 특징

3 3 삼각비

이준열 

외(202

0)

어린 시절부터 교사를 꿈꾸었으며 대

학교 학부에서는 교육 봉사를 한 경험

이 있음 혁신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며 . 

교과 지도와 학급 경영에 열정적인 편

임 중학교 학년을 년째 지도하고 . 3 2

있으며 대학원 석사 과정에 진학해 1

학기를 마침. 

표 < -1>Ⅴ 김교사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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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진행 일정은 표 와 같다< -2> . Ⅴ

연구 

단계
연구 시기 연구 내용

연구 

설계
년 월 월2020 1 ~8

 연구의 필요성 및 주제 선정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

에 관한 문헌 연구

연구 

대상 

선정

년 월2020 9

 연구 대상 교사 선정 및 면담

 삼각비 단원에 관한 문헌 연구

 수업 시간표 확인 및 자료 수집 

기간 확정

자료 

수집
년 월 월2020 9 ~10

 사전 면담

 수업 동영상 촬영

 사후 면담

 심층 면담

자료 

분석 및 

결과 

정리

년 2020

월 년 월10 ~2021 5

 면담 자료 및 문서 자료의 분석

 연구 결과 정리

 시사점과 논의 도출

표 < -2>Ⅴ 연구의 진행 일정

먼저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국내외 선행 연구를 분

석한 후 본 연구의 참여자를 선정하고 면담하였다 이후 김교사가 수업. 

하는 삼각비 단원에 관한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자료 수집 기간을 

확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년 월부터 월까지 수행되었으며 이후 . 2020 9 10

자료의 분석 및 결과 정리가 이루어졌다. 

해석의 관점에 따라 교육과정 자료의 사용을 살펴본 선행 연구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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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특정 교과서와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었다(Remillard, 

구체적으로 그들은 교사가 수학을 어떻게 가르쳐야 한다고 1996/2005). , 

생각하는지를 확인하고 교사가 교육 정책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는

지 교과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에 매달 일씩 수업을 , . 2

관찰하며 교사의 해석의 변화를 확인하거나 주 동안의 (Collopy, 2003), 1~2

약 차시 분량의 수업을 관찰하여도 교사가 교과서의 과제를 사용하였10

는지의 여부 다른 자료를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Ch vez, 2003). á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의 교육과정 자료 해석은 교사가 , 

자신의 교수학적 상황을 이해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것으로 특정한 단계

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교사의 실천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다. 

이는 앞서 언급한 해석의 관점을 따른 선행 연구자들이 언급한 해석보다 

확장된 개념이며 연구 방법적으로도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해석을 확인

하기 위한 자료 수집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 단원을 지도하는 교사의 수업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

였으며 사전 면담 수업 관찰 사후 면담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 , , . 

교과서와 지도서를 비롯해 교사가 활용한 인터넷 자료 교사가 제작한 , 

활동지 원격 수업에서 학생들이 남긴 반응을 수집하였다 차시에 걸, . 11

친 삼각비 단원의 모든 수업을 관찰함으로써 선행 연구에 비해 수학 요

인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또한 간헐적으로 사후 . 

면담을 진행한 선행 연구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매 차시별로 사전 면담

과 사후 면담을 진행함으로써 수업 전반에 걸쳐 교사의 해석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사전 면담과 사후 면담의 질문은 선행 연구 구나영 외 이경화 ( , 2020; 

외 를 검토, 2017; Gueudet & Trouche, 2009; Remillard & Bryans, 2004)

하여 개발되었다 사전 면담에서는 수업 설계에 관한 질문 사후 면담에. , 

서는 수업 후 반성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었으며 구체적인 면담의 질문은 

표 과 같다 심층 면담은 교사의 배경 학교의 배경 수학 교수< -3> . , , ·Ⅴ

학습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대한 신념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삼각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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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시작하기 전에 차로 진행하였으며 이후에는 사전 면담 수업 사1 , , 

후 면담의 차 분석 후 연구자가 충분히 알 수 없었던 부분을 파악하기 1

위해 반 구조화된 면담으로 진행되었다 심층 면담은 일주일에 회씩 진. 1

행되었으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메신저를 통한 면담이 이루어지기도 하

였다.  

구분 질문

사전

이 내용을 지도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있다- 

면 무엇인가요 내가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실행함? 

에 있어 지도 상황을 어렵게 하거나 복잡하게 하는 요인들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교육과정 자료는 그 내용을 지도하는 데 ? 

어떤 도움을 제공하나요 작년까지 실행했던 일상적인 수업? 

과 현재의 수업이 어떻게 다른가요?

해당 수업의 학습 목표는 무엇인가요 왜 학습 목표를 이- ? 

렇게 정하였나요 수업의 주요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 ? 

과정 자료에 있던 설명이나 과제를 수업에 다루지 않은 이유

는 무엇인가요 과제를 어떻게 재구성했나요 이렇게 재구성? ?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후

이 수업에서 가장 잘 실현한 수업의 한 장면과 가장 잘 실- 

현하지 못했던 수업의 한 장면은 어떤 것인가요 각 장면이 ?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이후 수업에서 이전 수업에서 가장 잘 실현한 장면을 부각- 

시키기 위해 또는 가장 잘 실현하지 못했던 장면을 보완하기 

위해 어떤 시도를 했나요 그 시도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표 < -3>Ⅴ 사전 면담과 사후 면담의 질문

코로나 의 확산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등교 인원이 19 


로 제한되

어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이 번갈아 이루어졌다 교사가 원격 수업에 적. 

응하는 과도기를 거쳐 학기 원격 수업에서는 콘텐츠 제작 방식의 수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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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함께 이루어졌다 삼각비 수업은 차시에 걸. 11

쳐 이루어졌으며 각 차시별 주요 내용과 형식을 정리하면 표 와 < -4>Ⅴ

같다. 

4. 자료 분석

4.1. 분석 절차

사례 연구는 설명과 해석의 초점이 되는 분석의 초점을 설정하여 풍부

하고도 자세한 설명을 시도한다 우정호 외 교사가 접근할 수 있( , 2006). 

는 교육과정 자료는 교육과정 문서 교과서 지도서 교수 학습 자료 등, , , ·

으로 다양하며 김교사는 교육과정 문서 지도서 자신이 과거에 제작한 , , 

활동지 인터넷 자료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활동지를 제작해 수업하였, 

차시 내용 형식 시기

1 삼각비의 뜻 원격 콘텐츠 제작( ) 월 주9 2

2   의 삼각비 원격 콘텐츠 제작( ) 월 주9 2

3 에서 까지의 삼각비 원격 콘텐츠 제작( ) 월 주9 3

4
삼각비표 삼각비 개념 복습 및 , 

문제풀이
원격 쌍방향( ) 월 주9 3

5 삼각비 개념 복습 및 문제풀이 원격 쌍방향( ) 월 주9 3

6
삼각비의 활용 길이와 거리 1(

구하기)
원격 콘텐츠 제작( ) 월 주9 3

7 삼각비의 활용1 등교 월 주9 4

8 삼각비의 활용1 등교 월 주9 4

9 삼각비의 활용 넓이2( ) 등교 월 주9 4

10 삼각비의 활용2 등교 월 주9 4

11 삼각비 총 정리 문제풀이( ) 원격 쌍방향( ) 월 주9 5

표 < -4>Ⅴ 삼각비 수업의 차시별 내용과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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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 사후 면담지와 심층 면담 전사를 포함한 면담 . , 

자료 수업의 전사 자료 교과서 지도서 활동지 등을 비롯한 문서 자료, , , , 

를 분석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먼저 첫 번째 연구 문제인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을 분석하기 위, 

해 매 차시마다 수업의 단계 예 삼각비 개념의 도입 삼각비 개념의 설, ( : , 

명 삼각비의 값 구하기 연습 를 나누고 각 수업의 단계마다 교사가 교, ) , 

육과정 자료 사용의 주요 요인 중 무엇의 영향을 받는지를 확인하였다. 

김교사는 차시당 개 내외의 과제를 설계하였으며 앞서 정리한 교사 교10

육과정 자료 사용의 요인이 여러 개의 과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수집한 문서 자료와 수업 전사 자료를 기초로 면담 자료를 확인하여 교

사의 실천이 어떠한지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해석은 실천과 어떠한 관, 

련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교사의 해석은 사전 사후 면담에서 확인되. , 

기도 하고 교사가 사전 사후 면담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연구자가 , , 

수업 관찰 중 확인한 것도 있었다 이때에는 심층 면담을 통해 교사의 . 

해석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분석된 김교사의 사례는 기존 연구자들의 관. 

점을 따르지 않고 자연스러운 교육과정 자료 사용의 모습을 확인함으로, 

써 기존의 관점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기반이 된다(Yin, 2009).

다음으로 두 번째 연구 문제인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대, 

안적 관점을 탐색하기 위해 김교사의 사례를 다시 점검하였다 이후 선. 

행 연구자들이 제시한 개발적 사례 연구의 분석 절차(Stake, 2005; Yin, 

를 기초로 김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서 전형적이거나 특징적2009) , 

인 부분들을 추출하였다 이는 비록 특정 부분으로 추출된 장면이지만 . 

김교사가 주로 어떤 교육과정 자료를 사용하는지 수학 학생 환경 요인, , , 

의 영향으로 수업 설계 단계에서 교과서를 어떻게 재구성하며 수업은 어

떻게 실행하고 반성하는지와 같이 김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 사례를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점검하였으. 

며 선행 연구자들의 관점에서 규정한 교육과정 자료 교사의 역할에 관, 

한 개념 교사와 교육과정 자료 사이의 관계로 김교사의 사례를 설명할 ,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우정호 외(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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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 사례의 귀납적 분석을 위해 

장에서 도출한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Ⅳ

틀로 적용한다 본 절에서는 삼각비의 지도 및 우리나라 수학교육 환경. 

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각 요인의 분석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4.2.1. 수학 요인의 분석

수학 요인은 수학적 지식의 본질과 구조와 같은 수학적 측면의 영향으

로 교육과정 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수학적 개념의 이해 요소 수학적 , , 

지식의 구조와 관계 수학적 용어나 설명의 불충분함에 영향을 받은 교, 

육과정 자료 사용이 포함된다 김교사의 수학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삼. 

각비의 지도와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 논의한 주요 이슈를 파악한 결과, 

삼각비 개념의 본질과 삼각함수와의 연계를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본 . 

연구가 진행된 년은 개정 교과서가 처음 현장에 적용되는 해였2020 2015 

다 이에 개정 교과서와 비교하여 삼각형의 넓이 공식의 정당화에 . 2009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삼각비는 한 예각의 크기가 같은 직각삼각형이 모두 닮음이고 닮음인 , 

직각삼각형에서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는 사실로부터 정의

된다 삼각비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닮음 개념과 두 닮음 도형에서 서로 . 

대응하는 선분의 길이의 비인 닮음비를 이해해야 한다(Watson, 

닮음비는 축척비 로 원주와 반지름 길이의 비와 같이 2008/2009). (scaling)

같은 단위로 크기나 양을 비교한다는 측면에서 내적비이지만 부분 전체-

의 관계는 아닌 개념적으로 관련된 두 양의 비이다(Ben-Chaim, Keret, & 

만약 두 삼각형 Ilany, 2012).  ABC와 A′B′C′이 그림 과 같이 닮음[ -1]Ⅴ

이라면, ABA′B′BCB′C′ 즉 , A′B′

AB
B′C′

BC
이며 BC

AB
B′C′

A′B′
 l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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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닮음비는 두 도형의 대응변의 길이가 같은 비율로 변한다는 . 

공변성과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는 일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비. 

례 추론에서 이러한 공변성과 일정성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김(

유경 방정숙, , 2014; Shield & Dole, 2013). 

그림 [ -1]Ⅴ 서로 닮음인 삼각형 

현행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에서 기하 영역의 삼각비를 고등, 

학교에서 해석 영역의 삼각함수를 다루고 있다 삼각비가 닮음인 직각삼. 

각형에서의 닮음비로 정의되지만 삼각함수는 단위원의 호를 이용하여 각

을 일반각으로 확장하고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함수가 정의된다, , . 

김부윤과 정영우 에 의하면 삼각함수의 함숫값을 계산할 때 삼각비(2010) , 

를 활용하기 때문에 두 개념이 동일한 뿌리를 가진 것으로 여기지만 삼, 

각비는 기하의 관점에서 다루어지며 삼각함수는 함수의 관점에서 다루어

지기 때문에 두 개념은 본질적으로 다르다(p. 487). 

우리나라의 중학교 수학에서는 닮음인 직각삼각형을 이용하여 삼각비

를 정의하고,    이하 특수각 이라고 칭함 의 삼각비를 소( ‘ ’ )

개한다 이후 . 에서 까지의 삼각비를 다룬다 직각삼각형을 기초로 . 

삼각비를 정의하지만 나 에서의 삼각비를 다룰 때에는 직각삼각

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교과서에서는 원점이 중심. 

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인 사분원을 이용하여 삼각비를 선분의 길이로 1

나타낸다 이후 직각삼각형의 한 예각의 크기가 . , 와 에 가까워짐

에 따라 선분의 길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면서 임의의 예각에서, 

의 삼각비를 이해하도록 한다. 와 의 삼각비를 정의하는 것은 함

수의 관점에서 삼각비를 지도하는 것이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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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량이자 독립변수로 인식하고 함수 극한 연속 등의 개념이 필요하, , , 

다 김부윤 정영우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중( , , 2010; Watson, 2008/2009). 

학교 수학에서 삼각비는 기하의 관점으로 정의하지만 함수의 관점이 혼

재되어 있고 이는 삼각비의 지도에 어려움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지적되, 

어 왔다 강미광( , 2011). 

현행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삼각비의 뜻과 값을 학습한 후 이를 활용

하여 직접 측정할 수 없는 거리나 높이 등을 구해 수학의 유용성을 강조

한다 이에 교과서에서는 삼각비의 활용 단원을 배치하여 거리나 높이를 . 

구하고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의 크기를 알 때 삼각형의 넓이를 삼각비, 

를 이용해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소개한다 특히 중학교에서는 예각의 삼. 

각비만 다루므로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증명할 때 끼인각이 둔각인 경우

에는 끼인각의 외각을 이용하여 증명하고 끼인각이 직각인 경우에도 넓, 

이 공식이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 완결성을 보인다 그러나 김교사가 사. 

용하는 교과서와 지도서에서는 끼인각이 예각인 경우와 둔각인 경우만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정당화하고 직각인 경우에도 공식이 성립한다는 , 

내용은 빠져 넓이 공식을 완전하게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점이 확인되었

다.  

4.2.2. 학생 요인의 분석

학생 요인은 교사가 학생의 이해와 특성의 영향으로 교육과정 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학생의 이해 정도 학생의 흥미 학생이 보이는 오류나 , , , 

오개념에 영향을 받은 교육과정 자료 사용이 포함된다 장에서 언급한 . Ⅳ

바와 같이 교사가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고 수학 학습 동기를 함양시키, 

기 위해 실생활 내용으로 과제의 맥락을 바꾸거나 조작 활동이나 체험 

활동의 기회가 충분한지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이( , 

지윤 외 본 절에서는 학생이 삼각비를 학습하며 , 2016; Choppin, 2011).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어떠한 오류나 오개념을 보이는지 살펴본다, . 

김교사의 학생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삼각비의 지도와 관련된 선행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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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논의한 주요 이슈를 파악한 결과 용어 사용에서의 혼동 삼각비 , , 

혼동 비례 추론의 어려움 함수의 관점에서 삼각비 이해의 어려움을 도, , 

출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와 같은 삼각비의 용어 . , ,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직각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의 비를 혼동한다는 , 

점이 알려져 있다 유재근 또한 연구자들은 삼각비를 지도하는 교( , 2014). 

사가 절차적인 측면에 치중하여 학생들이 개념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암기하거나 계산 연습을 위한 적용에만 치중한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예(

를 들어, Watson, 2008). 

삼각비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각에 대한 삼각비를 암기하고 계, 

산에 적용하는 절차적인 방법보다는 삼각비 개념의 본질인 닮음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유재근( , 2014; Steer, de Vila, & Eaton, 2009; Watson, 

특히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기하적 맥락에서 축척비를 추론하2009). 

는 기회가 제한된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정영옥 정유경 닮음비와 ( , , 2016) 

연계된 삼각비를 학습하는 중학생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연구자. 

들은 닮음을 형식적이며 대수적 추론 위주로 지도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

해 학생들에게 기하적 맥락에서 비례 추론의 경험을 제공할 필요성을 제

기하였다 정영옥( , 2015; Ben-Chaim et al., 201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와 의 삼각비를 정의하는 것은 함수의 

관점에서 삼각비를 지도하는 것이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극한 연속 , 

등 중학교 수학의 범위를 넘어서는 개념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중학교 . 

수학에서 지도하는 삼각비에 기하의 관점과 함수의 관점이 혼재되어 있

다 학생들은 직각삼각형을 이용해 정의된 삼각비가 예각에서만 정의 가. 

능하므로 와 의 삼각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강미광( , 2011). 

4.2.3. 환경 요인의 분석

환경 요인은 교사의 교육 경험과 교육과정 자료의 활용 가능성 사회, 

문화적 맥락의 영향으로 교육과정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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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가 우리나라의 중학교 교사라는 점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수

학교육 환경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논의한 주요 이슈를 파악하였다 그 . 

결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의 특징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변, , 2015 

화 공교육의 책무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 

각 국가별로 고유한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교육과정의 개정이나 교

과서 집필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규모와 그 범위가 다양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Pepin et al.,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를 따라 주기적으로 교2019). 

육과정이 개정되고 그에 맞추어 교과서가 집필되지만 교사가 교육과정의 

개정이나 집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우리나라의 교. 

육과정은 중앙에서 한정된 연구자 소수의 교사 관료 등이 중심이 되어 , , 

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가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수용하려

는 태도 능력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요구된다, , (허경철 이광우 박순경, , , 

강창동 이미숙, 외 특히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교사는 단기간의  , 2005). , 

전달 연수를 받고 교육과정 개정의 의도를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 알려져 

있다 박선화 문광호( , , 2009). 

김교사가 수업한 삼각비 단원의 경우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해 변화가 

있었다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은 수학교육의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 2015 

나라 수학교육의 현실을 반영하여 교과 역량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발

되었다 이와 함께 각종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 

학에 대한 흥미 자신감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나오는 현실, 

을 고려하여 학습 부담 경감과 정의적 영역의 신장 등을 위한 교수ㆍ학, 

습의 개선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구나영 외( , 2020, p. 

또한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한 수학적 과정493). 2009 

인 문제해결 추론 의사소통을 확장하여 개(mathematical process) , , 2015 

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문제해결 추론 의사소통 창의 융합 정보, , , · , 

처리 태도 및 실천의 여섯 가지 교과 역량을 제시하고 이를 신장하는 , 

것을 방향성으로 설정하였다 박경미 권오남 박선화 박만구 변희현 외( , , , ,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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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무리수를 도입하는 방법2009 2015 

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피타고라스 정리가 중, 

학교 학년으로 이동하였다2 (박경미 박선화 권점례 윤상혁 강현영, , , , 외 , 

피타고라스 정리의 이동은 학년간 이동으로 다양한 내용 영역에 2015). 

영향을 미치며 고등학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학교 기하 영역

의 가장 큰 변화로 평가받는다 서보억( , 2018). 

개정 교과서에서는 중학교 학년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지도한 2009 3

이후 피타고라스 정리의 활용에서 평면도형에의 활용 직사각형의 대각선(

의 길이 정삼각형의 높이와 넓이 좌표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과 , , )

입체도형에의 활용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 뿔의 높이와 부피 을 지도( , )

한 후 삼각비로 넘어간다 그러나 개정 교과서에서는 피타고라스 . 2015 

정리의 이동으로 중학교 학년 교과서에서만 도형의 닮음 이후에 피타고2

라스 정리를 학습하고 피타고라스 정리의 활용에 관한 부분은 명시적으, 

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그림 와 같이 개정 교과서에서는 피타고라스 정리의 활용[ -2] 2009 Ⅴ

에서 한 변의 길이가 인 정삼각형의 높이를 구하도록 한다 또한 지도. 

서에서는 한 각의 크기가 이거나 인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의 비를 지도자료로 제공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정 교과서. 2015 

에서는 피타고라스 정리의 활용이 약화되면서 평면도형에의 활용이나 입

체도형에의 활용을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대신 교과서의 소단원 연. 

습문제에서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의 크기가 주어질 때 사용할 

수 있는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활용하여 그림 와 같이 한 변의 길[ -2]Ⅴ

이가 인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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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Ⅴ 개정 교과서 및 지도서 좌 와 개정 교과서 우2009 ( ) 2015 ( )

 

우리나라의 경우 공교육의 최전선에 있는 교사에게 책임감이 강조되고

이경화 교사도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높은 ( , 2010), 

교육열과 사교육은 교사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의 사교육 . 

의존도는 매우 높은 편으로 그 배경에는 학벌 학연이 중요하게 여겨지, 

는 사회 풍토와 이로 인한 입시 위주의 교육이 있다 박선화 문광호( , , 

성기선 은 입시 위주의 교육이 구 학력관 을 따른 것2009). (2004) ‘ ( ) ’舊

이라 설명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학력관 이란 전형적으로 지식과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주입식 교육‘ ’ , 

입시 위주의 교육 교사는 가르치고 학생은 배우고 정답은 항상 교과서와 , , 

교사로부터 나오고 자발적이며 창의적인 사고를 허용하지 않고 주관식보다, 

는 객관식 시험으로 변별력과 객관성을 중시하는 일련의 교육 철학을 전제

하는 학력관이다 성기선( , 2004, p. 20).

교사들은 위와 같이 폐쇄적인 구 학력관에 기초한 교육과 달리 지식 

정보 기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공교육은 다른 역할을 해

야한다고 생각한다 배수경 의 연구에서 교사는 공식을 바로 적용하. (2015)

는 절차적인 문제 풀이는 사교육에서의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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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구별되는 발문을 늘 고민하고 절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 

학생들에게 수학적인 원리를 생각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사들은 수업을 설계할 때 학생들이 사교육을 통해 선행 학습을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 이경화 외 지나친 선행 학습으로 인해 학( , 2017). 

생의 수학적 사고력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만연한 

사교육으로 인해 다수의 학생들이 수학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박선화 문광호 이러한 문제를 해결( , , 2009). 

하기 위해 학습 부담을 경감하거나 평가 방법을 개선하는 노력이 있었지

만 여전히 이를 다루는 것은 복합적이고 도전적인 것으로 간주된다(Lee 

et al., 2017). 

본 연구에서는 김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 사례의 분석을 위해 이상

에서 살펴본 선행 연구의 결과를 연결하여 정리한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삼면적 분석틀 표 참고 을 적용하였다 각 하위 요소(< -5> ) . Ⅴ

에는 코드를 부여하였다 코드의 앞 글자는 주요 요인 즉 수학. , , 

학생 환경 을 의미하며 뒷 글자는 (Mathematics), (Students), (Environment)

각 하위 요소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매 차시마다 수업의 단계를 나. 

누고 각 수업의 단계마다 교사가 어떤 하위 요소에 영향을 받는지 확인, 

하였다 이에 한 차시의 여러 단계에서 하나의 하위 요소의 영향을 받을 . 

수 있다 예를 들어 삼각비의 뜻을 지도할 때 김교사가 삼각비 개념을 . , 

도입하고 설명하는 두 단계에서 모두 삼각비의 공변성과 일정성을 고려

하였다면 이는 개념 이해 요소 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MC) . 

이와 같이 한 차시에서도 한 하위 요소가 여러 차례 영향을 미칠 경우 , 

과 로 코드를 부여하였다 사례 연구에서의 타당성과 신뢰성 증MC1 MC2 . 

진을 위해 관찰이나 측정의 다원화 관찰기준의 일관성 유(triangulation), 

지 관찰 결과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피드백 등을 시도할 수 있다 우, (

정호 외 본 연구에서는 면담 자료 수업 전사 자, 2006; Creswell, 2013). , 

료 문서 자료 등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각 분석은 반복적으로 , , 

시행하여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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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요인 하위 요소 설명 코드

수학 요인

개념 이해 요소
삼각비의 공변성과 

일정성에 영향을 받음
MC

지식의 구조와 

관계

삼각비와 삼각함수의 

연계에 영향을 받음
MS

용어나 설명의 

불충분함

삼각형의 넓이 공식의 

정당화의 불충분함 등에 

영향을 받음

ME

학생 요인 

학생의 이해 
함수의 관점에서 삼각비의 

이해 등에 영향을 받음
SU

학생의 흥미
과제의 맥락 등에 영향을 

받음
SI

학생의 오류나 

오개념

삼각비 용어나 기호 

사용에서의 혼동 등에 

영향을 받음

SE

환경 요인

교사의 교육 경험
교사의 학습 경험 임용 전 , 

교육 경험에 영향을 받음
EE

교육과정 자료의 

활용 가능성

다양한 교육과정 자료의 

활용 가능성에 영향을 받음
EA

사회문화적 맥락

공교육의 책무성 학부모의 , 

요구 코로나 로 인한 변화 , 19

등에 영향을 받음

ES

표 < -5>Ⅴ 삼각비 단원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삼면적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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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 사례

이 장에서는 첫 번째 연구 결과인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 사

례를 설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하에서는 김교사가 차시에 걸쳐 수. 11

업한 삼각비 수업 사례를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수학 교사의 교육과. 

정 자료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수학 학생 환경 요인으로 구분, , 

하고 이를 분석틀로 설정하였다 이를 기초로 장에서는 관찰된 사례의 . Ⅴ

귀납적 분석을 위해 김교사가 지도하는 삼각비 단원에서의 선행 연구의 

결과를 확인하여 수학 학생 환경 요인의 분석 방법을 정리하였다 이에 , , . 

본 장에서는 연구 문제 의 결과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한 명의 중학1 . , 

교 초임교사가 수학 학생 환경 요인의 영향으로 교육과정 자료를 어떻, , 

게 사용하는지 교사의 해석은 실천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확인함으로, 

써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매 차시마다 수업의 단계를 나, 

누고 각 수업의 단계마다 교사가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 

주요 요인 중 무엇의 영향을 받는지를 확인하였다 김교사는 자신의 활. 

동지를 제작하여 수업하였으며 수업의 단계마다 과제의 수는 최소 개부1

터 최대 개로 분포되어 있었다 차시별 수업의 단계와 분석 결과를 제6 . 

시하면 표 과 같다< -1> .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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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내용
수업 

단계의 수
분석 결과

1 삼각비의 뜻 4 MC1 MC2 SE - ES– –

2   의 삼각비 3 MC SI - ES–

3 에서 까지의 삼각비 2 SU - MS

4
삼각비표 삼각비 개념 복습 , 

및 문제풀이
5 SU1 MC SU2 SU3 - SU4– – –

5
삼각비 개념 복습 및 문제풀

이
2 SU - MS

6
삼각비의 활용 길이와 거리 1(

구하기)
4 SI SU1 SU2 - SU3– –

7 삼각비의 활용1 4 SI1 SU SI2 - ES– –

8 삼각비의 활용1 3 SU1 SU2 - SI–

9 삼각비의 활용 넓이2( ) 4 SI ME SU1 - SU2– –

10 삼각비의 활용2 3 SI ES1 - ES2–

11 삼각비 총 정리 문제풀이( ) 2 SU1 - SU2

합계 36 수학 학생 환경: 7, : 24, : 5

표 < -1>Ⅵ 차시별 수업의 단계와 분석 결과

김교사의 삼각비 수업을 종합한 결과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수학 학, , 

생 환경 요인이 모두 영향을 미쳤다 김교사의 사례에서 확인한 수업 , . 

단계는 개였으며 김교사는 학생 수학 환경 요인의 순으로 영향을 받36 , ,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교사는 수학 요인과 학생 요인의 모든 하위 요. 

소에 영향을 받았으며 환경 요인의 하위 요소 중 일부에만 영향만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교사가 지도한 교과서에서 삼각비 단원은 삼각비의 뜻 삼각비의 값, , 

삼각비의 활용의 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삼각비의 뜻과 값3 . 

을 지도하는 차시에는 수학 요인의 영향 이 두드러지는 것으1~5 (MC, MS)

로 확인되었다 한편 삼각비의 활용을 지도하는 차시에는 용어나 . , 6~10

설명의 불충분함에만 영향을 받았다 대신 이때 김교사는 학생의 이(ME). 

해와 흥미에 주로 영향을 받았다 환경 요인 중 사회문화적 맥락(SU, SI). 

도 개의 소단원에 모두 영향을 미쳤다 이후 각 절에서는 각 수업의 3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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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마다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삼면적 분석틀에 

따라 분석하고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교사의 해석은 실천과 어떠한 ,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1. 수학 요인

삼각비 차시에는 개 차시에서 각 개의 수업 단계가 수1 2 , 2, 3, 4, 5, 9 1

학 요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차시에는 . , 1, 2, 4

삼각비의 공변성과 일정성의 영향을 받았으며 차시에는 삼각비(MC) 3, 5

와 삼각함수의 연계의 영향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차시는 교과서의 (MS). 9

삼각형의 넓이 공식의 정당화의 불충분함의 영향을 받았다(ME). 

김교사는 삼각비의 뜻을 다루는 차시 특수각의 삼각비를 다루는 차1 , 2

시의 수업에서 교과서의 과제가 닮음비로서의 삼각비를 잘 드러내고 있

는지 즉 닮은 직각삼각형들의 공변성과 일정성을 드러내는지 판단하였, , 

다 김교사는 교과서의 과제가 삼각비 개념의 본질인 공변성과 일정(MC). 

성을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강조하기 위해 인터넷 자

료 지도서에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새로운 과제를 추가하였으며 교과서, 

에 제시된 과제를 재배치하였다.  

면담 전사

차1

차시에 있는 영상은 삼각비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1 EBS MATH 

설명해줘요 왜 별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였는지 측정하다가 생긴 문제점. , 

은 무엇인지 그러다 보니 닮은 삼각형에서 비율을 생각하게 되었고 특, , 

별히 직각삼각형에서는 한 각만 같아도 닮음이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에서

의 비율을 표로 정리하게 되었다고 삼각비가 의미 있게 등장하게 되었다

는 걸 알려줄 수 있어요.11) 중략 삼각비의 배경과 의미를 알려줄 수 있 ( ) 

고 활용이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삼각비 도입에 , 

활용하게 되었어요 중략. ( )

표 < -2>Ⅵ 차 심층 면담에서 확인한 에 관한 해석1, 2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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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사는 삼각비의 개념을 도입할 때에는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이해하

고 닮음인 직각삼각형들의 공변성과 일정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생각했다 그러나 교과서에 제시된 과제는 이미 닮은 직각삼각형을 . 

제시하고 두 변의 길이의 비를 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삼각비 개념이 , 

발생하게 된 배경과 삼각비 개념의 본질을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김교사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거나 . 

수학 수업과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다른 자료들을 살펴본다고 하였다. 

수업을 설계하기 위해 여러 자료들을 검토하지만 작년부터는 수학 교사

들이 교수 학습 자료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 자신이 제작· , EBS MATH, 

한 활동지를 기초로 보완한다고 밝혔다.  

11)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해석을 드러내는 부분은 밑줄을 그어 강조함 .

한 예각의 크기가 같은 직각삼각형이라면 크기에 상관없이 두 변의 길이

의 비의 값이 일정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학생들이 아는 게 , 

삼각비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하고자 했 

어요. 크기에 상관없이 예각이 정해지면 닮은 직각삼각형이 되고 그러면 , 

변의 길이의 비율은 항상 일정하다는 걸 좀 더 강조하고 싶어서 생각열

기에 모눈종이를 이용해서 길이를 구해 수치로 확인하는 것을 추가했어

요.

차2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sec cosec cotan가 나와요 사실은 생각할 . 

수 있는 게 가지인데 학생들이 이걸 알고 있으면 나중에 고등학교 

갔을 때 중학교에서 다루지 않았던 역수의 비, sec cosec cotan를 

알 수 있게 말한 거에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생각하고 말했어요 원. 

래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가지를 배운다고요. 중략 직각삼각형에 ( ) 

서 닮음이 명확하게 보이게 삼각비를 처음 배울 때 직각삼각형 여러 

개가 크기가 다른 게 겹쳐져 있었잖아요 밑변의 길이와 높이만 다르. 

게 빗변이 겹쳐지게 그런 그림이 아니고 , . 다른 모양으로 겹쳐져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도 기준각이 같은 것을 다른 직각삼각형에. 

서 잘 찾아내서 거기서 삼각비를 구해도 된다라는 것을 연습시키고자 

세 과제 번 를 넣었는데(2~4 ) . 



- 124 -

구체적으로 김교사는 의 수학사와 관련된 영상을 이용하여 , EBS MATH

그림 과 같이 교과서에 제시된 과제를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과제[ -1]Ⅵ

를 추가하였다 김교사는 이 영상에서는 삼각비 개념이 별 사이의 거리. 

를 측정하기 위해 닮은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는 

점을 이용하였다는 점을 소개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또. 

한 영상에서는 왜 이등변삼각형을 반으로 잘라 직각삼각형을 만드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 결국 직각삼각형에서는 한 예각만 같아도 닮음이기 

때문에 닮음비의 일정성을 활용하기 쉽다는 점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만화

를 추가했다고 하였다 차시 (1 MC1). 

그림 [ -1]Ⅵ 차시의 삼각비 개념 도입 에서 삭제한 교과서 과제 좌1 (MC1) ( )

와 추가한 과제 우( )

김교사는 차시 수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삼각비를 암기하고 계산을 1

연습하는 것보다는 삼각비 개념의 본질인 닮음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

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교과서의 과제 중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는 . 

과제는 중복되지 않게 삭제하였으며 삼각비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과

제를 추가하였다 구체적으로 김교사는 한 예각의 크기가 같은 직각삼. , 

각형은 닮음이고 이로 인해 직각삼각형의 크기에 관계 없이 두 변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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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는 삼각비 개념의 본질을 확인하도록 하는 과제

를 추가하였다 이를 반영해 김교사는 그림 와 같이 지도서에 제시. [ -2]Ⅵ

된 수업 아이디어를 과제로 수정하였다 김교사는 이 과제를 설명하며 . 

수업 중 모눈종이 위에 놓인 한 예각의 크기가 같은 직각삼각형들이 닮

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닮은 직각삼각형들의 두 변 사이의 길이의 비, 

를 구하며 닮음비의 일정성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차시 (1 MC1). 

           

그림 [ -2]Ⅵ 차시의 삼각비 개념 도입 에서 지도서의 수업 아이디어1 (MC1)

좌 와 추가한 과제 우( ) ( )

김교사는 차시에 닮음비의 일정성을 설명하면서 교과서에는 제시되어 1

있지 않지만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고려하였다 즉 김교사는 . , 

중학교에서는 sec cosec cotan를 다루지 않지만 삼각비 개념이 고등학

교 교육과정에서는 보다 일반적으로 다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구. 

체적으로 김교사는 직각삼각형에서 고려할 수 있는 가지의 삼각비는 , 6

닮음의 공변성과 일정성으로 인해 직각삼각형의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하

나 중학교 학년의 삼각비에서는 가지만 정의하고 이를 3 3 , sin cos tan

이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로부터 김교사가 교과서를 재구성할 때 기하. 

의 관점에서 삼각비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계열성을 고려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김교사가 수업에서 . , 

sec cosec cotan라는 용어를 언급하거나 그 정의를 제시한 것은 아니

며 차시 이후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 삼각비의 뜻을 정리하기 에서도 이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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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언급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으로부터 김교사가 교육과정에 제

시된 수준을 넘어서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교사는 차시의 도입 부분에 교과서의 과제를 풀며 삼각비 개념을 2

복습하였다 특히 김교사는 교과서의 과제를 재배치하여 학생들이 닮음. 

비의 공변성과 일정성에 주목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림 과 . , [ -3]Ⅵ

같이 교과서에는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하여 삼각비의 값을 구하도록 하

는 과제 번이 제시되었지만 김교사는 교과서의 뒷부분에 위치한 과제 2 3

번과 번을 차시의 도입 부분에 재배치하였다 김교사는 교과서에서 삼4 2 . 

각비의 개념을 도입할 때 과제 번과 같이 한 예각을 공유하는 직각삼각2

형의 그림만 이용하는데 직각삼각형이 다른 모양으로 겹쳐져 있어도 닮

음인 직각삼각형을 포착하고 닮음비의 일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표면적으로는 삼각비의 값을 구하는 과제 번이지만 . 2~4

수업 중 김교사가 개의 과제에서 모두 닮은 직각삼각형을 포착하여 삼3

각비의 일정성을 확인하고 삼각비의 값을 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차시 김교사는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된 차시에도 삼각비의 일(2 MC). 4

정성을 확인하고 삼각비의 값을 구하도록 교과서에 제시된 과제의 순서

를 바꾸어 제시하였다 차시 (4 MC). 

  

그림 [ -3]Ⅵ 차시의 삼각비 개념 복습 에서 수정한 과제2 (MC)

김교사는 삼각비 차시를 준비하면서 삼각비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1

는 삼각함수로 확장되어 지도된다는 면에서 각의 크기를 변수로 이해하

고 각의 크기가 정해졌을 때 두 변 사이의 길이의 비가 유일한 값으로 , 

대응이 된다는 즉 삼각비를 함수의 관점에서도 조명하고 싶다고 언급, , 

하였다 특히 김교사는 . 에서 까지의 삼각비를 설명하는 차시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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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함수의 관점에서 삼각비를 바라보고, 

삼각비 값의 범위 최대 최소 대소 관계를 확인하는 과제를 추가하였, · , 

다(MS). 

삼각비 차시 수업에서 김교사는 삼각비와 삼각함수의 연계를 반영하3

여 지도서와 이전 해에 교사가 사용한 교과서 개정 교과서 의 과제(2009 )

를 추가하여 수업을 하였다 특히 김교사는 삼각비와 삼각함수의 연계를 . 

고려하며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 보다 함수의 관점을 반영한 과제를 더 

많이 다루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교사는 그림 와 같이 지도서에 . [ -4]Ⅵ

제시된 내용을 반영하여 에서 까지의 삼각비를 정리하면서 각의 

면담 전사

차2

개념 정리에서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배우겠지만 이상 이하는 ( ) 0 1 

느낌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언급했어요 삼각비의 변화를 . ( ) 

정리하면서 부터 까지 증가한다 각 0 1 , 가 커짐에 따라 부터 까지 증0 1

가한다고 정리하고 있으면 사분원의 그림도 머리에서 떠올리면서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정리 차원에서 언급했어요 중략, . ( ) sin cos의 값이 

를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중학교 학년 과정에서 꼭 3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면 고등학교에서도 연

계가 충분히 되니까 그런 의도로 넣었어요.  

차3

그거 함수적 느낌을 주고 싶었다 는 제가 삼각비의 뜻 차시 을 할 때 (‘ ’) (1 )

제가 전달하고 싶은 느낌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 의 값이 정해짐에 따라

서 삼각비의 값이 단 하나로 정해지는 어떤 대응 관계가 있는 유일하게, . 

함수가 그런 거잖아요. 가 정해지면 의 값이 단 하나로 정해지는 관계

가 있는 건데 얘들도 어쨌든 함수 관계가 있는 거고 고등학교때 함수로 , 

배우는 거고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배울 때 sin cos tan 옆에 왜  

각이 있는지 그게 이제 변수잖아요 이 값이 정해졌을 때 그리고 우리, ? , 

가 값을 구하는데 그 값도 유일하게 하나로 대응이 된다는 느낌을 주고 , 

싶어서...

표 < -3>Ⅵ 차 심층 면담에서 확인한 에 관한 해석2, 3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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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커짐에 따라 sin cos tan가 어느 범위 내에서 증가 또는 감

소하는지를 설명하였으며 sin의 최솟값은 최댓값은 이라고 언급하0, 1

였다 그리고 개정 교과서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개정 교. 2015 2009 

과서에 있던 과제 번을 추가하여 3 sin와 cos의 대소 관계를 비교하도

록 하였다 이는 각의 크기를 독립변수로 인식하면서 각의 크기의 변화. 

에 따라 삼각비의 변화를 인식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연속 극한 등의 개, 

념이 내포된 삼각함수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추가된 과제로 볼 수 있다(3

차시 MS).

그림 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지도서에서는 함수의 관점에서 삼[ -4]Ⅵ

각비 값의 변화나 대소 관계를 설명하고 있으며 교과서에서는 이와 관련

된 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교사는 중학교의 . , 

삼각비가 고등학교에서는 삼각함수로 확장되어 지도된다는 점을 이해하

고 있었다 그러나 중학교에서 . 에서 까지의 삼각비를 정의하기 위

해 함수의 관점으로 삼각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 교과서와 지도, 

서에서 이와 관련된 과제나 설명을 제공한다는 점이 김교사가 함수의 관

점에서의 삼각비에 관한 과제를 추가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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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4]Ⅵ 차시의 3 에서 까지의 삼각비의 정리 에서 지도서 (MS)

설명 및 교과서 과제 좌 와 추가한 과제 우( ) ( ) 

김교사는 삼각비의 뜻과 값을 복습하는 차시 쌍방향 수업에서 교과서 5

과제의 순서를 바꿔서 수업하였다 특히 김교사는 교과서의 중단원 마무. 

리에 제시된 과제 중 일부를 선택하여 학생들이 삼각비의 뜻과 값을 복

습하고 관련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과서 중단원 마무리. 

에는 개의 과제가 제시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 사분원을 이용하여 함16 , 

수의 관점에서 에서 까지의 삼각비를 구하는 과제는 개로 비중3

이 높지 않았다 그러나 김교사는 차시 수업에서 수업 시간의 약 . 5 


을 

할애하며 그림 에 제시된 과제로 학생들이 함수의 관점에서 삼각[ -5]Ⅵ

비를 바라보도록 하고 각의 크기에 따른 삼각비 값의 변화와 삼각비 사, 

이의 대소 관계를 강조하였다 차시 김교사가 삼각비를 각의 크기(5 MS). 

와 선분의 길이 사이의 대응 관계로 인식하며 연속 극한 등의 개념을 , 

암묵적으로 이용하며 대소 관계를 비교한다는 면에서 이 과제들은 삼각

함수와의 연계를 강조한 과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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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5]Ⅵ 차시의 5 에서 까지의 삼각비

의 정리 에서 수정한 과제(MS)

삼각비 차시와 차시 수업은 등교 수업으로 삼각비의 활용 단원 중 9 10

넓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삼각비를 . 

활용하여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의 크기가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끼인각의 크기가 예각인 경우와 둔각인 경우를 나누어서 설명, 

한다 이에 김교사도 교과서에 설명으로 제시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 

과정을 수정하여 그림 과 같이 끼인각의 크기가 예각과 둔각일 때 [ -6]Ⅵ

삼각비를 이용하여 높이를 구하고 넓이 공식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 

그림 [ -6]Ⅵ 차시의 삼각형의 넓이의 설명에서 수정한 과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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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사는 그림 의 과제로 차시에 네 번의 수업을 진행하였다[ -6] 9 . Ⅵ

제 차와 제 차 수업에서 김교사는 수정한 과제로 그대로 수업을 하였는1 2

데 이후 끼인각이 직각일 때에는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설명하지 않았다

는 점을 알게 되었다 실제로 김교사가 이전 해에 사용한 개정 교. 2009 

과서와 개정 교과서의 삼각형의 넓이의 전개는 그림 과 같다2015 [ -7] . Ⅵ

개정 교과서에서는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끼인각의 크기가 예각인 2009 

경우와 둔각인 경우에 모두 유도한 후 과제를 제시하여 끼인각의 크기가 

인 경우에도 삼각형의 넓이를 


sin로 나타낼 수 있는지 생각하

도록 하였다 즉 교육과정을 따라 끼인각이 둔각인 경우 사인의 값을 . , 

이용하지 못하므로 끼인각이 예각일 때와 둔각일 때로 나누어 설명했지

만 개정 교과서는 결국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끼인각의 크기에 상2009 

관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점을 언급하여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리하였

다 그러나 개정 교과서는 그림 과 같이 끼인각의 크기가 예. 2015 [ -7]Ⅵ

각인 경우와 둔각인 경우만 다루었으며 교과서나 지도서에서 직각삼각형

인 경우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성립한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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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7]Ⅵ 개정 교과서 좌 와 개정 교과서 우 의 삼각형의 2009 ( ) 2015 ( )

넓이 전개 비교

차시 제 차 수업부터 김교사는 학생들에게 교과서에는 제시되어 있지 9 3

않지만 끼인각의 크기를 예각과 둔각으로만 나눈 이유 즉 직각삼각형, , 

을 왜 고려하지 않았는지를 추가하여 질문하였는데 수업 장면은 다음과 

같다.  

차시 제 차 수업[9 3 ]

김교사 여기 끼인각이 예각이냐 둔각이냐에 따라서 케이스를 두 가지 경: , 

우로 나눌 수 있어 두 변의 길이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 끼인각이 예각인 . 

첫 번째 경우 그 끼인각이 둔각인 두 번째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거, 

에요 얘들아 여기 끼인각이 직각인 것은 왜 빠졌을까 끼인각이 예각이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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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각인 것만 나와있잖아 직각인 것은 왜 뺐을까. ? 

학생 머뭇거리며 직각이면: ( ) ... 

김교사 직각이면 그냥 얘네가 밑변이고 높이잖아 그냥 : . 


×밑변×높이로 

구하면 되지 그렇지 직각인 것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예각과 둔각인 ? ? 

것만 표현을 한 거에요. 

차시 제 차 수업[9 4 ]

김교사 끼인각이 예각일 때랑 둔각일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거야 직각: . 

일때는 왜 뺐지 왜 직각일 때는 뺐을까? ? 

학생 단순해서: .

김교사 맞아 단순해서 빼버려 직각일 때는 그냥 얘가 높이가 되어버려: . . . 

그럼 

×밑변×높이하면 끝이잖아 그래서 직각일 때에는 우리가 잘 하고 ? 

있기 때문에 예각일 때랑 둔각일 때에만 일단 보는 거에요. 

김교사는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설명할 때 교과서에서 직각삼각형을 

다루지 않는 것을 파악하고 그 이유를 생각하도록 질문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직각삼각형일 때에도 삼각형의 넓이 공식 


sin이 성립한다

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배웠던 


×밑변×높이로 넓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다루지 않는다고 설명

하였다 이에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끼인각의 크기에 상관없이 성립한다. 

는 점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김교사는 차시 사후 면담과 차 심층 면담. 9 4

에서 교과서를 재구성하면서도 이 부분을 짚지 못했다는 점에 관한 아쉬

움을 언급하였다 차시 (9 ME). 

면담 전사

차9 차시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삼각비를 이용하여 삼각형 넓이를 구하(9 ) 

표 < -4>Ⅵ 차시 사후 면담과 차 심층 면담에서 확인한 에 관한 해9 4 ME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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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김교사는 교과서에서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끼인각의 크기

가 직각인 경우를 다루지 않는다는 점을 부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수업에

서 교과서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학생들에게 직각인 경우를 생각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수업에서는 직각삼각형에도 삼각형의 넓. 

이 공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언급하지 못하였다 차시 수업을 마친 후 . 9

김교사는 교과서의 전개가 약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교사로서 삼

각형의 넓이 공식을 완벽하게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교과서의 설명이 결여된 경우 교사는 이를 한계로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지도서에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 

김교사처럼 한계로 인식하면서도 적절한 대처 방안을 생각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 

사후

는 과정과 공식으로 정리하는 부분은 모두 다 잘 이해되도록 수업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가 주어지고 

그 끼인각이 직각일 때는 다루지 않는 이유를 그냥 넘어간 것이 아쉬

웠습니다.

차시 두 번째 수업 이후의 수업에서 직각삼각형일 때는 왜 넣지 않9 ( )

았을까 질문함으로써 예각과 둔각에 대해서만 공식으로 정리하는 이

유에 대해 학생들이 생각해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 직각삼각형

일 때는 sin이니 여전히 공식이 성립된다는 것을 말하지 못

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차4

삼각형을 예각 둔각삼각형으로만 나누어서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소개하, 

는데 수업에서 이를 다루지 않아서 아쉬워요 년도에 제가 만든 활동. 2019

지를 보고 직각삼각형이 떠올랐어요. 올해 교과서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

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완벽한 경우로 다루지 않아서 아쉬웠어요. . 

세 번째 수업부터는 직각삼각형에서 삼각형 넓이를 구분하여 언급했는데 

막상 학생들은 당연하다고 답변하더라구요 저 혼자서만 아쉬워한 것 같. 

아요웃음 학생들은 직각삼각형에서 밑변 높이가 있으니까 ( ). , sin

을 굳이 떠올리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 . 경우를 나

눌 때에는 모든 경우를 빠짐없이 나눠야 하니까 예각 직각 둔각삼각형, , 

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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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 요인

김교사는 차시에 걸친 삼각비 수업에서 학생 요인의 영향을 가장 많11

이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도출한 개의 수업의 단계 중 모든 . 36

차시에 걸쳐 개의 단계가 학생 요인의 영향을 받았다 구체적으로24 . , 1

차시에는 직각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의 비를 혼동하는 학생의 오류에 영

향을 받았으며 차시와 삼각비의 활용 단원을 지도하는 차시 수(SE) 2 6~10

업에서의 확인된 개의 단계는 학생의 흥미에 영향을 받았다 마지막7 (SI). 

으로 차시 수업에서 확인된 개 단계는 학생의 이해에 영향을 받았3~11 16

다(SU).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생들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와 같은 삼각비, , 

의 용어와 기호의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직각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의 

비를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 김교사는 학생들이 삼각비를 구할 때 두 변. 

의 길이의 비를 혼동하여 역수로 구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

서 차시에 삼각비의 개념을 도입할 때 삼각비의 값을 구하는 과제(SE) 1 , 

들을 풀 때에는 삼각비를 구하고자 하는 각을 중심으로 밑변과 높이를 

정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면담 전사

차2

삼각비를 생각할 때에는 하나의 내각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하나의 , 

예각에 대해 sin cos tan 값이 나오게 되는데 조금 애매하더라구요 . 

그 말 자체가 예각이 두 개니까, 기준각이라고 하면 그 기준이 되는 각

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각이 있어야 . sin cos tan의 값

을 직각삼각형의 크기에 상관없이 구할 수 있고 그 각이 달라지면 삼( ) , 

각비의 값도 달라진다는 느낌을 준 것 같아요.

중략 삼각비를( ) ( ) 역수로 구하는 아이들도 있고 헷갈려 하는 아이들도 , 

있고 구분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일단 각에 색칠하, ( ) 

표 < -5>Ⅵ 차 심층 면담에서 확인한 에 관한 해석2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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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사는 차시에 삼각비 개념을 정리하면서 직각삼각형이 놓인 모양1

에 관계없이 삼각비를 구하고자 하는 각을 기준각으로 칭하고 기준각을 , 

중심으로 빗변 밑변 높이를 정하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림 과 , , . [ -8]Ⅵ

같이 지도서에는 삼각비를 구하고자 하는 각의 위치에 따라 학생들이 밑

변과 높이를 혼동한다는 점과 삼각비의 값이 실수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

하거나, sin 기호를 사용하는 데 겪는 오류를 설명하고 있다 김교사는  . 

이 중에서 밑변과 높이를 혼동하는 오류에 초점을 맞추고 지도서에 제, 

시된 설명보다 각에 대한 용어를 추가하였다 김교사는 학생들에게 삼각. 

비를 구하고자 하는 각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각으로 삼으며 기준각과 , 

마주보는 변을 높이 직각과 마주보는 변을 빗변 나머지 변을 밑변으로 , , 

생각하라고 설명하였다 차시 이러한 강조는 차시에서 다루는 (1 SE). 1~3

삼각비의 값을 구하는 대부분의 과제에서 계속되었다.

그림 [ -8]Ⅵ 차시의 삼각비의 뜻 정리 에서 지도서의 설명 좌 과 수정1 (SE) ( )

한 과제 우( ) 

고 그 쪽에 좀 집중을 해서 높이 밑변부터 구분하고 그걸 좀 강조하, , , 

고 싶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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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사는 차시에 특수각의 삼각비를 도입할 때 교과서에 제시된 과제2

가 학생들이 특수각의 삼각비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지 판단

하였다 김교사는 학생들이 특수각의 삼각비를 단순히 암기하기 보다는 . 

정사각형과 정삼각형을 한 선으로 나누었을 때 생기는 직각삼각형에서 

삼각비의 값으로 이해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차시가 콘텐츠 제. 2

작형 수업이었지만 김교사는 교과서에 제시된 과제는 학생의 참여를 유

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과제를 추가하였다(SI). 

교과서에서는 그림 와 같이 빗변의 길이가 [ -9]Ⅵ 인 직각이등변삼각

형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나머지 두 예각의 크기가 이며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 sin cos tan를 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김. 

교사는 학생들에게 직각이등변삼각형을 제시하는 것보다 정사각형과 정

삼각형을 제시하고 각의 크기가 ,  또는 (  인 직각삼각형이 필요하)

다는 점을 인식하고 직접 선분을 그려 정사각형과 정삼각형을 직각삼각, 

형으로 나누도록 하였다 이후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 특수각의 삼각. 

비를 구하고 이를 표로 정리하였다 김교사는 학생들에게 특수각의 삼각. 

비를 단순히 암기하기보다는 그림 에서 추가한 과제에서 경험했던 [ -9]Ⅵ

면담 전사

차1

사실   의 삼각비 값은 저희가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구할 

수 있는 값이잖아요 표를 참고하지 않아도 . 아이들이 스스로 구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미 이 각이 들어있는 직각삼각형을 주기 보다는 아이들이  

스스로   의 삼각비를 구하려면 어떤 삼각형이 필요할까부

터 시작을 해서 아이들이 각이 “ 가 있는 직각삼각형을 그려야해요” 

각이 , “ 가 있는 직각삼각형이 필요해요 에서부터 생각해서 출발” 

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그림을 제시하지 않았고 이 정삼각형과 정사각, 

형을 이용하면 그러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자 

이렇게 구상을 했어요. 

표 < -6>Ⅵ 차 심층 면담에서 확인한 에 관한 해석1 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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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활동을 떠올리며 삼각비의 값을 떠올리라고 강조하였다 차시 (2 SI). 

구체적으로 차시 이후에도 김교사는 특수각의 삼각비를 이용한 과제를 , 2

해결할 때 학생들이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직접 정사각형과 정삼각형

을 나누어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 특수각의 삼, 

각비의 값을 구하라는 언급을 하였다. 

그림 [ -9]Ⅵ 차시의 특수각의 삼각비 도입 에서 삭제한 교과서 과제2 (SI)

좌 와 추가한 과제 우( ) ( ) 

김교사는 차시부터 삼각비의 활용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삼각비가 6

실생활에서 측정하기 어려운 거리나 높이를 구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수학의 유용성을 느끼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 . 

교사는 교과서에서 제공된 실생활 맥락이 학생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문

제가 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였다 즉 교과서 과제로는 학생의 흥미. , 

를 유도할 수 없고 삼각비의 활용으로 인한 수학의 유용성을 느끼기에 , 

제한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교사는 교과서에 제시되지 않은 과(SI). 

제를 추가하였다.

면담 전사

차8

시 

사전

를 사용한 이유는 EBS MATH 교과서에는 학생들의 상황과 동떨어진 소

재가 많은 반면에 에베레스트 산 빌딩은 학생들에게 좀 더 친숙한 , 63

소재였고...

차3 의 에베레스트와 빌딩 영상은 중학교 수준에서 할 수 있EBS MATH 63

표 < -7>Ⅵ 차시 사전 면담 차 심층 면담에서 확인한 에 관한 해8 , 3, 4 SI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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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에 제시된 바와 같이 김교사는 삼각비의 활용 단원에서 제시< -7>Ⅵ

되는 실세계 맥락이 학생에게는 흥미롭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 

교과서에는 그림 과 같이 문제해결과 창의 융합 역량을 기를 수 [ -10] ·Ⅵ

있는 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김교사는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는 . 

과학 수업에서 다루기 때문에 과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대. 

신 김교사가 자주 활용하는 에 제시된 영상을 통해 삼각비를 EBS MATH

활용하여 에베레스트의 높이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며 학생의 흥

미를 유발하고 수학의 유용성을 인식하도록 과제를 추가하였다 같은 의. 

도로 김교사는 에 제시된 영상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자신과 EBS MATH

같은 또래인 중학생들이 삼각비를 이용하여 빌딩의 높이를 구하는 활63

동을 접하고 삼각비를 이용해 높이나 거리를 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삼각비를 왜 배워야 하는지 생각하는 과제를 추가하였다 차시 (8 SI). 

다는 유용성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넣었어요 중략. ( )

에베레스트는 대표 유형 교과서처럼 삼각비를 이용해 거리를 구하는 (

유형 은 아니지만 삼각비를 활용하면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려주고 싶어서 넣었어요. 교과서는 실생활 상황이긴 하지만 인위적이

고 작위적이라는 한계가 있는데 에베레스트나 빌딩은 학생들이 자주 63

보는 거라서 필요성과 유용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차4
교과서의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는 과학 시간에 하더라구요 그래서 ( ) . 

다른 영상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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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0]Ⅵ 차시의 삼각비 활용 연습 에서 삭제한 교과서 과8 (SI)

제 위 와 추가한 과제 아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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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하게 김교사는 차시에 다시 한번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흥10

미를 느끼고 삼각비의 유용성을 인식하도록 과제를 추가하였다, . 

김교사는 차시에 추가한 과제에서 다룬 맥락 외에도 차시에 추가한 8 10

과제 그림 참고 에서 사회적인 문제를 다룰 때에도 수학이 활용([ -11] )Ⅵ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김교사는 학생. 

들이 역사적으로 논란이 된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이와 관련 없어 보이

지만 수학적 개념을 이용하면 울릉도에서 독도가 모두 보이는 고도를 계

산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과제를 추가하였다 차시 (10

SI).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삼각비와 관련된 교수 학습 방법 2015 ·

및 유의사항으로 삼각비를 활용하여 직접 측정하기 어려운 거리나 높‘

이 등을 구해보는 활동을 통해 그 유용성을 인식하게 한다 를 제시하였’

다 김교사는 삼각비의 활용 수업에서 이를 꾸준히 강조하였고 교과서. , 

에 제시된 과제가 삼각비의 유용성을 인식하는데 어떠한 제한점이 있는

지를 확인하여 새로운 과제를 추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학생이 직접 거리나 높이를 측정하는 활동보다는 영상 19 

면담 전사

차10

시 

사전

차시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수학과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10 ) 

분야에서도 삼각비가 활용될 수 있음을 학생들이 알고 사각형 넓이를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하면서 학생들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 

방법을 떠올릴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중략 차시 수업. ( ) 10

의 목표는 수학과 관련 없어 보이는 분야에서도 의미 있게 수학이 사

용될 수 있음을 학생들이 파악하고 중략 교육과정에는 제시하고 있, ( ) 

지 않지만 독도는 우리땅 영상을 통해 EBS MATH ‘ ’ 학생들이 중요

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수학을 이용하여 생각해볼 수 있도록 추가하

였습니다.

표 < -8>Ⅵ 차시 사전 면담에서 확인한 에 관한 해석10 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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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과 교사의 설명만으로 수업을 이끌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 -11]Ⅵ 차시의 삼각비 활용의 도입 에서 추가한 과제 10 (SI)

김교사는 실생활에서 삼각비가 활용되는 사례를 풍부히 제공하여 학생

들이 삼각비의 유용성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실생활의 맥락이 강조되는 과제보다는 

수학적인 의미가 있는 과제를 추가하였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 

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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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사는 삼각비의 활용에서 역으로 각을 구하는 과정이 교과서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상위권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하며 고차원적으로 

생각하도록 과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과제로부터 형식적이지. 

는 않지만 삼각함수의 역함수를 자연스럽게 생각하도록 하고자 하였다고 

언급하였다 김교사는 삼각비의 활용을 지도하는 차시 수업에서 삼각비. 7

가 유용하다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림 와 같이 과제를 추가하여 [ -12]Ⅵ

학생들이 변의 길이를 이용해 모르는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삼각비의 유용성을 더욱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

다 차시 (7 SI2). 

그림 [ -12]Ⅵ 차시의 삼각비 활용 연습 에서 추가한 7 (SI2)

과제

실제 차시 수업 장면은 다음과 같다7 . 

면담 전사

차7

시 

사전 

면담

교과서 상에는 삼각비를 활용하여 모르는 길이나 거리를 구하는 문제

들로 치중되어 있지만, 거꾸로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알 때 삼각비를 

이용하면 모르는 각의 크기도 구할 수 있음을 탐구 질문으로 추가하

여 생각해보게 하면서 모르는 값을 찾을 때 삼각비가 다양하게 활용

될 수 있음을 학생들이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차4

상위권 학생은 흥미롭게 느끼는 느낌이었어요. 상위권 학생에게 경험

하지 못한 질문을 제시해서 수학적 흥미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중하. 

위권 학생들에게는 어려울 것 같아요. 

표 < -9>Ⅵ 차시 사전 면담 차 심층 면담에서 확인한 에 관한 해석7 , 4 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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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제 차 수업[7 1 ]

김교사 우리는 지금까지 각의 크기랑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모르는 :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것에 치중을 했어 우리는 길이랑 거리를 구했어 우. . 

리가 어떤 변의 길이를 계속 구했단 말이야 그런데 과제 번을 가리키며. ( 2 ) 

이 상황에서 드는 의문은 우리는 선분 , AB의 길이를 구했는데 모르는 각, 

도 있잖아 우리는 각 . ( C를 가리키며 여기가 ) 라는 걸 아는 데 나머지 

두 각의 크기가 뭔지는 모르지 모르는 상황이지 혹시 이 상황에서 모르? ? 

는 각의 크기를 찾는 방법은 없을까 이 선분의 길이는 찾을 수 있어 삼각? . 

비를 이용해서 했잖아 그렇다면 혹시 삼각비를 이용해서 각 ? ( A와 B를 가

리키며 각의 크기를 찾을 수는 없을까 사실 한 각만 알면 나머지 각은 알 ) ? 

수 있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각 . B만 집중해 볼게 각 . B를 찾는 방법이 있

을까?

학생들: ...

김교사 있어요 우리 아까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얼마였지: . ? 이었고, 

이었지 각 . B를 모르니까 이 각을 라고 할까요 우리는 이 삼각형 ? (

ABH를 가리키며 직각삼각형에서요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알고 있기 때) . 

문에 tan의 값을 구할 수 있어. tan


이니까 약분하면 


라는

거 알고 있지 계산기 이용하면 ? 이 ⋯라고 나와요 그리고 . 


는 

⋯로 나와요 그러면 . tan의 값이 이거(⋯ 라는 걸 이용해서 ) 의 값

을 찾으면 돼 삼각비표에 . tan값이 쭉 나와있죠 거기서 이 값을 찾는거야. . 

어떤 각도에 대한 tan값인지를 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거꾸로 이 각도도 . 

찾아낼 수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분의 길이나 거리를 찾는 걸 많이 하. 

는 이유는 일상 생활에서 모르는 각의 크기를 찾는 것보다는 높이나 거리

를 찾는 일이 많고 그때 삼각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선분의 길이를 , 

구하는 게 나오는 거라고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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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3]Ⅵ 차시의 삼각비 활용 연습7

의 수업 장면(SI2)

김교사는 차시에 새롭게 추가한 과제가 학업성취도가 중하위권인 학7

생들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 

불구하고 김교사는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은 삼각비를 이용하면 거리

를 이용하여 각의 크기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수학적 흥미를 , 

느꼈다고 판단하면서 추가한 과제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김교사는 이전 해에 지도한 학생들로부터 삼각비가 직각삼각형에서의 

두 변의 길이의 비로 정의되지만 ‘와 의 삼각비를 정의할 때에

는 직각삼각형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는 질문을 ?’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교사는 차시에 정의된 삼각비로 . 1~2 3

차시에는 와 의 삼각비를 정의하기 위해 학생들이 무엇을 이해해

야 하는지를 고민하였으며 교과서가 학생의 이해를 고려하며 적절한 자

료를 제공하고 있는지 판단하였다(SU). 

면담 전사

차3
작년에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사분원을 이용해서 . 와 

까지 유도하고 정리를 했는데 그때 나온 질문이 “선생님 삼각비는 직

표 < -10>Ⅵ 차 심층 면담과 차시 사전 면담에서 확인한 에 관한 3 3 SU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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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사는 차시에 닮은 직각삼각형을 이용하여 삼각비를 정의하고 이1

후에는 주어진 직각삼각형에서 삼각비의 값을 구하거나 특수각의 삼각비

를 이용한 계산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차시 도입부에는 학생들에게 삼. 3

각비의 기하적 의미는 다소 잊혀지며 대수적으로 삼각비의 값을 다루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학생들에게 사분원을 이용하. 

여 극한 연속 등의 개념이 혼재된 함수의 관점에서의 삼각비를 바로 소, 

개하는 것은 학생의 사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에 삼각비의 개념이 기하의 관점에서 함수의 관점으로 전환되어 정의

되려면 차시 도입부에 학생들이 기존에 대수적으로 계산한 삼각비의 값3

이 기하적인 선분의 길이와 같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

다. 

그림 와 같이 교과서의 도입 과제에서는 사분원을 제시하고 빈 [ -14]Ⅵ

칸을 채우면서 sin cos가 선분 BC AC의 길이임을 소개하였다. 

각삼각형에서의 비율인데 와 는 삼각비를 말할 수 있는게 아니

지 않아요 직각삼각형에서 나올 수 없는 각인데요? .”였어요 올해에도 . 

그런 의문을 가진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런 말을 추가했

어요. 와 를 가진 직각삼각형은 생각할 수 없고 중략 고등학, ( ) 

교 때에는 확장되는 것이 맞고 그래서 우리가 , “ 와 만큼은 중 

에서도 사분원을 이용해서 그 값을 알아볼거야 좀 더 정확하게 고등3 , 

학교 가서 더 볼거야 라고 말했어요.” . 학생들이 그 정의 자체에 의문 ( ) 

이 들 수 있기 때문에요. 

차3

시 

사전 

차시는(3 ) 사분원을 이용하여 부터 까지의 삼각비의 값을 선분

의 길이로 표현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학생들이 그 과정을 스스로 할 , 

수 있는 수업이 되도록 수업 영상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작년에 만든 . 

학습지에서 아쉬웠던 점은 학생들이 한 예각의 삼각비의 값을 구하기 

위해 직접 사분원에서 필요한 직각삼각형을 그리는 과정이 없고 이미 , 

그려져 있는 모양을 활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학습지에서. 

는 학생들이 스스로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의 삼각비의 값을 구할 

수 있는 활동을 추가했습니다. 



- 147 -

그러나 김교사는 학생들에게 삼각비의 값이 선분의 길이와 같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교과서의 과제를 삭제하고 이전 해에 활용한 개정 교과2009 

서를 이용하여 개의 과제를 추가하였다 김교사는 첫 번째 과제에서 직3 . 

각삼각형의 변의 길이 중 삼각비의 값과 같은 것을 찾도록 하였으며 두 

번째 과제에서는 모눈종이와 각도기를 이용하여 사분원에 직접 

sin cos tan의 값을 선분으로 나타내도록 하였다 이를 종합. 

하여 세 번째 과제에서는 반지름의 길이가 인 사분원에서 임의의 예각1

에서의 삼각비의 값이 선분의 길이와 같다는 점을 정리하였다 이와 같. 

이 김교사는 학생들이 에서 까지의 삼각비를 이해하기 위해 삼각

비의 값이 선분의 길이와 같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교

과서에 제시된 것보다 많은 과제를 추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차시 (3

SU).

그림 [ -14]Ⅵ 차시의 3 에서 까지의 삼각비의 도입 에서 삭제한 (SU)

교과서 과제 좌 와 추가한 과제 우( ) (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교사는 학생들이 삼각비를 어떻게 이해하는

지 삼각비의 활용을 어느 정도로 이해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교과서를 , 



- 148 -

높은 빈도로 재구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김교사는 학생의 이해. 

를 고려하며 교과서의 과제를 재배치하거나 삭제하였다 학생의 이해를 . 

고려하는 김교사의 면담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교사는 삼각비의 활용 단원을 지도하는 차시의 수업의 목표를 6~10

삼각비가 실제로 사용되는 사례들을 확인하고 학생들이 삼각비의 필요성

과 유용성을 느끼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두었다 또한 학생들이 교과서. 

의 과제를 해결할 때 필요한 최소의 조건으로 한 변의 길이와 한 각의 

크기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로부터 학생이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삼, 

면담 전사

차3

활용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개념만 알아서는 해결하기 어렵고 문제를 ,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삼각비를 떠올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 

강조하는 게 중략 직각삼각형에서 변의 길이 하나와 각의 크기 하나( ) 

가 최소한의 정보라는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중략 학생 스스로 필요. ( ) 

한 삼각비를 선택하기 중략 구체성이 있는 복잡한 상황을 수학 문제. ( ) 

로 단순화할 수 있고 수학 문제로 단순화 되었을 때 우리가 가지고 , 

있는 수학적 개념을 이용해서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걸 전달하고 싶

었어요. 

지도서에 유형이 나오지 않고 충분히 더 많을 수 있는데 제가 교과서 

문제들 보니까 이 세 가지로 나뉘는 것 같더라구요 어떤 사람이 건물. 

을 쳐다보면서 각을 측정해서 높이 구하기 보조선 그어서 하는 것, , 

그리고 직각삼각형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그 그림 그게 가장 많이 나. 

오고 아이들도 가장 많이 접할 것 같아서 그래서 유형 세 가지를 이, 

야기했어요. 

차7

시 

사전

차시 수업의 피드백에서 삼각비의 활용 중에서 6 보조선을 그어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내는 유형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기에 교과서에서 

동일한 유형의 문제를 모아서 연습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표 < -11>Ⅵ 차 심층 면담 차시 사전 면담에서 확인한 에 관한 해석3 , 7 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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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비를 인식하며 구체적인 상황을 수학 문제로 단순화하여 해결하도록 

하였다. 

교과서에는 그림 와 같이 삼각비의 활용에 관한 문제가 유형화[ -15]Ⅵ

되어 있지는 않다 교과서에는 직각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와 한 예각의 . 

크기를 알면 다른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후 이를 바

로 적용할 수 있는 예제 번을 제시하였다 이후 직각삼각형이 아닌 삼1 . 

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와 두 내각의 크기를 알 때 다른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예제 번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직2 . 

각삼각형 두 개가 포개어져 있는 번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의 크기가 1 , 

주어진 번이 제시되었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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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5]Ⅵ 교과서에서 삼각비를 활용해 거리를 구하는 과제 

김교사는 교과서나 지도서에 과제의 유형이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교

과서와 지도서에서 다루는 과제들을 검토하고 학생의 이해 수준을 고려

하며 세 가지 유형 먼저 건물이나 나무를 바라보며 높이를 구하는 유, , 

형 과제 번 보조선을 그어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유형 과제 1( 1, 2 ), 2( 3

번 직각삼각형 두 개가 한 변을 공유하며 포개어져 있는 유형 과제 ), 3( 4

번 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그림 참고 김교사는 교과서와 ) ([ -16] ).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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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서의 과제들이 대부분 세 가지 유형에 속하고 학생들이 문제집이나 , 

다른 자료를 이용해도 대부분 이 유형들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생각하

여 유형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이로부터 김교사는 학생들의 이해 수준을 . 

고려하여 효율적인 문제 해결 전략을 유형화하고 학생들이 이를 익히고 , 

적용하도록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차시 수업은 콘텐츠 제작 수업으. 6

로 진행되었는데 김교사는 원격 수업에서도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과제 번을 퀴즈로 제작하여 학생들이 직접 온라인 플랫폼에 답을 2

쓰도록 하였다 차시 (6 SU1~3). 

그림 [ -16]Ⅵ 차시의 삼각비의 활용 연습 에서 수정한 과제 6 (SU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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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이후 김교사는 많은 학생들이 유형 를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게 6 2

되었다 구체적으로 표 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 변의 길이와 두 . < -11>Ⅵ

내각의 크기가 주어진 삼각형의 경우 보조선을 어떻게 긋는지를 어려워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에 김교사는 등교 수업으로 진행된 차. 7, 8

시에 그림 과 같이 유형 의 과제를 개 유형 의 과제를 개 추[ -17] 2 3 , 3 1Ⅵ

가하였다 김교사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유형 에 속하는 과제를 다수 . 2

추가하여 학생들이 유형 의 풀이 전략을 익히고 연습하도록 하였다 차2 (7

시와 차시의 8 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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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7]Ⅵ 차시와 차시의 삼각비 활용 연습 에서 수정한 과제 7 8 (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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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교사가 학생들이 절차적으로 문제 해결 전략을 습득하고 연, 

습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다 김교사는 학생의 이해 수준을 . 

고려하면서 교과서에 간단한 절차를 적용하여 연습하는 과제가 여러 차

례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때에는 대표적으로 가지 과제만 선정하는 1

것으로 확인되었다. 

면담 전사

차4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 중에 최대한 겹치는 거는 한 문제씩 만 선정

했어요. 

차9

시 

사전

기본적인 개념을 배우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들은 제외 비슷한 , 

유형의 문제는 대표성을 가진 문제만 선정하였기 때문입니다1 . 

표 < -12>Ⅵ 차 심층 면담 차시 사전 면담에서 확인한 에 관한 4 , 9 SU

해석

표 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김교사는 평소 수업에서 교과서에 < -12>Ⅵ

제시된 절차적 연습에 치중하는 과제를 반복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그림 과 같이 교과서에서는 삼각비의 표를 읽. [ -18]Ⅵ

는 방법을 설명하고 삼각비의 표를 이용하여 삼각비의 값을 구하는 과, 

제가 반복하여 제시된다 그러나 김교사는 이 과제들을 모두 삭제하고 . 

삼각비의 표를 읽는 방법을 설명하고 바로 간단하게 직접 삼각비의 값을 

구하거나 역으로 각의 크기를 구하도록 연습하는 과제로 수정하였다 차(4

시 이로부터 김교사가 학생의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간단한 절차SU1). 

의 반복을 다루는 과제는 삭제하여 다루지 않지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과제의 경우 반복하면서 문제 해결 전략을 익히고 연습하도록 한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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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8]Ⅵ 차시의 삼각비 표 도입 에서 삭제한 교과서 과제 좌 와 4 (SU1) ( )

수정한 과제 우( )

김교사는 삼각비의 활용 단원의 교과서에 제시된 과제가 이후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반화하

여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김교사는 지도서에서 이에 . 

관한 일반화된 공식을 설명하고 있어 교과서의 제한점을 극복하는데 활

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표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김교사는 교과서에 제시된 과제를 < -13>Ⅵ

일반화하여 수학적 성질이나 공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면담 전사

차9

시 

사전

지도서에는 학생들이 일반화하여 공식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편할 만

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공하고 있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 

교과서에서는 공식으로 정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 풀이에서 편

리함을 위해 공식으로 기억하게끔 하는 것은 교사의 역할인 것 같습

니다. 

표 < -13>Ⅵ 차시 사전 면담에서 확인한 에 관한 해석9 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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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였다 이에 그림 과 같이 교과서에는 삼각비를 이용하여 평. [ -19]Ⅵ

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만 요구하는 과제를 지도서에 제시된 평행

사변형의 넓이 공식을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차시 김교사는 학생(9 SU1). 

들이 과제 번으로부터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원리를 이해1

하였으므로 이를 공식으로 지도하면 이후 다양한 과제를 해결할 때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과제를 수정하였다 실제로 김교사는 . 

차시 수업에서 삼각비를 복습하며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과제를 11

제시하였고 이 공식을 활용하여 해결하였다, .  

그림 [ -19]Ⅵ 차시 평행사변형의 넓이 설명 에서 교과서 과제 및 지9 (SU1)

도서 설명 좌 과 수정한 과제 우( ) ( )

3. 환경 요인

김교사의 차시에 걸친 삼각비 수업에서 교사의 교육 경험이나 다양11

한 교육과정 자료의 활용 가능성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대신 김교사는 사회문화적 맥락 즉 코로나 로 인해 원격 수. , 19

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그 기간이 길어진다는 점 사교육의 영향 등의 , 

영향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삼각비 차시에 각 개의 단계(ES). 1, 2, 8 1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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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에 개의 단계가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2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면담 전사

차1

저는 교육과정은 따라야한다고 생각해요 교육과정의 내용이나 순서 자체. 

에는 의문을 두지 않고 내용과 순서를 변경하지 않는 편이에요 교과서, . 

에 제시된 흐름을 따르면서 교육과정을 믿고 성취기준을 참고하면서 성

취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세부 목표를 설정하는 편이에요 중략 교과서. ( ) 

의 문제들은 학생들이 성취기준에 도달했는지 판단하기 좋다고 생각해서 

문제는 대부분 교과서나 지도서 문제를 사용하는 편이에요 개념을 학습. 

했으면 반복해서 연습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과서 문제는 . 

아주 어렵지도 않고 중하위권 학생들도 따라올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 

성취기준을 달성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로도 충분해서 . 

다른 문제집은 활용하지 않고 제가 문제를 만든다고 해도 이것과 비슷할 , 

것 같아서 교과서 문제를 사용하는 편이에요 중략 원격 수업에서는. ( ) ( ) 

질문 자체도 학생의 학생들을 장황하게 묻기 보다는 딱 답이 나올 수 ( ) 

있게 간결한 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같, . 

은 경우는 모둠 수업이었기 때문에 학업 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이 있다( ) 

면 또래의 도움을 받아서 학습지를 채워갈 수 있는데 지금은 다 또래 도

움 없이 각자 공부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질문의 난이도도 낮추

는 편이에요 중략 원격 수업에서. ( ) ( ) 안 듣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에요. 

진도율 체크가 안 되니까 제가 영상 링크를 걸어도 학생들이 그걸 봤. ( ) 

는지 안 봤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퀴즈 내용도 엉망인 경우. 

가 있어요. 

차2
한 차시 수업 영상을 완성하는 데 거의 시간 걸려요 학습지 제작부터 4-5 . 

영상 촬영 편집까지 다 퇴근 후에 하는데 엄청 힘들긴 하죠, .

차3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중하위권 학생들이 이 수업을 잘 따라오는지 확

인하고 싶어요. 상위권 학생들은 나한테 배워서가 아니라 어딘가에서 배 

워와서 잘 하는 거에요. 

표 < -14>Ⅵ 차 심층 면담에서 확인한 에 관한 해석1, 2, 3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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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김교사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및 지도서에 대한 신뢰가 높으며 이

를 따라야한다고 생각하였고 공교육의 책무성을 느끼며 학업성취도가 , 

낮은 학생들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설계 시 . 

김교사는 교과서와 지도서를 가장 먼저 읽어보며 참고한다고 밝혔다 지. 

도서에는 교육과정 문서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수학사를 비롯하여 수

학적 개념의 배경이나 학생의 수준별로 교수 학습 유의 사항 선수 학· , 

습 요소들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을 설계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한

다고 하였다 특히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이나 평가 방법 및 유. ·

의 사항의 경우 학부에서 배운 수학교육론보다 구체적이고 이미 내용을 , 

모두 알고 있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잘 모를 수 있는 학생의 사고를 생각

할 수 있어서 많이 참고하는 편이라고 언급하였다. 

김교사는 상위권 학생들은 사교육을 통해 이미 삼각비 내용을 학습하

고 왔기 때문에 자신의 수업이 새롭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자신의 수업

이 가장 필요하고 효율적인 대상은 중하위권의 학생이라는 점에 주목하, 

였다 또한 김교사는 활동지를 제작할 때 주로 교과서와 지도서의 과제. 

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교과서와 지도서에 제시된 과제는 중하위권 학생. 

들이 성취 기준을 달성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난이도의 과제가 

제시되어 있으며 교사가 과제를 만든다고 해도 교과서나 지도서와 많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과제를 선택하는데 있어 그 외의 자료는 

사용하지 않는 편이라고 밝혔다. 

김교사는 원격 수업에서는 모둠 수업을 할 수 없으므로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이 또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에 원격 수업에서는 주로 쉬운 질문 간결한 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 

을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이전 학기에 사용한 온라인 플랫폼은 학생. 

들의 진도율을 확인할 수 없고 퀴즈를 내도 학생들이 제대로 답변하지 , 

않는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학기에는 콘텐츠 제작 수업에서 김교. 2

사가 설명한 과제와 동일한 유형의 과제를 수업 중간에 퀴즈 형식으로 

제시하고 그림 참고 학생들이 반드시 답변을 해야 다음 진도를 ([ -20] ), Ⅵ

나갈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교체했다 차시와 차시의 김교사(1 2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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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플랫폼에서는 학생들의 진도율을 확인할 수 있고 퀴즈를 풀어야, 

만 학습을 완료할 수 있으므로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도 대부분 성실

하게 수업을 듣는다고 밝혔다 또한 김교사는 원격 수업에서 주로 수학 . 

내용을 설명할 때에는 콘텐츠 제작형 수업을 하고 이에 대한 만족도도 , 

높지만 한 차시의 수업 영상을 만들기 위해 퇴근 후 시간을 투자해야 4~5

한다는 점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그림 [ -20]Ⅵ 차시의 삼각비 뜻의 정리1 (ES)

에서 수정한 과제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중학교 학년으로 2015 2

이동하고 교과서에는 피타고라스 정리의 활용에 관한 부분이 대부분 약, 

화되었다 그러나 김교사는 사교육의 영향을 고려하여 일부 내용을 지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차와 차 심층 면담에서 김교사의 발언은 다. 1 3

음과 같다. 



- 160 -

면담 전사

차1

작년 같은 경우 아이들이 피타고라스 정리의 활용까지 배우고 올라

왔어요 정삼각형의 기본적인 넓이 공식 높이 공식 입체도형에서 . , , 

대각선 길이 구하는 거 이 정도를 다 다루고 왔는데 생각해보니 아, 

이들이 피타고라스 정리의 활용을 안 배운 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 

을 제가 수업 할 때 좀 고려해야될 거 같아요 중략( ) . ( )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 같은 게 필요한 문제들이 당연히 나갈 수가 있는데 피타

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변의 길이도 구하고 넓이도 구하는 데 나, 

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설명이 들어가야겠다는 생각. 

을 하고 있어요.

차3

아이들이 학원에서 배우다 보니 선생님 각뿔이나 입체도형에서는 “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있었어요?” 중략 시험 때가 되. ( ) 

면 당연히 궁금해하고 물어볼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 입체도형 나, . 

와요?      나와요 이런 거 물어볼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 ? . 

게 피타고라스 정리의 활용이기 때문에 그걸 학년 때 다루지 않아2

도 생각하면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중략 효율적인 문제 풀이. ( ) 

를 위해서는 좀 알아야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학, 

습 부담 경감을 위해서 뺐지만 해야할 것 같아요 이게 . 고등학교에

는 아이들이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입체도형이 나올 것 , 

같아요 변의 길이의 비도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실 것 같고 그렇. , 

기 때문에 한 번쯤 강조까지는 아니지만 방법을 어느 정도 알려줘

야겠다는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표 < -15>Ⅵ 차 심층 면담에서 확인한 에 관한 해석1, 3 ES

김교사는 학생들이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피타고라스 정리2009 

를 활용하여 정삼각형의 높이와 넓이 공식 입체도형에서의 대각선 길이 , 

구하기 등을 배우지만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이 내용을 배우2015 

지 않기 때문에 수업을 설계할 때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

다 김교사는 학생들이 학원에서 선행 학습을 하면서 교육과정에서. 2015 

는 약화되었지만 피타고라스 정리가 활용된 입체도형 문제를 접하고 학, 

교 수업에서도 이를 배우는지 안 배우는지를 질문한다고 하였다 또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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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사는 정삼각형의 높이와 넓이 공식이나 특수각을 가진 직각삼각형에

서의 세 변의 길이의 비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하면 충분히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 하였다 즉 김교사는 피타고라스 정리의 연계. , 

성을 고려하면서 효율적인 문제 풀이를 위해 일부 내용을 지도할 수 있

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이 정도의 내용은 이미 . 

알 것이라 생각하고 지도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며 그로 인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시 말하면 김교사는 학습 부담의 경감을 . , 

의도하며 피타고라스 정리의 활용이 약화되었지만 사교육의 영향을 받으

며 중학교 교사로서 관련된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김교사는 개정 교육과정에 포함된 내용보다 축소시켜 삼각2009 

비의 활용을 지도하는 차시와 차시에 그림 과 같이 특수각을 7 10 [ -21]Ⅵ

가진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의 비와 정삼각형의 높이 넓이 공식, 

을 추가로 설명하였다 특히 김교사는 차시에 한 변의 길이가 . 10 인 정

삼각형의 넓이를 기존에 교과서에서 제시한 두 변과 끼인각을 이용하여 

넓이 공식으로 구하는 방법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 높이 , 


를 

구하고 


×밑변×높이로 공식을 구하는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설명하였

다 김교사는 입체도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되는 과제들은 추가.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차시의 와 차시의 (7 ES 10 ES1).

그림 [ -21]Ⅵ 차시 와 차시에 피타고라스 정리의 활용 과 관7 (ES) 10 (ES1)

련하여 추가한 과제 좌 와 수정한 과제 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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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사는 삼각비의 활용을 마무리하는 차시 수업에서 교과서에 교과 10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해 제시된 과제 개의 과제 중 삼각비의 값을 구하3

는 과제나 클리노미터를 이용하여 건물의 높이를 구하는 과제는 사용하

지 않았다 김교사는 중학교 학년을 처음 지도한 해부터 클리노미터로 . 3

각의 크기를 재고 삼각비를 이용하여 거리나 높이를 구하는 활동을 하, 

고 싶었지만 동료 교사의 비동의로 실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교사는 . 

올해 사용하는 개정 교과서에는 클리노미터를 다루는 활동을 자세2015 

히 단계별로 제시하기 때문에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

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으로 모둠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김교사는 클리. 19 

노미터를 다루는 과제를 사용하지 않았다 개정 교과서에서 창의. 2015 ·

융합이나 태도 및 실천과 같은 교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활동으로 제시

되었지만 외부적 상황에 따라 실행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

었다 그러나 김교사는 사각형의 넓이를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함으로써 . 

문제해결 역량과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고자 제시된 과제는 수업에서 다

루었다 이에 관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

면담 전사

차4

올해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으면 아마 클리노미터 활동으로 수행평19 

가를 했을 것 같아요 작년에는 동료 교사가 별로 안 좋아해서 못 했. 

었는데 한 번쯤 해보고 싶었거든요 올해 교과서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래서 새 교과서에 있는 활동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어

요 중략 사각형 넓이 과제에서. ( ) ( ) 제가 끌고 가는게 나을 것 같았어

요 지도서 뒤에 대각선 길이가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은. 

아의 방법만 사용해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모르면서 .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좀 더 강조해서 사각형 넓이 공식

을 가르쳤어요 은아의 풀이 방법 대각선의 길이를 이용하는 방법 을 . ( )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했어요 중략 모둠별 수업은 교사가 체계적으. ( ) ( ) 

로 설명하는 부분이 약화될 수 있는데, 교사가 강의식으로 계속 하면 

수학적인 부분을 강조해서 체계적으로 계열화해서 수업을 할 수 있다

는 면이 편해요 그래서 속이 편하다고 표현했어요 학생도 풀이를 잘 . . 

표 < -16>Ⅵ 차 심층 면담에서 확인한 에 관한 해석4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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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서는 교과 역량을 기르기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풀이를 완성

하고 각 방법을 비교하여 설명하도록 하지만 김교사는 주도적으로 강의

식으로 풀이를 완성하고 설명하였다 코로나 이전에는 평소 모둠을 나. 19 

누어 협력 학습을 장려하는 김교사였지만 모둠 활동이 제한되어 의사소

통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차시 수업은 . 10

등교 수업으로 진행되었는데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수업 시간이 45

분에서 분으로 단축되어 진행되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교사는 35 . 

학생들이 직접 풀이를 완성할 시간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또한 김교사는 . 

지도서에 그림 와 같이 두 대각선의 길이와 두 대각선이 이루는 [ -22]Ⅵ

각의 크기만 제공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과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김교사는 제한된 상황에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안정적이

면서도 효율성을 추구하여 그림 과 같이 강의식으로 수업하는 것[ -23]Ⅵ

으로 확인되었다 차시 (10 ES2). 

그림 [ -22]Ⅵ 차시에 사각형의 넓이의 설10

명 에서 고려한 지도서 과(ES2)

제

발표할 수 있지만 교사가 주도하면 이 부분에서 뭘 생각해야해 이 , ‘ , 

부분에서 뭐가 중요해 이런 걸 강조할 수 있어서 좋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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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3]Ⅵ 차시에 사각형의 넓이 과제를 설명 하10 (ES2)

는 수업 장면

4. 요약 및 논의

지금까지 한 명의 중학교 초임교사가 삼각비 단원을 지도할 때 교육과

정 자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선행 연구의 . , 

결과를 기초로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수학 학생 환경 요인으로 구분하고 삼면적 분석틀을 적용하여 연구 참, , , 

여자가 교육과정 자료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하고 교사의 해석은 , 

실천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절에서는 연구 결과로부. 

터 현상의 설명과 이론의 개선이라는 두 측면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제

안한다. 

먼저 현상의 설명과 관련하여 제시할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 , 

교사는 수학 요인의 모든 하위 요소 즉 개념 이해 요소(MC, MS, ME) , , 

지식의 구조와 관계 용어나 설명의 불충분함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김교사가 일관되게 닮은 직각삼각형들 사이의 공변성과 일정. 

성을 강조한다는 면에서 선행 연구자들이 언급한 닮음비로서의 삼각비

유재근 를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2014; Watson,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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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연구자들이 국외의 수학 교사들이 교육과정 자료에 제시되지 

않은 수학적 개념의 속성이나 복잡성을 수업에서 고려하지 않으며 학생

의 이해 정도에 따라 수학적인 표현을 다소 수정하거나 문제의 양을 줄

인다는 결과(Choppin, 2011; McDuffie et al., 2018; Sherin & Drake, 

를 보고한 것과 달리 본 연구의 참여자는 수학적 지식의 본질과 구2009)

조를 고려하여 교과서를 재구성한다는 차이가 있었다 특히 초임교사가 . 

교과서의 범위 안에서 지도하며 제시된 학습 경로를 따라가는 것에 집중

한다는 선행 연구 의 결과와 달(Drake, 2002; Remillard & Bryans, 2004)

리 김교사는 수학 요인의 영향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또한 중국의 , . 

교사가 주로 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대비하거나 같은 단원에서 지도하는 

수학적 개념이나 공식 사이의 연결성 을 강조하는 것(interconnectedness)

과 달리 김교사는 수직적으로 심(Cai, Ding, & Wang, 2014; Zou, 2014)

화 확장되는 삼각비와 삼각함수 개념의 연계를 고려하여 과제를 재구성·

한다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삼각비 개념이 기하의 관점과 함수의 관점. 

이 혼재된 복잡한 개념이라는 점 고등학교에서는 삼각비를 확장하여 삼, 

각함수로 지도한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김교사는 학생 요인의 모든 하위 요소 즉 학생의 이, (SU, SI, SE), , 

해 학생의 흥미와 학생의 오류나 오개념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김교사는 삼각비 수업에서 학생 요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으. 

며 학생의 이해 흥미 오류와 오개념의 순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 , 

인되었다 김교사가 학생의 흥미를 고려하여 재구성할 때에는 주로 . EBS 

나 교사들이 교수 학습 자료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 등을 이용MATH ·

하였으며 오류와 오개념을 고려하여 재구성할 때에는 지도서를 이용하였

다. 

이는 초임교사가 학생의 이해 수준이나 학생이 범할 수 있는 오류나 

오개념 동기 유발 전략에 관심을 갖는다는 선행 연구 이경화 외, ( , 2012; 

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또한 우리나라 교과서의 과제He & Cooper, 2011) . 

가 학생에게 충분한 탐구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흥미를 유발하지 못한

다는 선행 연구의 지적 구나영 이경화 이지윤 외 과 다양( , , 2020b;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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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의 수준을 고려한 과제가 부족하다는 선행 연구의 지적 이경화 (

외 을 뒷받침한다 특히 김교사는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 2017) . , 

실생활 맥락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생각하며 삼각비를 활

용하는 과정이 부각되는 과제를 추가하였다 학생의 추론이 필요하지 않. 

고 문제 해결을 위한 조건이 명백히 나온 과제는 학생에게 부자연스럽, 

다는 선행 연구의 지적 에 비추어볼 때 이는 교과서의 (de Lange, 1991)

한계를 극복하는 유의미한 시도로 판단된다. 

한편 김교사는 절차적 계산에 초점을 맞추어 삼각비의 값을 구하거나 , 

삼각비의 활용 단원에서 넓이를 구하는 과제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지 않

았다 이는 초임교사가 주로 설명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수렴형 단답. , 

형 발문을 주로 하며 최승현 황혜정 개념적 이해보다 절차적 이( , , 2009) 

해를 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선행 연구 의 결과와 (Drake, 2002)

대비되는 결과이다 김교사의 사례는 삼각비를 지도하는 교사가 절차적. 

인 측면에 치중하며 학생들도 삼각비를 암기하거나 계산 연습에만 치중

한다는 선행 연구의 주장 을 극복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Watson, 2008)

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초임교사 중에서도 적극적인 성향을 지닌 교사. 

라는 점을 고려하여 동일한 생애주기에 속하는 교사이지만 교사의 특성

에 따라 영향을 받는 요인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한 초임교사 전문성 프

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셋째 김교사는 환경 요인 중 즉 코로나 로 인해 변화한 교육 환, ES, 19

경과 사교육의 영향을 받았으며 교사의 교육 경험이나 교육과정 자료의 

활용 가능성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교사는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고 수업을 설계하였다 특. 

히 김교사는 상위권 학생들은 사교육을 통해 이미 삼각비 내용을 학습하

고 왔기 때문에 자신의 수업이 새롭지 않을 것이며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자신의 수업이 가장 필요하고 효율적일 것이라 언급하였다, .

수학 요인이나 학생 요인에 비해 환경 요인이 교육과정 자료의 사용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적다는 점이 알려져 있다 이경화 외 그러나 ( , 2017). 

김교사가 중하위권 학생들을 수업의 주요 대상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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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공공성을 정립하기 위해 추구해야 할 다양한 가치 중에서도 모든 

학생들이 수학 지식을 배우고 수학적으로 사고하도록 하는 보편성 성병(

창 을 추구하며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을 학습하도록 해야 한다는 , 2007)

책임감 이경화 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초임교사가 ( , 2010) . 

수업 참여도가 낮은 학생들을 수업에 밀착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는 최승현과 황혜정 의 연구 결과와 대비된다 이러한 성향은 (2009) .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약화된 피타고라스 정리의 활용을 지도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연구자들이 우리나라 교과서의 과제가 고차원적인 수학적 사고를 

요구하지 않고 단편적인 계산만을 강조한다는 점을 비판하지만 예를 들(

어 김미희 김구연 김교사는 이를 다소 절차적인 면이 강조되더, , , 2013) 

라도 중하위권 학생들이 수학에 흥미와 자신감을 느끼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낮은 문턱의 과제라는 점에 의의를 확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한편 김교사는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의사소통. , 2015 , 

창의 융합 태도 및 실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과제를 긍정적으로 생각· , 

하지만 코로나 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교사가 변19 . 

수가 많은 상황에서 교사 주도로 문제를 이해하고 전략을 탐색해 해결하

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는 면에서 이경화 가 강조한 안정성과 효(2010)

율성을 강조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이론의 개선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 , 

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삼면적 분석틀을 적용한 결과 교사의 교육과, 

정 자료 사용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포착하고 분석할 수 있었다 우리나. 

라의 수학 교사들은 내용 지식의 이해 수준이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내용 지식의 (Park, 2004). 

높은 이해 수준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경화 삼면적 분석틀을 적용한 결과( , 2010). , 

김교사가 수학적 측면에서 교육과정 자료의 강점과 약점을 어떻게 해석

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수학 요인의 모든 하위 요소가 교육과. , 

정 자료의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 교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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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개념과 성질을 지도할 때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제시된 범위를 준

수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김민혁 박선화 문광호( , 2013; , , 

교과서에 제시되지 않은 수학적 지식의 구조를 고려하며 교과서나 2009) 

지도서보다 함수의 관점에서의 삼각비를 강조하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

었다. 

또한 환경 요인이 교육과정 자료의 사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

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교사에게 이를 따라야. 

한다는 의무감과 책임감을 부여하며(서보억 김남균 도종훈 박윤범 김, , , , 

기탁 외 유교의 영향으로 교사의 지성과 인성적 측면에 대한 기 , 2017) 

대 수준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문화적 (Wang, 2016). 

맥락이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삼면적 분석틀을 적용하여 교사가 절차적. 

인 면이 강조되는 교과서 과제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교육과정에, 

서 약화된 부분을 왜 지도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제한된 표현으로 인해 한계가 있었으며 교, 

육과정 자료의 사용에서 교사의 몫이 매우 크다는 점이 드러났다 우리. 

나라 교육과정은 모든 지역과 학교에서 동일한 교육과정을 따르도록 하

는 국가교육과정이라는 점에서 교육에서의 책무성을 증가시키고 효율성, 

과 효과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보억 외 교육과정 문( , 2017). 

서는 모든 교과를 아우르는 총론과 각 교과의 내용을 다루는 각론으로 

이루어지는데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은 총론에서 전 교과를 통합하여 주

된 방향을 제시하며 각론에서 이를 교과별로 적용하여 서술하는 방식으

로 반영한다 자연스럽게 왜 수학교육에서 이러한 개정의 방향을 반영해. 

야 하는지 반영을 한다면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 

제기된다 또한 총론에서 제시된 내용은 수학과 교육과정의 개발자들에. 

게는 추상적이고 모호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는 것은 쉽지 않다(Lee 

이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이 개정되지만 그 et al., 2017). 

진술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점이 알려져 있다 소경희 이경화 , ( , 2013;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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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새 교과서가 개발되어 현장에 보급되면 

상당수의 교사들은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교과서에 의존하여 수업을 설계

하고 실행한다 박선화 문광호 이에 교과서 집필에 교육과정의 방( , , 2009). 

향이 잘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검 인정 심사 ·

형태로 교과서의 질을 관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사들이 교육과정과 . 

교과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를 따르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김민혁( , 

교과서에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내용이 기술될 경우 평가에서2013). 

의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교과서 저자의 자율

권을 제한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주형미 윤현진 이경언 한혜, , , 

정 윤지훈, 우리나라의 수학 교과서는 학습자 중심의 활동이 적, 2015). 

고 흥미나 동기 유발의 요소가 적다 김유경 김판수 이지윤 외, ( , , 2012; , 

또한 미국이나 호주의 교과서에 비해 자율성과 다양성이 제한된2016). 

다 장경윤 외 우리나라의 경우 교과서 검 인정 심사에서 분량이( , 2016). ·

나 표현을 비롯해 세세한 요소들을 제한하기 때문에 집필에 미치는 영향

이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실제로 이지윤 외 는 우리나라의 교과서는 출판사가 다양하지만 (2016)

구성 체제가 다양하지 않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교사의 .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삼면적 분석틀을 적용한 결과 교과서나 지, 

도서에서 함수의 관점에서의 삼각비에 관한 과제가 제공될 때 극한과 , 

연속과 같은 개념을 어떻게 학생들이 비형식적으로 인식하도록 할 것인

가에 관한 결정은 교사의 역량에 의존하였다 교과서의 설명이나 과제가 . 

학생에게 잠재적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구나영 외 에 비추어( , 2020)

볼 때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여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170 -

VII.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대안적 

관점

본 연구의 목적은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의 사용 사례를 분석하여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연구자의 관점에 시사점을 도출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장에서는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 Ⅲ

관한 선행 연구자들의 관점을 수용 선택 해석 참여의 관점으로 구분하, , , 

고 이들이 기반한 이론적 또는 인식론적 배경이 무엇인지 교육과정 자, 

료와 교사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며 연구의 초점이 무엇인

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철학적 배경인 해석주의로부터 교육과. 

정 자료 해석의 의미를 규정하였으며 선행 연구자들이 이러한 의미를 충

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후 장에서는 교사의 교육. Ⅳ

과정 자료 사용을 이해하기 위한 틀로 삼면적 분석틀을 도출하였으며 Ⅵ

장에서는 이를 적용하여 한 초임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 사례를 분석

하였다. 

본 장에서는 연구 문제 의 결과로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2 , 

에 관한 선행 연구자들의 관점으로 장에서 살펴본 사례를 살펴보는데 Ⅵ

있어서 마주하는 한계점과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 

으로 첫 번째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수집한 사례들을 다시 점검하여 김,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서 전형적이거나 특징적인 부분들을 추출하

고 기존의 관점으로 김교사의 사례를 설명할 수 (Stake, 2005; Yin, 2009) 

있는지 그 가능성을 검증한다 우정호 외 이후 지금까지 관찰한 ( , 2006). 

김교사의 사례를 포괄하여 설명할 수 있는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대안적인 관점인 해석적 실천의 관점을 제안하고 교육적 , 

가치를 확인한다. 

1. 기존 관점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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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례를 관찰하여 현상을 이해하고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

료 사용에 관한 연구자의 관점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례 연구 중에서도 개발적 사례 연구에 속하며 . 

이를 위해 김교사의 사례에서 수집한 자료와 분석한 내용들을 다시 점검

하였다 이후 선행 연구 를 기초로 김교사의 사례. (Stake, 2005; Yin, 2009)

에서 전형적이거나 특징적인 부분을 추출하고 반복적으로 이를 점검하, 

였다 본 절에서 논의하는 장면은 비록 소수의 부분으로 추출된 장면이. 

지만 김교사가 주로 어떤 교육과정 자료를 사용하는지 수업 전반에 걸, 

쳐 수학 학생 환경 요인의 영향을 어떻게 받는지와 같이 김교사의 사, , 

례를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다 이후 선행 연구자들의 관점 즉 수. , , 

용 선택 해석 참여의 관점에서 규정한 교육과정 자료 교사의 역할에 , , , , 

관한 개념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이의 관계로 김교사의 사례를 설명, 

할 수 있는지 검증하였다 우정호 외( , 2006). 

1.1. 수용의 관점의 한계

수용의 관점을 따라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을 살펴본 연구자

들은 교사가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학교 현장에서 충실하게 구현하

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한다 수용의 관점은 실증(Remillard, 2005). 

주의의 입장을 따라 교사가 교육과정 자료에 제시된 내용을 개발자의 의

도에 따라 단순히 학생에게 건네주는 것으로 취급한다 박종덕 이( , 2011). 

에 교과서와 같이 텍스트로 제시된 자료 자체가 교사가 교육과정 자료를 

얼마나 충실하게 사용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판단하고 교, 

사의 실천을 확인하는데 교과서를 출발점으로 삼으며 교사 간의 차이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수용의 관점을 따를 경우 교육과정이나 교과서가 의도한 대로 실제로 

사용되는지의 유무를 확인하거나 교사가 교과서를 충실히 따르도록 구체

적인 처방을 제시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소경희 그러나 실행( , 2003). 

된 교육과정이 의도된 교육과정에 비추어서만 해석되므로 교사의 주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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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해석과 교실의 복잡한 상황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 . 

참여한 김교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학 학생 환경 요인의 다양, , 

한 하위 요소의 영향을 받아 교과서에 제시된 과제를 그대로 따르지 않

고 재구성하였는데 구체적인 장면은 다음과 같다.  

1.1.1. 차시 3 SU

김교사는 차시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삼각비의 개념을 학습하고 1~2

삼각비의 대수적인 값을 구하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차시의 도입 3

단계에서 삼각비의 기하적 의미는 다소 잊혀진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에 김교사는 대수적인 계산에 익숙해진 학생들이 에서 의 삼각비

를 이해하기 위해 도입 단계에서 학생의 이해 수준을 고려한 과제가 제

시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교과서. [ -1]Ⅶ

에서는 빈 칸을 채우면서 sin와 cos의 값이 사분원의 선분의 길

이임을 소개한다 이후 바로 본문에서 사분원에서 각의 크기가 . 인 직

각삼각형의 sin cos tan의 값이 선분의 길이와 같다는 점을 설명

하였다 그러나 김교사는 학생의 이해 수준을 고려하면 교과서의 생각 . 

열기가 에서 의 삼각비를 도입하는 과제로 한계가 있으며 생각 

열기와 본문 사이의 간격이 상당히 넓다는 점을 약점으로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김교사는 생각 열기에서 학생들이 사분원에서 삼각비의 , 

값이 선분의 길이임을 알게 하는데 왜 반지름의 길이가 인 사분원을 

선택하였는지와 tan의 값은 어떤 선분의 길이와 같은지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삼각비의 대수적인 계산에 익숙해진 학생. 

들의 이해 수준을 고려하면 도입 단계부터 점진적으로 삼각비의 값이 선

분의 길이와 같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

를 위한 과제를 그림 과 같이 추가하였다 차시 [ -1] (3 SU).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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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Ⅶ 차시의 교과서 좌 와 의 영향을 받은 과제 우3 ( ) SU ( ) 

수용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은 교사의 해석이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의도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며 이러한 실패를 예방하

고 교사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공식적 의도된 교육과정과 실행된 교육, , 

과정 사이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에 관심을 둔다 예를 들어( , Freeman 

따라서 교과서가 실행된 교육과정을 대표하는 것으로 & Porter, 1989). 

간주하고 교사를 전달자로 가정하는 수용의 관점 으로 (Heck et al., 2012)

김교사를 바라본다면 교과서로 대표되는 의도된 교육과정과 실행된 교, 

육과정 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는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즉 김교, . , 

사가 학생의 이해 수준을 고려한 것은 교과서와 수업 사이의 불일치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김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해석을 살펴보면 김교사는 학생들이 , 

이전 차시에서 학습한 삼각비를 되돌아보고 학생의 입장에서 , 에서 

의 삼각비를 이해하기 위해 어떠한 학습 경로가 적절할지를 고민하

였다 이에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 경로보다 더 세부적인 단계를 설정하. 

여 점진적으로 삼각비의 값이 선분의 길이와 같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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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수용의 관점을 따라 의도된 교육과정과 실행된 교육과정 사이의 일

치도에 관심을 두고 이들 사이의 불일치를 최소화하고 모든 교사들이 , , 

동일한 자료로 동일한 수업을 실행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교사의 

실천을 유형화하고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보편적인 이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으나 김교사가 자신의 교수학적 상황을 어떻

게 이해하는지 어떠한 의미를 구성하는지를 간과한다는 한계가 있다, . 

1.1.2. 차시 8 SU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용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은 분석의 시작, 

점을 교과서로 선택하고 정량적인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교사가 교육과

정 자료에 제시된 내용을 얼마나 지도하는지 빠뜨리는 부분이 있는지, , 

텍스트로 제시된 내용과 실제 수업 사이의 일치도는 어떠한지 등에 관심

을 갖는다 즉 이들은 교육과정 자료 자체에 관심이 (Brown et al., 2009). , 

있기 때문에 실행된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모습이나 교사가 수업을 실행

하고 반성하면서 어떠한 측면에 주목하는지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Heck et al., 2012).

김교사는 차시 삼각비의 활용 수업을 설계하면서 교과서와 지도서에 6

제시된 과제들을 검토하였다 김교사는 학생의 이해 수준을 고려하며 이. 

를 교과서 순서로 제시하는 것 보다는 세 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

별로 지도하는 방안을 생각하였다 이에 차시에 각 유형마다 개의 과. 6 1

제를 제시하며 학생들과 풀이하였다 차시 그러나 김교사는 차(6 SU1~3). 6

시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이 특정 유형의 과제 즉 과제의 주어진 조건, , 

을 확인하며 적절한 보조선을 그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해결해야 하는 

유형을 가장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그림 와 같이 . [ -2]Ⅶ

동일한 유형의 과제 개를 추가하여 차시에 지도하였다 차시 3 8 (8 S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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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의 관점을 따라 정량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김교사의 교육과정 자

료 사용을 바라본다면 김교사는 교과서에 제시된 과제를 빠뜨리지 않고 , 

지도한다고 분석된다 그러나 수용의 관점에서는 분석의 출발점을 교과. 

서로 삼고 수업에서 교과서가 얼만큼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교, 

사가 실제로 수업을 어떻게 실행하는지 수업을 실행하면서 새롭게 주목

한 것이 무엇인지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에 수용(Heck et al., 2012). 

그림 [ -2]Ⅶ 의 영향을 받은 차시의 과제 위 와 차시의 과제 아래SU 6 ( )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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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점을 따를 경우 김교사가 차시 수업을 실행하면서 학생의 이해 , 6

수준이 자신이 수업 설계 단계에서 예상한 것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

고 이후의 수업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과제를 추가하는 이러한 실천, 

의 이면에 있는 교사의 해석은 간과된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추. 

출한 차시의 와 차시의 에 비추어볼 때 교사의 역할을 공식적 3 SU 8 SU1 , 

및 의도된 교육과정의 실행자로 축소시키고 교사의 충실한 교육과정 자, 

료 사용을 목표로 하는 수용의 관점으로 김교사의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을 살펴보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2. 선택의 관점의 한계

선택의 관점과 수용의 관점은 교사가 교육과정 자료를 충실히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의도된 교육과정과 실행된 교육과정의 차이를 줄여

가는 방안에 초점을 맞춘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예(Remillard, 2005). 

를 들어 과 는 교사가 교육과정 자료를 사용하는, Sosniak Stodolsky(1993)

데 교과서나 교육 정책보다 일상적인 일에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로부터 

교사가 교육과정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

춘다 또한 박선화와 문광호 는 교과서가 내용 중심으로 전개되어 . (2009)

있어 개별 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목표가 내실 있게 성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사의 몫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교사가 교육, 

과정의 의도를 이해하고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

는지 제안하였다. 

선택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은 교과서를 교사가 수업에 활용할 수 있

는 한 가지 자료로 보며 교사의 선택 의지를 강조한다(Remillard, 2005). 

즉 선택의 관점은 교과서뿐만 아니라 교사가 유용하다고 판단할 때 사, 

용할 수 있는 자료들로 교육과정 자료의 의미를 확장하고 수업 실행에, 

서 교과서 외의 자료가 얼마나 사용되는지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수용

의 관점과 구분된다 이에 선택의 관점과 수용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 

은 분석의 출발점이 다르다 구체적으로 수용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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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교과서를 분석의 출발점으로 선정한다 즉 그들은 교과서에 제시된 . , 

내용이 수업에서 얼만큼 지도되었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예를 들(

어 한편 선택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은 수, Freeman & Porter, 1989). , 

업을 분석의 출발점으로 선정하여 관찰한 수업의 총 시간에서 다양한 교

육과정 자료들이 다루어지는 시간의 비율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예를 (

들어 본 연구에 참여한 김교사는 앞서 살펴, Sosniak & Stodolsky, 1993). 

본 바와 같이 수업을 실행하면서 교과서에 제시된 정당화가 불충분하다, 

는 점을 인식하였으며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면서도 

다양한 교육과정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구체적인 장면은 다음과 같다.  

1.2.1. 차시 9 ME

김교사는 삼각비의 넓이 공식을 지도하는 차시 수업을 차에 걸쳐 진9 4

행하였는데 수업을 반복하면서 교과서에 제시된 삼각비의 넓이 공식의 

정당화가 끼인각이 예각인 경우와 둔각인 경우만을 다루고 있으며 직각

인 경우에는 넓이 공식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실제. 

로 김교사가 수업을 설계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지도서에도 그림 [ Ⅶ

과 같이 끼인각이 예각과 둔각인 경우만 다룬다는 점 이를 지도할 -3] ,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만 제시되어 있었다 김교사. 

는 차시의 제 차와 제 차 수업에서 교과서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9 3 4

위한 발문을 하였지만 증명의 완결성을 보여주는 것으로는 이어지지 않

았다 이에 김교사는 차시의 모든 수업이 종료된 이후 이전 해에 자신. 9

이 제작한 활동지를 검토하며 현재 지도하는 교과서와 지도서에 직각인 

경우의 정당화가 빠져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차시 (9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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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3]Ⅶ 지도서에 제시된 삼각형의 넓이 공식의 

지도상의 유의점

선택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은 수용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과 달리 

분석의 시작점으로 수업을 선정한다 즉 이들은 수용의 관점을 따른 연. , 

구자들에 비해 교사의 선택 의지를 강조하며 수업을 분석의 초점으로 본

다는 면에서 교육과정 자료 사용의 복잡성을 가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업에서 교과서가 얼만큼 지도되었는지 교, , 

과서 외의 다른 자료가 지도되었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이에 선택의 관. 

점으로 김교사를 분석한다면 김교사는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지도하는 9

차시에 교과서의 과제를 사용하였으며 다른 자료는 사용하지 않고 지도, 

서에 제시된 지도상의 유의점을 충실히 따르고자 했기 때문에 김교사가 

교과서의 유용성을 높게 평가한다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사의 역할을 다소 축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을 공식적 교육과정 및 의도된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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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실행된 교육과정 사이의 차이를 줄여 충실하게 사용하는데 초점을 맞

추어 김교사의 사례를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 

용의 관점이나 선택의 관점을 따를 경우 교사의 다양한 교육과정 자료 , 

해석을 인정하고 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

에 도달해야 할 일정한 목표가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따라서 선택의 관점을 따를 경우 김교사가 . , 

수업을 실행하면서 교과서와 지도서에 제시된 설명의 불충분함을 인식하

였으며 이는 이후의 수업과 반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포착할 수 

없으며 이러한 실천 이면에 있는 김교사의 해석이 간과될 수 있다 이는 .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의 복잡성에 초점을 맞추어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선행 연구자들의 주장(Gueudet & 

과 맥을 같이 한다Trouche, 2009; Remillard, 2005) .  

1.2.2. 차시 차시 1 MC1 - 3 SU, MS

각 국가별로 교육과정의 개정이나 교과서 집필 과정의 특성을 반영하

여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Pepin et al., 2019).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제정하고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가 수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교사들이 권위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수

업에서도 이를 준수하려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 박선화 문광호 김( , , 2009). 

교사의 경우 교육과정과 교과서 및 지도서에 대한 신뢰가 높고 이를 따, 

라야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김교사는 수업을 설계할 때 교과서와 지도. 

서를 가장 먼저 읽어보며 참고한다고 밝혔다. 

김교사는 교육과정의 범위를 준수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삼각비를 지도

하는 차시의 수업에서 교과서에 제시된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거나 과11

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양하게 재구성하였다 김교사는 교과서와 , . 

지도서에는 중하위권 학생들이 성취 기준을 달성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

는 적절한 난이도의 과제가 제시되어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

다 김교사는 수업 설계 단계부터 교과서와 지도서 외에도 . EBS M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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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교수 학습 자료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 자신이 이전 해에 · , 

가르쳤던 교과서 자신이 이전 해에 제작한 활동지를 참고하였다 김교, . 

사는 먼저 교과서와 지도서를 확인하면서 수학 학생 환경 요인의 영향, , 

으로 교과서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교과서 외의 다양한 자

료를 이용하여 과제를 재배치하거나 새로운 과제를 추가하였다. 

구체적으로 김교사는 그림 와 같이 교과서의 생각 열기가 삼각, [ -4]Ⅶ

비 개념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닮은 직각삼각형의 공변성과 일정성을 , 

잘 드러내고 있는지 판단하여 를 이용한 과제를 추가하였다EBS MATH (1

차시 김교사는 수업을 설계하면서 교사들이 활용하는 인터넷 카페MC1). 

를 통해 를 이용한 과제를 접하게 되었으며 이를 이용해 교과EBS MATH

서의 생각 열기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또한 김교사는 학생들이 함수의 . 

관점에서 삼각비를 이해하기 위해 교과서의 생각 열기와 본문의 설명이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김교사는 자신이 이전 해에 가르쳤던 . 

개정 교과서에 있는 과제들 그림 참고 을 검토하며 학습 경2009 ([ -4] )Ⅶ

로를 보다 세밀하게 조정하였다 차시 김교사는 지속적으로 삼각비(3 SU). 

와 삼각함수의 연계를 고민하였고 함수의 관점에서 삼각비를 바라보는, , 

즉 삼각비 값의 대소 관계나 최댓값 최솟값 등을 다루는 과제를 교과, , 

서에 제시된 것보다 많이 다루었다 이때에도 김교사는 개정 교과. 2009 

서를 검토하며 그림 와 같은 과제들을 추가하였다 차시 [ -4] (3 MS).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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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4]Ⅶ 김교사가 사용한 교과서 외의 교육과정 자료

선택의 관점을 따라 김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을 살펴볼 경우 대, 

부분의 수업 시간에서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이를 보완하려

는 의도로 교과서 외의 교육과정 자료 교수 학습 자료를 (EBS MATH, ·

공유한 인터넷 카페 개정 교과서 등 를 사용하기에 김교사가 교과, 2009 )

서를 유용한 자료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분석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 

바와 같이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지도하는 차시의 경우 김교사가 교과9 , 

서의 과제만을 사용하고 지도서에 제시된 유의점을 충실히 따르기 때문, 

에 김교사가 교과서의 유용성을 높게 평가한다고 분석된다. 

선택의 관점에서는 교사가 교육과정 자료의 유용성을 어떻게 판단하는

지 이로 인해 어떤 교육과정 자료를 선택하고 수업에서는 무엇을 유도,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그러나 관찰한 수업에서 정량. 

적으로 사용된 교육과정 자료의 비율을 계산한다면 특정 차시 혹은 특정 

수업의 단계에는 왜 교과서의 과제를 많이 사용하는지 혹은 많이 사용, 



- 182 -

하지 않는지를 파악할 수 없으며 어느 차시나 단계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 교사가 교과서를 유용한 자료로 판단하는지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

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제정하며 교과서를 . 

검 인정 심사로 관리하는 경우 교육과정이나 교과서가 수업에서 교사· , 

에게 이를 따라야 한다는 권위를 부여하면서도 교사의 실천을 어떻게 가

능하게 하고 제한하는지를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선택의 관점에서는 교사가 교과서에 내재된 객관적이고 고정된 하나의 

의미를 파악하느냐에 초점을 맞춘다 이에 비추어볼 때 선택의 관점을 . , 

따를 경우 김교사가 수업을 실행하면서 교과서와 지도서에 제시된 설명

의 불충분함을 인식하였으며 이는 이후의 수업과 반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포착할 수 없으며 이러한 실천 이면에 있는 김교사의 해석이 

간과될 수 있다 또한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교과서에서 의도한 대. 

로 수업하지 않는 것을 교육과정 자료의 유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바라

보는 선택의 관점으로 김교사의 사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선택의 관점은 국가교육과정을 제정하며 공교육의 책무성을 . 

강조하고 서보억 외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상( , 2017) 

황 박선화 문광호 에서는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의 복잡성을 ( , , 2009)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3. 해석의 관점의 한계

수용의 관점과 선택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에 비해 해석의 관점을 따

른 연구자들부터 교육과정 자료보다 교사라는 주체 즉 의미형성자로서, 

의 교사의 역할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에 의하면 해석. Remillard(2005) , 

의 관점을 따른 선행 연구자들은 교육과정 자료를 충실히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며 교사가 자신의 신념과 경험을 기초로 저자의 의

도를 해석하며 사용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해석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 

은 텍스트로 제시된 자료가 하나의 의미만을 갖는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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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교사가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의 메시지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

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는 교육과정 자료와 교사 사이의 대화의 단절.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신념과 경험이 교사와 교육과정 자료 

사이의 긴장을 풀어가면서 교육과정의 의도에 가까이 간다는 것을 의미

한다. 

해석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은 교사가 자신의 해석을 기초로 교육과

정 자료를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로부터 교육과정 자료의 잠재력

이 실천으로 구현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이들은 교(Ben-Peretz, 1990). 

사와 교육과정 자료 사이의 이원화된 관계에 초점을 맞추며 교사가 수업

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교과서의 어떤 과제를 선택하며 재구성하는지에 

관심을 둔다 본 연구에 참여한 김교사는 교사가 (Remillard, 1996/2005). 

주체적으로 자신이 가르쳐야할 수학 지식의 본질과 구조 사회문화적 맥, 

락을 고려하였으며 김교사의 해석은 교사의 실천의 전제가 되며 실천을 

성찰할 때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구체적인 장면은 다음과 같다.  

1.3.1. 차시 차시 차시 1 MC1, MC2 - 2 MC - 4 MC

해석의 관점을 따른 연구는 교육과정이나 정책에서 강조하는 메시지가 

수업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확인하고자 시작되었다 연구자들은 교사. 

가 수학 교수 학습에 대한 자신의 신념과 경험을 기초로 교육 정책의 ·

기조를 해석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으며 교사와 특정 교과서 사이의 상호

작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으로 와 (Remillard, 2005). , Ch vez(2003)á

는 교사의 수학 교수 학습에 대한 신념을 확인하고 교과Collopy(2003) · , 

서의 과제를 선택하는지 재구성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때 연구자들이 , . 

관심을 두는 교사의 수학 교수 학습에 대한 신념은 수학을 지도할 때 · ‘

개념적 이해를 추구해야 한다 절차적 이해를 추구해야 한다 문제 해결, , 

을 중시해야 한다 등과 같이 수학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가에 관한 ’ 

신념을 의미한다 의 연구에서 파멜라는 실생활 문제로부터 . Ch vez(2003)á

수학을 학습하고 수학적 아이디어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표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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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교사는 의 의도가 자신의 신념과 MiC

맞는다고 판단하여 교과서에 제시된 경로를 따르면서 수업을 실행하였

다. 

이는 교사가 정수의 덧셈과 뺄셈 곱셈과 같이 특정한 수학 내용을 가, 

르치는 수업을 관찰한 의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연구Brown et al.(2009) . 

진은 교사가 수학 학생 환경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 , 

하고 정수를 지도하는 교사만 분석함에도 불구하고 학생 요인 구체적, , 

으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수 학습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교사·

가 수학 요인의 하위 요소들을 어떻게 고려하는지는 살펴보지 않았다. 

이로부터 해석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은 교사가 구체적으로 수학적 개

념의 이해 요소나 수학적 지식의 구조를 어떻게 고려하는지 보다는 학생

의 이해를 비롯한 학생 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초점을 맞춘다고 

볼 수 있다. 

김교사는 삼각비의 개념적 이해를 추구하며 학생들이 닮은 직각삼각형

의 공변성과 일정성과 인식하도록 강조하였다 이러한 김교사의 해석은 . 

차시에 삼각비의 뜻을 도입할 때 교과서에 제시된 생각 열기가 삼각비 1

개념이 발생한 배경과 닮음 직각삼각형의 공변성과 일정성을 제대로 드

러나지 못하며 그림 와 같이 와 지도서를 이용하여 과[ -5] EBS MATHⅦ

제를 추가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차시 이와 같이 삼각비 개(1 MC1, MC2). 

념의 이해 요소로 닮은 직각삼각형의 공변성과 일정성을 고려하며 삼각, 

비의 개념적 이해를 추구하는 김교사의 해석은 차시뿐만 아니라 차시1 2

에 삼각비의 뜻을 복습할 때에도 교과서 여러 페이지에 분산된 과제들을 

재배치하며 다시 한번 개념 이해 요소를 강조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차(2

시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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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5]Ⅶ 의 영향을 받은 차시 좌 와 차시의 수업 장면 우MC 1 ( ) 2 ( )

김교사는 차시의 수업을 돌아보고 차시에는 학생들과 삼각비를 1, 2 , 4

복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김교사는 차시에도 삼각비 개념의 . 4

이해 요소의 영향을 받았다 김교사는 그림 과 같이 교과서의 중단. [ -6]Ⅶ

원 마무리에 있는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하여 삼각비의 값을 구하는 과제

를 도입부에 배치하여 학생들이 한 예각의 크기가 같은 두 직각삼각형이 

닮음임을 인식하도록 하고 공변성과 일정성을 강조하였다 차시 , (4 MC). 

이로부터 김교사는 삼각비의 개념적 이해를 추구하였다는 점 구체적으, 

로 삼각비 개념의 이해 요소인 공변성과 일정성을 차시에 지속적, 1, 2, 4

으로 강조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장면은 해석의 관점을 . 

따른 교육과정 자료 사용의 분석 예를 들어 에서는 포착하( , Collopy, 2003)

기 어려운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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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6]Ⅶ 의 영향을 받은 차시의 수업 장면MC 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석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이 해석주의에 기

반하며 정성적인 연구 방법을 채택하지만 그들의 분석의 초점인 교육과, 

정 자료 해석은 해석주의에서의 해석의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학생 요인이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그러나 김교사는 ( , Ch vez, 2003). á

삼각비 개념의 이해 요소가 무엇인지 분석하였으며 학생들이 삼각비를 

개념적으로 이해하도록 차시에 지속적으로 닮은 직각삼각형의 공1, 2, 4

변성과 일정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해석의 관점을 따라 김교사의 사례를 . 

분석할 경우 김교사가 구체적으로 수학적 개념의 이해 요소나 수학적 , 

지식의 구조를 어떻게 고려하며 실천하는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는 교사가 수학을 어떻게 가르쳐야할 지에 초점을 맞추는 해석의 관점

보다 교사가 주체적으로 자신이 가르쳐야할 수학 지식의 본질과 구조까

지 고려하며 이에 관한 해석이 교사의 실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

을 고려한 대안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1.3.2. 차시 9 ME

에 의하면 해석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은 수업의 Remillard(1996/2005)

설계 단계에 분석의 초점을 둔다 교사가 의도한 교육과정은 교육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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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메시지에 대한 교사의 해석이 작용한 결과물이며 연구자가 교사의 해

석을 확인하기 위한 시각적인 자료라는 의의가 있다(Gueudet & 

해석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이 교사의 수업 설계와 실Trouche, 2009). 

행 사이의 밀접한 관련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면에서 교사의 실천 

전반에 걸친 교육과정 자료 해석을 포착하는데 한계가 있다. 

김교사는 수학의 논리성과 체계성을 중시하는 교사로 수업에서도 이러

한 특징을 강조하였다 김교사는 차시 수업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교과. 9

서와 지도서의 지도상의 유의점을 검토하며 제시된 흐름을 따라 삼각형

의 넓이 공식을 정당화할 때 끼인각이 예각인 경우와 둔각인 경우를 나, 

누어 설명해야겠다고 계획하였다 이후 김교사는 차시의 제 차 제 차 . 9 1 , 2

수업에서는 교과서의 정당화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존

의 계획대로 수업하였다 김교사는 제 차 수업이 끝나고 교과서의 정당. 2

화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며 이는 제 차 수업부터 3

영향을 미쳤다. 

김교사는 제 차 수업부터는 교과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발문을 하3

였지만 끼인각이 직각인 경우에도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성립한다는 점

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김교사는 차시 사후 면담에서 이를 차. 9 9

시 수업에서 가장 아쉬운 점으로 언급하였다 김교사는 차시 수업을 여. 9

러 번 실행하던 중 교과서의 불충분함을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해석은 수

업을 반성할 때에도 영향을 미쳤다: 

차 심층 면담[4 ]

삼각형을 예각 둔각삼각형으로만 나누어서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소개하는, 

데 수업에서 이를 다루지 않아서 아쉬워요 년도에 제가 만든 활동지를 . 2019

보고 직각삼각형이 떠올랐어요 올해 교과서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어서 미. 

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완벽한 경우로 다루지 않아서 아쉬웠어요 중략 그. . ( ) 

런데 경우를 나눌 때에는 모든 경우를 빠짐없이 나눠야 하니까 예각 직각, , 

둔각삼각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싶어요.

김교사는 차시 제 차 수업이 끝난 후 끼인각이 직각인 경우를 설명하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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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겪은 시행착오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이전 해에 교사가 만들었던 활

동지를 다시 검토하였다 김교사는 그림 과 같이 끼인각이 예각인 . [ -7]Ⅶ

경우와 둔각인 경우에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성립함을 증명한 후 끼인각

이 직각삼각형일 때에도 넓이 공식이 성립함을 보여야 완결성을 갖춘 정

당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김교사는 자신이 이를 제대로 지도하지 못. 

했다는 아쉬움을 여러 차례 언급하였으며 이후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설

명할 때에는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 언급하였다 이러한 장면. 

은 해석의 관점을 따라 약 차시 분량의 수업을 관찰하였지만 교사가 10

교과서의 과제를 사용하였는지의 여부 다른 자료를 사용하였는지의 여, 

부에 초점을 맞춘 의 연구에서는 포착하기 어려운 장면이Ch vez(2003)á

다.

그림 [ -7]Ⅶ 김교사가 이전 해에 제작한 활동지

해석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은 수업의 설계 단계에 분석의 초점을 둔

다는 의 지적은 연구자들이 수업 실행과 반성의 단Remillard(1996/2005)

계에서의 교사의 실천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지 않고 교사의 주체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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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이 수업의 설계 실행 반성의 순환 과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 

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러나 김교사는 차. 9

시 수업을 여러 번 실행하던 중 교과서의 설명의 불충분함을 인식하였으

며 이러한 해석은 이후의 수업과 반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는 수업의 . 

설계에 초점을 맞추는 해석의 관점보다 교사가 주체적으로 수업을 실행

하며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되고 이는 교사의 수업 실행에의 변화와 반성

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한 대안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1.3.3. 차시 7 SI2

해석의 관점을 따르는 선행 연구자들은 교육과정 자료를 과제와 활동

이 표현된 것으로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을 교사와 텍스트 간의 상, 

호작용으로 간주하며 교사와 교육과정 자료 사이의 이원화된 관계에 초, 

점을 맞춘다 즉 해석의 관점에서는 개인의 능력과 자(Remillard, 2005). , 

질을 기초로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을 분석한다 해석의 관점을 따. 

를 경우 교사의 교육과정 사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어려움을 교사 , 

개인의 역량에 한정하여 살펴볼 수밖에 없다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 

용은 개인적인 차원의 역량과 능력 이외에도 교사를 둘러싼 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구체적으로는 사회문화적 맥락이나 다양한 교육과정 자료

의 활용 가능성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소경희 박지애 최유( , , 

리 그러나 해석의 관점을 따른 선행 연구자들은 환경 요인에 의, 2020). 

한 교육과정 자료 해석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 

Brown et al., 2009).  

김교사는 삼각비의 활용을 지도할 때 학생들이 삼각비가 필요하고 유, 

용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그러나 김교사가 중요시하는 삼각비의 필요성과 유용성은 그 의미가 복

합적이었다 차시의 대부분의 는 그림 과 같이 김교사가 실. 6~10 SI [ -8]Ⅶ

생활 맥락에서 삼각비가 산의 높이를 재거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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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된다는 유용성에 대한 해석과 관련이 있었다. 

한편 차시의 는 김교사가 상위권의 학생들의 흥미에 영향을 받은 , 7 SI2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과 같이 김교사는 학생들이 변의 길이를 . [ -8]Ⅶ

이용해 모르는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는 점으로부터 수학 내적인 맥

락에서 삼각비의 유용성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과

제를 추가하였다 차시 즉 김교사가 학생의 흥미에 영향을 받을 때 (7 SI2). ,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수학 외적 및 내적 맥락을 함께 고려한다는 점을 

본다면 김교사가 고려하는 학생의 흥미가 복합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

다. 

그림 [ -8]Ⅶ 의 영향을 받은 차시 좌 와 차시 우 의 수업 장면SI 8 ( ) 7 ( )

이러한 장면은 교사의 해석을 교육 정책의 메시지나 교과서에서 강조

하는 교수 학습 전략에 관한 해석으로 한정적으로 바라보거나· (Brown et 

특정 교과서와 지도서의 어느 부분이 유용하였는지에 초점을 al., 2009) 

맞춘 연구 에서는 포착하기 어려운 장면이다 김교사는 교(Collopy, 2003) . 

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삼각비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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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공감하면서도 이를 수업에서 구현할 때에는 사교육을 받은 상위권의 

학생들이 삼각비의 어느 측면에서의 유용성을 느끼도록 해야할지 고민하

였다 즉 김교사가 고려하는 학생의 흥미는 사회문화적 맥락과도 밀접. , 

한 연관이 있었다 이는 텍스트로 제시된 교육과정 자료와 교사와의 이. 

원화된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해석의 관점 보다 교(Remillard, 1996/2005)

사가 주체적으로 다양한 교수 맥락을 고려하며 교육과정의 메시지를 해

석한다는 점을 고려한 대안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1.3.4. 차시 차시 7 ES - 10 ES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석의 관점을 따르는 선행 연구자들은 교육과

정 자료를 과제와 활동이 표현된 것으로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을 , 

교사와 텍스트 간의 상호작용으로 간주하며 교사와 교육과정 자료 사이, 

의 이원화된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김교사는 삼각비 (Remillard, 2005). 1

차시 수업 전부터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중2015 

학교 학년으로 이동했으며 피타고라스 정리의 활용이 약화되었다는 것2

을 알고 있었다 또한 교육과정의 개정에는 학습량을 감축하고자 하는 . 

의도가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었다. 

김교사는 교육과정 개정의 의도를 이해하면서도 삼각비 수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피타고라스 정리의 활용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

다 이러한 김교사의 해석에는 사교육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김교사는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을 통해 선행 학습을 하면서 피타고. 

라스 정리가 활용된 과제를 풀며 교사에게도 학교에서 이 내용을 배우는

지 아닌지를 질문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교사는 고등학교에서 피타고라. 

스 정리의 활용을 지도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며 자신이 가르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이 겪을 어려움을 고려하고 책임감을 느꼈다 이에 김교사, . 

는 특수각을 가진 직각삼각형에서의 세 변의 길이의 비를 지도하였다. 

그림 와 같이 김교사는 공교육의 책무성과 사교육의 영향 사이에[ -9]Ⅶ

서 갈등하면서 차시에 피타고라스 정리의 활용을 일부 지도하였다 차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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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S).

그림 [ -9]Ⅶ 의 영향을 받은 차시 수업 장면ES 7

이러한 환경 요인은 차시에 김교사가 피타고라스 정리의 활용을 추10

가로 지도하는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그림 과 같이 지도서에. [ -10]Ⅶ

는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이용하여 한 변의 길이가 인 정삼각형의 넓

이를 구하는 풀이가 제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교사는 학생. , 

들에게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있냐고 질문하

였다 김교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하여 한 변의 길이가 . 인 정삼각

형의 높이 


를 구하고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며 , 

정삼각형의 높이와 넓이 공식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차시 (10 E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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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0]Ⅶ 지도서에 제시된 풀이 좌 와 의 영향을 받은 차시 수( ) ES 10

업 장면

해석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은 교사와 교육과정 자료의 이원화된 관

계에 주목하며 환경 요인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Remillard, 

해석의 관점에서 김교사의 수업을 분석한다면 환경 요인의 영향2005). , 

으로 교육과정에서 약화된 피타고라스 정리의 활용을 지도하는 김교사의 

사례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교육의 최전선에 있. 

는 교사에게 책임감이 강조되고 교사도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 

노력하지만 높은 교육열과 사교육은 교사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배. 

수경 의 연구에서 교사는 공식을 바로 적용하는 절차적인 문제 풀(2015)

이는 사교육에서의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학원과는 구별되는 발문을 

늘 고민하고 절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들에게 수학적인 , 

원리를 생각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사들은 수업을 설계할 때 학생들이 . 

사교육을 통해 선행 학습을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 이경화 외 선( , 2017). 

행 연구에서 확인한 교사들의 사례와 같이 김교사 역시 약화된 피타고라

스 정리의 활용을 지도하는 데 환경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텍스. 

트로 제시된 교육과정 자료와 교사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해석의 관

점보다 교사가 교육과정의 의도를 이해하면서도 주체적으로 다양한 교수 

맥락을 고려하며 해석한다는 점을 고려한 대안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1.4. 참여의 관점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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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 관점에서는 교사와 교육과정 자료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가정하며 교사를 교육과정 자료와 협력하는 사람으로 간주한다

참여의 관점을 따른 선행 연구들은 교사의 개인적 요(Remillard, 2005). 

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제도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교사의 교육과정 ·

자료 사용의 복잡성을 파악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에 . 

해석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에 비해 참여의 관점에서는 교사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실천을 한다는 즉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서 교사, , 

의 주체성을 보다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여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은 의 사회문화이론을 기초로Vygotsky , 

교육과정 자료의 사용을 사회문화적 도구의 사용으로 간주한다(Brown, 

이들은 교사가 사회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여 어떻2002). 

게 전문성을 발달시키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어 따( , Lloyd, 1999). 

라서 교사가 교육과정 자료를 그 의도대로 지도하지 않을 경우 전문성이 

낮은 것으로 간주되며 예를 들어 그 이면에 있는 ( , Sherin & Drake, 2009) 

교사의 해석은 간과될 수 있다 또한 참여의 관점에서는 교사가 교육과. 

정 자료를 더 잘 이해하고 그 의도가 구현되는 것은 수업의 실행 단계라

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면에서 이들이 바라보는 교사(Remillard, 1996), 

의 교육과정 자료 해석은 특정 방향성을 지향하는 해석이라 볼 수 있다. 

참여의 관점을 따라 교육과정 자료의 사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량을 교육과정 자료에 비해 낮게 간주할 수 있는지 교육과정 자료는 , 

교사에게 전문성 발달의 기회를 제공할 만큼 내용과 형식을 갖추고 있는

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김교사(Choppin et al., 2018). 

는 수학 학생 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아 주체적으로 교육과정의 의도를 , , 

해석하고 다양한 교육과정 자료를 이용해 교과서를 재구성하였는데 구, 

체적인 장면은 다음과 같다.  

1.4.1. 차시 차시 3 MS - 5 MS

참여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은 교육과정 자료를 개발한 연구진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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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교사의 전문성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둔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에 참여한 ( , Lloyd, 1999; Sherin & Drake, 2009). 

교사는 교육과정 자료로 수업을 하면서 연구진과 협력적으로 자신의 실

천을 되돌아볼 수 있고 교육과정 개발진은 교사가 교육과정 자료를 사, 

용하면서 어떠한 학습 기회를 갖게 되는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에 관심, 

을 갖는다 이에 참여의 관점을 따르는 선행 연구자(Cohen et al., 2018). 

들은 교사와 교육과정 자료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에 관심을 두지만 교사

를 궁극적으로 교육과정의 의도를 구현해야 하는 존재로 바라보며 교육, 

과정 자료 역시 교사를 그렇게 만들도록 교육적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교사가 교육과정 자료의 의도(Choppin et al., 2018). 

를 고려하여 재구성하지 않으면 전문성이 낮은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

어, Choppin, 2011; Sherin & Drake, 2009).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김교사는 교육과정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

지 않은 초임교사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개정에는 소수의 연구진과 교. 

사가 참여하고 교육부에 의해 교육과정 개정이 주도된다 소경희, ( , 2013). 

또한 대부분의 교사는 짧은 시간에 진행되는 단선적인 연수로 교육과정 

개정의 변화를 전달받는다 박선화 문광호 새로운 교육과정 자료( , , 2009). 

를 개발하고 적용할 때 국외의 연구자들이 참여의 관점에서 연구자와 교

사의 협력적인 관계를 규정하는 것과 달리 예를 들어( , Lloyd, 1999;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과정의 주요 변화에 대한 Sherin & Drake, 2009), 

교사의 인식을 분석하고 요구를 확인하는 실태 조사 위주의 연구가 수, 

행되었다 예를 들어 김동원 외 김교사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 , , 2015). 

한 신뢰를 갖고 있고 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하는 등 열의가 있지만 교, 

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의 의도를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교육과정에 담긴 과도한 학습량은 진도 맞추기에 급급한 수업을 야기

하고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시킨다 박경· (

미 외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수학과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내, 2015). 

용을 감축하거나 연계를 고려하여 이동시키고 성취기준을 통합하는 방식

으로 학습 부담의 경감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학과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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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성취기준 교수 학습이나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의 배경에 대한 설, ·

명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경화 외( , 

구체적으로 미국이나 싱가포르는 각 학습 요소에 어떤 내용이나 2017). , 

과제를 다룰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드는 등 우리나라보다 진술이 세

세하다는 점이 알려져 있다 장경윤 외 즉 우리나라의 수학과 교( , 2016). , 

육과정은 개정의 방향이 전달되도록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지만 

성취기준이나 학습 요소 교수 학습 방법 평가 유의 사항의 서술은 여, · , 

전히 추상적이고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지 않다는 ,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의 수학 교과서는 학습자 중심의 활동이 적고 흥미나 동기 , 

유발의 요소가 적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예를 들어 이지윤 외 장( , , 2016). 

경윤 외 에 의하면 미국의 교과서는 전통적인 형식을 유지하는 교(2016)

과서와 프로젝트 등을 통해 만든 개혁 기반의 교과서 등 내용과 형식에 

있어 다양성을 보장하고 호주의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성취기준으로 제, 

시되지 않았으나 내용의 흐름상 필요할 경우 독자적으로 다루도록 한다. 

또한 선행 연구자들은 우리나라 수학 교과서에 포함된 과제가 인지적 노

력수준 이 낮은 단편적인 계산만을 다룬다는 점을 강조(cognitive demand)

한다 김미희 김구연 홍창준 김구연 미국이나 터키를 비롯( , , 2013; , , 2012). 

한 국외 교과서가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면서 수학적으로 복합적이고 비

절차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들을 다수 포함하는 것에 비해 국내 교과

서는 다양한 학생의 수준을 반영하지 않는다 김대영 김구연 또한 ( , , 2014). 

고차원적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의 경우에도 이를 지도할 방법에 대한 구

체적인 설명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김유경 김판수( , , 2012).

중학교에서의 삼각비는 기하의 관점에 정의되며 함수의 관점은 에

서 의 삼각비를 정의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그림 . [ Ⅶ

과 같이 지도서에서도 -11] 에서 의 삼각비를 지도할 때의 유의점

으로 삼각비의 값과 같은 선분의 길이를 찾아야 한다는 점 삼각비의 값, 

은 에서 까지의 각에 대한 것만을 다루며 삼각비 사이의 관계를 

다루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에 김교사는 차시에 삼각비의 값이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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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분의 길이와 같다는 점을 지도한 후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각의 크기에 따른 sin cos tan값의 변화를 직관적으로 인식하도록 하였

다 이후 그림 과 같이 . [ -11]Ⅶ 와 에서의 삼각비를 정의하였다. 

그림 [ -11]Ⅶ 지도서에 제시된 에서 의 삼각비의 지도상의 유의

점 좌 과 차시 수업 장면 우( ) 3 ( )

김교사는 삼각비 차시 수업을 하기 전부터 삼각비와 삼각함수의 연계1

를 고려하였다 김교사는 중학교에서는 삼각비만 지도하지만 고등학교에. 

서는 삼각함수로 확장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이에 차시에 삼각비를 . 1

정의할 때에도 sec cosec cotan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였고 차시에는 , 3

에서 까지의 삼각비를 정의한 후 그림 와 같이 교과서에서[ -12]Ⅶ

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지도서에 있는 설명과 관련된 개정 교과서의 2009 

과제를 추가하여 학생들이 함수의 관점에서 삼각비 값의 범위나 최댓값

과 최솟값 대소 관계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차시 김교사는 차시에 , (3 MS). 5

삼각비를 복습할 때에도 교과서에 제시된 분량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투

자하면서 그림 와 같이 함수의 관점에서 삼각비를 바라보는 과제[ -12]Ⅶ

를 강조하였다 차시 (5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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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2]Ⅶ 지도서에 제시된 설명 좌 와 의 영향을 받은 차시 ( ) MS 3, 5

수업 장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교사는 국가수준으로 제정된 교육과정의 권

위를 인정하고 수학 교육 전문가 집단이 집필한 교과서 및 지도서를 신, 

뢰하며 정해진 범위와 학습 경로를 준수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교사의 내용 지식 수준이 높아 삼각비와 삼각함수의 연계를 충분히 , 

이해하고 있고 교과서나 지도서에 함수의 관점에서의 삼각비의 성질이 , 

제시되어 있을 경우 김교사는 이를 지도하며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김교사의 해석은 차시의 의 전제가 되었으며 차시에 삼각비3 MS 5

를 복습할 때에도 의 영향으로 함수의 관점을 강조하는데 영향을 미MS

쳤다 이러한 장면을 참여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과 같이 예를 들어. ( , 

전문성이 낮은 것으로 간주한다면 교사의 내용 지식 수Choppin, 2011) 

준이나 교과서 및 지도서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4.2. 차시 차시 차시 차시 3 SU - 6 SU1, SU2, SU3 - 7 SU - 8 SU1, SU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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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은 교사가 수업의 설계 과정에서 주목하

지 못했지만 수업을 실행하면서 주목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는 , 

연구자들이 지향하는 전문성 신장이 이루어지는 지점이라는 점을 강조한

다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은 교육과정 ( , Remillard, 1996). , Choppin(2011)

자료가 제공하는 이론적인 지식이 교사가 수업을 실행하면서 얻게 되는 

학생의 사고에 관한 경험적인 지식과 상호보완하면서 교사가 교육과정 

자료를 유의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김교사는 차시에 걸친 삼각비 수업에서 학생의 이해에 가장 많은 영11

향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김교사는 수업 설계 단계에서 교과서에 제시. , 

된 과제가 학생의 이해 수준을 고려할 때 적절한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 

설명이나 과제는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고민했다 김교사는 차시 수업. 3

을 설계하면서 대수적인 값으로서의 삼각비에 익숙해진 학생들이 에

서 의 삼각비를 이해하기 위해 어떠한 학습 경로를 제공해야할지 고

민하였다 김교사는 학생들이 먼저 삼각비의 값이 선분의 길이와 같다는 . 

점을 충분히 이해해야 에서 의 삼각비를 설명할 수 있다고 판단

하였다 그러나 김교사는 차시를 설계하면서 교과서의 과제와 설명이 . 3

이를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림 , [

과 같이 과제들을 추가하였다 차시 -13] (3 SU).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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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3]Ⅶ 의 영향을 받은 차시 수업 장면SU 3

김교사는 이후에도 수업 설계 단계에서 학생의 이해에 많은 영향을 받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김교사는 삼각비의 활용을 다루는 . , 6

차시를 설계하면서 삼각비를 활용하여 높이나 거리를 구하는 상황을 제

시하여 학생들이 삼각비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느끼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하였다 특히 김교사는 학생의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교과서에 . 

제시된 과제들의 유형을 그림 와 같이 분류하였다 차시 [ -14] (6 SU1~3). Ⅶ

김교사는 차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유형 의 과제를 어려워한6 2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김교사는 차시와 차시 수업을 설계하면서 . 7 8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유형 를 보완하여 설명해야겠다고 판단하였다 김2 . 

교사는 교과서와 지도서에서 유형 에 해당하는 과제들을 모두 구분한 2

후 학생들이 동일한 유형의 과제들을 반복적으로 풀면서 익숙해지도록 

과제를 재구성하였다 이후 차시 수업에서 김교사는 학생들이 어려.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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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했던 유형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였으며 그림 와 같이 동일한 [ -14]Ⅶ

유형의 과제를 반복적으로 풀면서 수업을 진행하였다 차시 차시 (7 SU, 8

SU1, SU2). 

그림 [ -14]Ⅶ 의 영향을 받은 차시 좌 와 차시 수업 장면 우SU 6 ( ) 8 ( )

김교사는 수업의 설계 단계부터 사고실험을 통해 학생의 이해 수준을 

고려할 때 교과서에 제시된 과제가 충분한지를 고려하였다 이는 새로운 . 

과제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과제를 재배치하는 차시 차시 (3 SU, 6 SU1~3) 

전제 조건이자 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성찰하여 다음 수업을 설계할 때에

도 영향을 미쳤다 차시 차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7 SU, 8 SU1, SU2). , 

참여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은 교사가 수업을 설계할 때에는 주목하지 

못하였지만 실행하면서 얻게 되는 학생의 사고에 관한 경험적인 지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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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맞춘다 이들은 이를 교사의 전문성이 높아지는 지점이라는 점에 . 

주목한다 따라서 참여의 관점을 따라 수업 실행에서 교(Remillard, 1996). 

사가 무엇을 학습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면 수업 설계 단계에서 교사가 

무엇을 의도하였는지 이는 이후의 실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

한 풍부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4.3. 차시 차시 7 ES - 10 ES1

참여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은 교사가 사회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활

동에 참여하여 어떻게 전문성을 발달시키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에 이들은 교사가 교육과정 자료를 더 잘 이해하고 (Remillard, 2005). 

그 의도가 구현되는 것은 수업의 실행 단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교사의 역할을 사회문화적 진화의 산물인 교육과정 자(Remillard, 1996) 

료와 협력하여 실행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사람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 

교사가 교육과정 자료를 그 의도대로 지도하지 않을 경우 전문성이 낮은 

것으로 간주하며 예를 들어 그 이면에 있는 교사( , Sherin & Drake, 2009) 

의 해석은 간과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교사는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중학, 2015 

교 수학에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학년으로 이동했다는 점을 알고 있었2

다 이에 삼각비 차시 수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개정 교과서와 비. 1 2009 

교하면서 개정 교과서에서는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에서의 피타고라2015 

스 정리의 활용을 다루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김교사는 이. 

러한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변화에는 우리나라 수학 교육에서 오랜 기간 

쟁점 사항이었던 학생의 학습량 감축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알고 있었

다 그러나 김교사는 삼각비 수업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차 심층 면담. 1

부터 피타고라스 정리의 활용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 

김교사의 해석에는 사교육의 영향과 공교육의 책무성 사이의 긴장이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차 심층 면담에서의 김교사의 언급은 . 3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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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심층 면담[3 ]

아이들이 학원에서 배우다 보니 선생님 각뿔이나 입체도형에서는 없나“

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있었어요 중략 효율적인 문제 풀이를 위해?” . ( ) 

서는 좀 알아야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학습 부담 경감을 , 

위해서 뺐지만 해야할 것 같아요 이게 고등학교에는 아이들이 이걸 할 수 .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입체도형이 나올 것 같아요 변의 길이의 비도 선생님, . 

들이 많이 사용하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강조까지는 아니지만 , 

방법을 어느 정도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교사가 근무하는 학교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 

중 수준 이상인 학부모가 많은 지역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학원에서 선행

학습을 하고 이전 학년의 내용을 모르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한 학급, 

에 명 정도로 적은 편이었다 실제로 김교사는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을 1 . 

통해 선행 학습을 하면서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에 피타고라스 정리가 활

용된 과제를 푼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교사에게도 학교에서 이. 

러한 내용을 가르칠 것인지 평가에 출제되는지를 질문한다고 밝혔다, . 

또한 김교사는 자신이 중학교 학년 학생들에게 피타고라스 정리의 활3

용을 전혀 지도하지 않을 경우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겪을 어려움이 예

상된다고 언급하였다 김교사는 고등학교에서는 피타고라스 정리의 활용. 

을 지도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였으며 중학교 학년이 피타고라스 정리3

의 활용을 배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 책임감을 느꼈다 김교사. 

는 공교육의 책무성과 사교육의 영향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차시에 특수7

각을 가진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의 비를 지도하였고 차시 (7 ES) 

이는 차시에 김교사가 정삼각형의 높이와 넓이 공식을 추가로 지도하10

는데 영향을 미쳤다 차시 (10 ES1).

참여의 관점에서 김교사의 사례를 분석할 경우 김교사는 학습량 감축, 

을 의도하는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방향을 따르지 않아 전문성이 2015 

낮은 것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김교사가 피타고라스 정리의 활용을 지도. 

하는 데에는 높은 교육열로 인해 사교육이 만연한 문화 사교육과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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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도 차별화를 꾀하는 공교육의 최전선에 있는 교사로서의 책임감 

등이 영향을 미쳤다 김교사가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따르고자 하면서도 . 

환경 요인의 영향으로 교육과정의 의도와는 다른 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김교사를 협력자 교육과정 자료를 통해 학습시켜야 할 존재로 바라보는 , 

것은 한계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유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 

않고 참여의 관점을 따라 예를 들어 김( , Choppin, 2011; Remillard, 1996) 

교사를 전문성이 낮은 것으로 간주한다면 교사의 실천 속에 내포된 해석

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사와 교육과정 자. 

료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가정하면서도 교사를 학습시켜야 할 존재로 바

라보는 참여의 관점보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특징 고유한 , 

사회문화적 특징을 고려한 대안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2. 해석적 실천의 관점

앞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수집한 사례들을 다시 점검하여 김교사의 교

육과정 자료 사용에서 전형적이거나 특징적인 부분들을 추출하고 수용, 

선택 해석 참여의 관점으로 김교사의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지 시도하, , 

였으며 그 한계를 확인하였다 수용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은 교사가 .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충실하게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며 교사의 역

할을 단순한 전달자로 간주한다 박종덕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김( , 2011). 

교사의 사례로부터 수용의 관점의 한계를 확인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수. 

용의 관점과 같이 실행된 교육과정을 의도된 교육과정에 비추어서만 해

석하지 않고 교사의 주체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 . 

선택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은 수용의 관점에 비해 교사의 선택 의지

를 강조하며 분석의 출발점으로 수업을 선정하지만 교사가 충실하게 교

육과정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한다는 공통점이 있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김교사의 사례로부터 선택의 (Remillard, 2005). 

관점의 한계를 확인하였다 이에 교사의 실천 이면에 있는 해석에 초점. 

을 맞추어 교육과정 자료 사용의 복잡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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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은 교사가 학생 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받

는지에 초점을 맞추며 예를 들어 텍스트로 제시된 ( , Brown et al., 2009) 

교육과정 자료와 교사와의 관계에 주목하고 수업의 설계 단계에 분석의 , 

초점을 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김교사의 사례(Remillard, 1996/2005). 

로부터 해석의 관점의 한계를 확인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교사가 주체적. 

으로 수학 학생 환경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전제로 수업 , , 

설계 실행 반성의 전 과정에서의 해석을 실천과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 ,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해석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에 비해 교사. 

의 주체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참여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이 해석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에 비해 

교사와 교육과정 자료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가정한다는 면에서

교사의 주체성을 보다 강조하며 실행된 교육과정의 중(Remillard, 2005) 

요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들은 교육과정 자료가 제공하는 . 

이론적인 지식이 교사가 수업을 실행하면서 배우는 실제적인 지식과 상

호 보완하면서 전문성 신장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김교사의 사례로부터 참여의 관점Choppin, 2011). 

의 한계를 확인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교육과정 자료가 제한적이거나 교. 

사의 수학 내용 지식 수준이 높고 고유한 사회문화적 맥락이 영향을 미, 

칠 경우 교사의 실천을 해석과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

으며 수업 실행 단계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간과될 수 있는 수업 설계 단

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 자료의 특징과 교사의 특. 

성을 반영하여 참여의 관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을 교사가 의도한 교육과정

과 실행된 교육과정을 이루는 실천으로 간주하고 이를 살펴보았다 그러. 

나 이때의 실천은 교수 맥락을 반영하지 못하고 외형적으로 유형화된 실

천에 초점을 맞추는 수용의 관점과 선택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이 규정

하는 실천과는 다르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실천은 교사의 주체적인 해. 

석을 다소 약하게 평가한 해석의 관점 교육과정 자료의 특징과 교사의 ,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참여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과의 실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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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르다 즉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의 사용을 연구하는 . , 

관점으로서 해석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교. 

사의 해석과 연결하여 실천을 보아야만 그 실천이 이해되고 실천과 연, 

결하여 해석을 보아야만 해석을 이해할 수 있다. 

김교사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교사의 해석이 실천의 전제 조건이자 , 

실천을 이끌며 실천을 성찰할 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교사의 해석과 연결하여 실천을 보아야만 그 실천을 이해할 수 있고 실, 

천과 연결하여 해석을 보아야만 교사가 왜 그렇게 해석을 했는지 이는 , 

실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을 살펴볼 때 해석과 실천의 이러한 관계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교사의 실천은 해석과 밀접하게 연관된. 

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실천을 해석적 실천 으로 명명하‘ ’

며 이러한 관점에 따라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을 바라보는 대안적 

관점으로 해석적 실천의 관점을 제안한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에서 주장. 

하고자 하는 해석적 실천의 관점에 기반한 교육과정 자료의 사용을 명료

화하기 위하여 수학과 교육과정 자료와 수학 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조

작적으로 정의한다. 

앞서 확인한 김교사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의도를 따르고자 하지만 

학생의 수준에 적절한지 흥미를 유도하는지 등을 고려하며 교육과정 자, 

료를 재구성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국가교. 

육과정으로 공교육의 책무성이 강조되며 교육과정의 개정은 교육부에 의

해 주도되고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짧은 연수로 교사에게 개정의 방향이 , 

전달된다 박선화 문광호 소경희 또한 교육의 효율성과 효( , , 2009; , 2013). 

과성을 높이기 위해 검 인정 심사로 교과서의 질을 관리하며 이러한 체·

제로 인해 수업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미치는 영향이 높다 구나영 (

외, 2020).

우리나라의 수학 교사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를 

따르는 경향이 있으며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교육과정을 참조하며 교과

서의 내용을 충실히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선화 문광호( ,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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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김민혁 의 연구에서 교사들은 성취기준을 수업의 목표, (2013)

를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으로 간주하며 수학적 개념의 정의나 성질도 교

과서를 바탕으로 지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와 . Cai

의 연구에서 미국의 수학 교사들 중 어느 누구도 교과서를 Wang(2010)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지 않은 것에 비해 교과서를 신뢰하고 이

를 완전한 수준 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thoroughness)

중국의 교사들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사가 교육과정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를 따르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성취기준이나 교수 학습 상의 유의사항 등의 서술이 모호할 경우 이로 ·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박교식 강현영 권석일 남진영 박선용, , , , 외 

에 의하면 교육과정의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교과서 집필(2013) , 

진은 과거 교과서를 따라 내용을 어디까지 다룰지를 관습적으로 정하며 

이로 인해 교육과정의 개정의 의도가 수업에서 구현되는데 충분한 정보

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이경화 외 의 연구에서 교사들은 . (2017)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이나 구성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을 경

우 이를 수업에서 구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과서와 지도서의 내용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신뢰성

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 인정 심사가 이루어진다 심사에서는 교· . 

과서와 지도서 내용의 범위와 수준에 관한 부분부터 정확성 공정성 편, , 

찬 상의 유의점 등을 평가한다 주형미 외 제한된 분량에서 교육( , 2015). 

과정을 기초로 심사 기준을 충족하며 교과서를 집필해야하기 때문에 집

필진의 자율권이 제한될 수 있으며(박교식 외 다양한 학생의 수준 , 2013) 

의 반영하지 못하고 흥미를 유도하지 못하며 탐구 기회를 충분히 제공, 

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구나영 이경화 김유경 김판수( , , 2020b; , , 

2012).  

따라서 실행된 교육과정이 공식적 교육과정과 의도된 교육과정에 비추

어서만 해석되지 않아야 한다 특히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의 서술이 모호. 

하고 교실의 복잡한 상황을 고려한 대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 

경우 교사가 교육과정의 의도를 해석하고 수업을 실행한다는 측면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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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실 수업에서 교사들의 주체적인 역할 교실의 . , 

복잡한 상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선행 연구자들의 다음과 같은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기도 하다 소경희(Ch vez et al., 2015; , á

2003):

와 는 계획된 공식적 의도된 교육과정을 연극 대본Marsh Willis(1995) ( , ) (text 

에 실행된 교육과정을 연극실행 에 of a play) , ‘ (performance of the play)’

비유한 바 있다 이들에 의하면 연극 대본을 충실히 따르는 것도 일부 필. , 

요하다 왜냐하면 충실도가 전혀 없다면 연극실행은 연극 대본에서 의도한 . 

바와 전혀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감독과 배우가 전적으. , 

로 새로운 연극을 즉석에서 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연극은 원래 의도한 연

극과는 전혀 다른 연극이 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연극 대본으로부터 ,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실제 연극을 실행한다는 . , 

것은 연극 대본에 대한 어떤 해석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어떠한 연극 대. 

본도 실제 연극이 실행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경희( , 2003, pp. 149-150). 

이에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해석적 실천의 관점에서

는 교육과정 자료를 의무감을 부여하는 도구 인공물‘ ( )’로 정의하고자 

한다 해석적 실천의 관점에서는 교육과정 자료를 도구 인공물 로 표. ‘ ( )’

현하였다 해석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 예를 들어 은 교. ( , Collopy, 2003)

육과정 자료를 과제와 개념이 표현된 것 으로 간주하며 교육과정 자‘ ’

료가 교사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다소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반하. 

여 참여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 예를 들어( , Gueudet & Trouche, 2009; 

은 교육과정 자료를 사회문화적 진화의 산물인 Remillard, 2005/2019) ‘

도구 인공물 로 정의하는데 이는 교사와 교육과정 자료 사이의 역동적( )’

인 상호작용과 교육과정 자료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을 강조하는 것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자료의 정의에 도구 인공물 를 포함. ( )

하여 우리나라의 고유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면서도 교육과정 자, 

료의 영향과 교사의 영향을 모두 고려하고자 하였다. 

또한 교육과정 자료를 교사에게 의무감을 부여하는 것으로 표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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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과정 체제와 검 인정 심사로 인해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교사에·

게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하였다 이는 유교 문화권에서 교사가 교과서를 . 

신뢰하고 이를 따른다는 점 우리나라 교사가 교육과(Cai & Wang, 2010), 

정과 교과서에 대한 의존한다는 논의 김민혁 박선화 문광호( , 2013; , , 

에서 강조되어 왔던 부분이기도 하다2009) . 

앞서 본 연구에서는 해석주의의 철학적 배경을 기초로 인간의 해석이 

인간 존재의 근간을 이루며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해석에 (Gordin, 2009)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해석의 관점을 따른 연. 

구자들이 교사와 교육과정 자료 사이의 이원화된 관계에 초점을 맞추며 

수업 설계 단계에 초점을 두는 것 과는 다른 입장이다(Remillard, 1996) . 

또한 참여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이 교사와 교육과정 자료 사이의 역동

적이고 복합적인 관계를 가정하면서도 교사를 궁극적으로 교육과정의 의

도를 구현해야 하는 존재로 바라보며 교육과정 자료 역시 교사를 그렇게 

만들도록 교육적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는 것(Choppin et al., 

과는 다른 입장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교육과정 자료의 의도2018) . 

를 고려하여 재구성하지 않으면 전문성이 낮은 것으로 간주하는 참여의 

관점 예를 들어 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국내 수( , Sherin & Drake, 2009)

학교육을 둘러싼 여러 배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는 

의 주장을 반영하였다 이는 소경희와 최유리 가 국Lee et al.(2017) . (2018)

가의 변화 요구를 적극적으로 따르는 것만이 긍정적인 것이라 판단할 수 

없으며 변화에 대한 저항과 침묵도 교사가 행위주체성을 성취하는 과정, 

에서 나타나는 실천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주장에서 강조된 것이기도 

하다. 

앞서 살펴본 김교사는 학업성취도가 중하위권의 학생에게 초점을 맞추

어 수업을 설계한다고 밝혔다 김교사는 교과서와 지도서에서 다루는 과. 

제는 중하위권의 학생도 도전할 수 있고 교사는 이를 통해 학생이 성취, 

기준에 도달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삼각비를 연. 

습하고 복습할 때 삼각비의 활용을 지도할 때에는 대부분 교과서와 지, 

도서에 제시된 과제의 수준을 넘어서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수학 교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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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실 안에서 선행 학습을 한 학생부터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까지 

모두 아울러야한다 또한 교사는 기본 또는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을 학. 

습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교사의 주된 책임으로 본다 이경화( , 2010, p. 

과 의 연구에서 이스라엘의 교사가 절차적 연236). Eisenmann Even(2010)

습을 선호하지 않지만 학생들이 정확한 결과에 도달하고 싶어하기 때문

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김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수학적 개념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고 수학적 개, 

념과 성질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여 교육과정 자료를 사용하였다 특히 . 

초임교사가 교과서의 범위를 준수하며 제시된 순서를 따라 정해진 내용

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에 집중한다는 선행 연구(Drake, 2002; Remillard 

의 결과와 달리 김교사는 수학 요인의 영향으로 다양한 & Bryans, 2004) , 

시도를 하였다 우리나라의 수학 교사는 국외의 수학 교사에 비해 개념. 

적 이해의 수준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다수의 연구자들이 우리나라 교. 

사들이 교사 주도의 설명이나 반복된 연습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하지만 예를 들어 박경미 정영옥 김화경 김동원 최수일 외 최( , , , , , , 2010; 

승현 과 에 의하면 미국의 교사에 비해 우리나라, 2002), Leung Park(2002)

의 교사들은 절차적인 방법으로 나눗셈을 지도해도 실제로는 자릿값이나 

나눗셈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 수학 . 

교사의 개념적 이해의 수준이 높다는 점은 이경화 외 의 연구 결과(2017)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우리나라의 수학 교사들이 교육과정. 

이나 교과서에서 수학적 개념의 계열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나 수학적 정당화를 다루지 않았다는 것을 한계로 인식하

였다는 점에서 스페인의 교사들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수학 교사에게 기대되는 고유

한 측면을 고려하고 이를 반영하여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서양의 교사와 달리 동양의 교사 유교 문화권에 . , 

속한 나라의 교사가 보이는 독특한 특징이 있고 우리나라 (Wang, 2016) 

교사들이 조용한 실질론을 따른다는 선행 연구자들의 주장과 맥락을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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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우리나라 수학교육의 관점이 가진 고유한 측면은 교사가 담당해야 ‘

할 역할에 대한 강한 책임의식 으로 압축하여 표현할 수 있다 특히 기본’ . 

과 기초를 충실히 다지고 구조와 본질에 주목하는 진지함을 추구하며 지, , 

나치게 열려있어 학습 가능성을 알 수 없는 의사소통 모델보다는 안정적으

로 얼마간의 목표를 추구하는 조용한 실질론에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이경화( , 2010, p. 210).

이에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해석적 실천의 관점에서

는 수학 교사의 역할을 책임감을 갖는 설계자‘ ’로 정의하고자 한다. 

해석적 실천의 관점에서는 수학 교사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설계자 로 ‘ ’

표현하였다 해석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은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 

사용을 교사가 텍스트로서의 교육과정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초점

을 맞추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배(Remillard, 2005) 

경을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와 는 교사. Collopy(2003) Ch vez(2003)á

마다 교육과정 자료의 사용이 다른 이유를 교사의 수학 및 수학교육에 

대한 신념이 다르고 교육과정 자료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 

이라고 주장하였다 해석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이 교사의 역할을 의. ‘

미 형성자 로 간주한 것과 달리 해석적 실천의 관점에서는 교사의 역할’

을 교사 개인의 자질과 역량에만 국한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고유한 사, 

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고자 한다. 

참여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은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의 사용을 변형

적이고 발생적인 과정으로 바라보며 교사와 교육과정 자료 사이의 상호

작용을 강조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참여의 관점을 (Remillard, 2019). 

따른 연구자들은 교사가 처한 상황을 개선하는데 목표가 있다(Creswell 

과 는 교사가 교육과정 자료를 & Plano Clark, 2011). Sherin Drake(2009)

어떻게 읽고 평가하며 재구성하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틀을 개발해 교, 

사가 교육과정 자료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 

도하였다 이와 같이 참여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은 교사와 교육과정 . 



- 212 -

자료 사이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며 교사의 역할을 협력자로 표현하지만 

교사의 학습 전문성 신장을 위한 시사점의 도출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 

다 예를 들어 또한 일부 ( , Gueudet & Trouche, 2009; Pepin et al., 2013). 

연구자들은 참여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이 교사와 교육과정 자료 사이

의 관계를 교육 정책의 시선에서 바라본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예를 (

들어, Creswell & Plano Clark, 2011, Pepin, Gueudet, & Trouche, 2017). 

이에 해석적 실천의 관점에서는 교사의 역할을 설계자로 표현하여 우

리나라 수학 수업에서 교사 주도의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 박경미 (

외 이경화 최승현 과 교육과정이나 교과서가 수업에 , 2010; , 2016; , 2002)

많은 영향을 미치며 교사들이 권위 있는 존재로 인식한다는 점 박선화( , 

문광호 을 강조하였다 또한 해석적 실천의 관점은 내용 지식의 수, 2009) . 

준이 높은 수학 교사의 경우 교육과정 자료의 재구성에 , Ball et al.(2008)

이 주목한 지도를 위한 지식이 정교하게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측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부족하다는 이경화 의 지적을 (2010)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 교사의 역할에 책임감 이 부여된다는 면을 강조하였‘ ’

다 이는 유교 문화를 기반으로 한 국가의 교사에게 도덕적 기대감과 내. 

용 지식에 관한 높은 수준이 기대된다는 의 연구 결과를 반Wang(2016)

영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교사의 수업을 분석하여 교사가 학생 교육. , 

과정 교육 환경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이며 최선의 방법을 추구하며, , 

이를 교사의 최적화 행동으로 설명한 조영달 의 연구 결과에서 강(2001)

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해석적 실천의 관점에서는 우리나라 교사. 

의 최적화 행동이 주로 교과서 진도와 시험을 고려한 것이며 도구적 합

리를 추구하는 교사의 행동이라는 조영달 의 지적과는 다른 입장을 (2001)

채택하고자 한다 조영달 은 교사의 최적화 행동에는 자아에 대한 . (2001)

반성이나 성찰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철학적 . 

배경을 기초로 살펴본 교육과정 자료 해석은 교사가 수업을 설계 실행, , 

반성하는 특정한 단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교사의 실천 전반

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점을 전제한다 교사가 자신이 의도한 교육과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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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로 수업을 실행함으로써 자신이 재구성한 과제의 강점과 약점을 스

스로 판단하고 이는 이후 수업에 영향을 미친다(Gueudet & Trouche, 

따라서 교사가 스스로 반성이나 성찰을 할 수 있도록 교과협의회2009). 

나 교사공동체 등의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를 강조한 조영달

의 지적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자료의 사용이 이미 교사 (2001)

스스로의 반성을 포함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권위를 가지

며 교사도 수업에서 이를 준수하려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 박선화 문광( , 

호 그러나 교육과정 자료를 수업에서 구현할 때 교사가 주어진 , 2009). 

맥락을 반영하여 의사 결정을 하고 수업을 실행할 때에도 교사 위주의 , 

수업이 진행된다는 점이 알려져 있다 이경화 이에 해석적 실( , 2010/2016). 

천의 관점에서는 교사와 교육과정 자료 사이의 관계를 타협의 관계‘ ’

로 규정하고자 한다 즉 교육과정 자료의 권위와 영향력을 인정하면서. , 

도 수업에서 교사가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하여 교사와 교육과정 자료 , 

사이의 관계를 교사가 자신의 목표를 위해 타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교사마다 수학 학생 환경 요인 중 주요하게 영향을 받는 요인에 차이, , 

가 있을 수 있으며 하위 요소도 영향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 

에 참여자인 김교사 역시 수학 학생 환경 요인에 영향을 받았으며 학, , 

생 요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환경 요인의 일부 하위 요소에는 영, 

향을 받지 않았다 해석적 실천의 관점은 교육과정 자료의 사용에 영향. 

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이 있으며 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선행 연구

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Kieran et al., 2011; Remillard & Bryans, 2004) . 

또한 이는 해석의 관점을 따른 이 언급한 바와 같이 Brown et al.(2009)

표면적으로는 교육과정 자료를 따르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의도에는 동의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였으나 교육과정 자료의 역할을 다소 

약하게 간주한 것과는 다른 입장이다 한편 참여의 관점을 따른 . , 

와 은 교사와 교육과정 자료 사이의 관계를 참Lloyd(1999) Choppin(2011)

여와 협력의 관계로 규정하였지만 교사를 교육과정 자료를 통해 학습해

야하는 존재로 간주한다 유사하게 와 은 교육과정 . Remillard Heck(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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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를 반영한 교육과정 자료의 개발 교사의 수업 실행 시스템과 , ,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관계를 강조하지만 교육과정 자료의 사용을 

다소 교육 정책의 시선에서 접근한다 해석적 실천의 (Pepin et al., 2017). 

관점에서는 이들의 입장과는 달리 교사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학 학생 환경 요인을 고려하며 교육과정 자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 

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는 교사 주도의 수업이 어떤 면에서 의미 . 

있는지 혹은 수업 중 어떤 측면이 어떻게 수학 학습에 문제를 일으키는, 

가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경화 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2016)

기도 하다. 

해석적 실천의 관점에서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해석주의에 기반하

여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외형적으로 유형화된 . 

행동을 관찰하는 실증주의와 달리 해석주의는 인간의 행동 깊숙이 자리

잡은 의미를 찾아내는데 초점을 둔다 해석적 실천의 (Cohen et al., 2018). 

관점에서는 정량적인 연구 방법보다 참여 관찰과 같은 정성적인 연구 방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로부터 교사가 단순히 지식의 전달에 머무. 

는 것이 아니라 교수 맥락을 반영하여 특정 상황에서 무슨 일이 어떻, 

게 왜 발생하며 그 속에서 교사가 한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한다 즉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해석적 실천의 관점에서는 교육. , 

과정 자료의 사용을 연구하는 관점으로서 교사의 해석이 밀접하게 연결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해석적 실천의 관점을 정리하면 표 과 같< -1>Ⅶ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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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시한 해석적 실천의 관점을 도식화하면 그림 와 [ -15]Ⅶ

같다 앞서 살펴본 김교사는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교육과정 자료를 . 

사용하였다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해석은 . , Ⅲ

인간 존재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며 따라서 해석은 특정 (Gordin, 2009), 

부분에만 작용하거나 일정한 단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활동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 즉 실천을 연구하는 관점으로서 교사의 해, , 

석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 . 

제시한 해석적 실천의 관점에서는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을 연구하

는 연구자들이 교사의 해석과 연결하여 실천을 보아야만 그 실천이 이해

되고 실천과 연결하여 해석을 보아야만 교사가 왜 그렇게 해석을 했는, 

지 이는 실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 

에 그림 와 같이 교사가 의도한 교육과정과 실행된 교육과정의 [ -15] , Ⅶ

주변으로 교사의 해석을 배치시켜 연구자가 교사의 실천과 해석 사이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련된 개념
해석적 실천의 관점

교육과정 자료의 개념 의무감을 부여하는 도구 인공물

교사의 역할의 개념 책임감을 갖는 설계자

교사와 교육과정 자료 

사이의 관계

교사와 교육과정 자료에 의해 영향을 받는

타협의 관계

이론적 또는 인식론적 

배경
해석주의

연구의 초점 연구 

문제의 예

해석적 실천 교사는 교육과정 자료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는 교사의 해석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표 < -1>Ⅶ 해석적 실천의 관점의 기본 가정과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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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한 관련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나타내었다 또한 교사가 의도한 . 

교육과정과 실행된 교육과정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

적 의도된 교육과정 성취된 교육과정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화살표로 , 

나타내었다. 

국가교육과정을 제정할 경우 교육과정 문서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 

는 중립적인 텍스트일 수 없다 교육과정 문서는 특정한 메시지를 내포. 

하고 있으며 이는 교과서 집필진과 교사에게 이를 실행해야 한다는 압박

감을 전달한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서술이 모호할 경우 교과서 집필진. , 

은 그 의도를 자체적으로 이해하고 교과서를 개발해야 한다 또한 검. ·

인정 심사로 집필진의 자율성이 제한될 경우 교과서는 교사에게 이를 따

라야한다는 의무감을 부여하면서도 교사로 하여금 주체적인 해석에 착수

하게 하는 도구 인공물 이다 따라서 그림 에서는 공식적 교육과( ) . [ -15]Ⅶ

정과 의도된 교육과정을 마주한 교사가 자신의 해석을 바탕으로 교사가 

의도한 교육과정을 구성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공식적 교육과정부터 교

사의 해석이 감싸는 모습으로 나타내었다. 

해석주의의 입장에서 인간의 해석은 낯선 것과 익숙한 것 사이의 끊임

없는 순환의 과정을 반복하며 이때 순환은 닫힌 과정이 아니라 점차 , , 

해석이 나선형으로 폭과 깊이가 더해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교사가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하면서 얻어진 이해는 (Gallagher, 1992). , 

교사가 새롭게 교육과정 자료를 해석하도록 한다(Land & Drake, 2014). 

중학교 학년을 년째 지도하는 김교사 역시 교과서를 보완하기 위해 이3 2

전 해에 자신이 만든 활동지에서 어떤 점이 긍정적이었으며 아쉬운 점이 

무엇이었는지를 반성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김교사는 수업을 여러 차. 

례 실행하던 중 교과서에 제시된 정당화가 수학적으로 완결성이 떨어진

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지만 시행착오를 , 

겪었다 이후 김교사는 자신이 삼각비의 넓이 공식을 다시 가르친다면 . 

이 부분을 완전하게 설명하고 싶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그림 에. [ -15]Ⅶ

서는 교사의 해석을 교사가 의도한 교육과정 실행된 교육과정을 감싸는 , 

나선형으로 나타내었으며 색깔을 다르게 배치하여 교사의 해석이 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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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가 더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그림 [ -15]Ⅶ 해석적 실천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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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 연구의 현실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국가마다 수학과 교육과정과 교과. , 

서 개발의 체계가 다르며 동양의 수학 교사가 서양과는 다른 특징이 있

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 

에 관한 연구가 축적되지 않아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서 집필 교사의 전, 

문성 향상에 관한 시사점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사

례 연구 방법을 택하였다. 

먼저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선행 연구자들의 관점, 

을 확인하였으며 해석주의의 철학적 배경을 기초로 교육과정 자료 해석

의 의미를 규정하였다 또한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을 체계적으로 . 

분석하기 위해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수학 학생 환경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 , , 

요인의 하위 요소를 추출하였다 또한 삼면적 분석틀을 적용하여 한 명. 

의 중학교 초임교사가 교육과정 자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한 사례를 다시 점검하여 전형적이거나 특징적인 부

분을 추출하였으며 기존의 관점에서 교사의 사례를 설명하고자 하였으나 

한계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을 살펴보기 . 

위한 대안적 관점으로 해석적 실천의 관점을 제안하였다. 

1. 요약

장에서는 학술지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국내외 수학 교사의 교육과Ⅱ

정 자료 사용에 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였다 년대부터 수학 교사. 1980

와 교육과정 자료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둔 일부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국

외에 비해 국내 연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국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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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논문의 상당수가 복수학교급의 교사를 대상으로 수학과 개정 교육과정

의 주요 변화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분석하고 요구를 확인하는 연구 중

심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방법 측면에서도 양적 연구 위주로 수행되었으. 

며 국내의 선행 연구논문들을 메타 분석한 논의는 미약한 수준이다 이. 

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국내외 

선행 연구를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심층적으로 , 

분석하는 연구의 필요성 중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필요, ·

성 그리고 국내 수학교육의 현실을 반영한 관점 정립의 필요성을 시사, 

점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장에서는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선행 연구자들의 Ⅲ

관점을 살펴보고 본 연구의 철학적 배경인 해석주의로부터 교사의 교육, 

과정 자료 해석의 의미를 규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철학적 배경에 비. 

추어보았을 때 기존의 관점에서의 교육과정 자료 해석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로부터 기존 연구자들의 관점에서는 교사가 자. 

신의 교수학적 상황을 이해하고 의미를 구성한다는 교사의 교육과정 자

료 해석의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장에서는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을 이해하기 위한 틀을 마련하Ⅳ

기 위해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범주화하여 수학 요인 학생 요인 환경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 , . 

각 요인의 하위 요소를 추출하였다 이후 수학 교사가 수학 학생 환경 . , , 

요인의 영향으로 교육과정 자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선행 연구의 결과

를 살펴보았다 이를 기초로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을 확인하. 

는데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 논의하였다. 

수학 요인은 교사가 수학적 지식의 본질과 구조와 같은 수학적 측면의 

영향으로 교육과정 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수학적 개념의 이해 요소, 

수학적 지식의 구조와 관계 수학적 용어나 설명의 불충분함에 영향을 , 

받은 교육과정 자료 사용이 포함된다 수학 요인에는 수학이 갖는 고유. 

한 특성인 형식성과 추상성이 반영된다 서양의 수학 교사에 비해 동양. 

의 수학 교사가 내용 지식을 높은 수준으로 이해한다는 점이 알려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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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수학 요인에 초점을 맞춘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연구

는 부족하다 따라서 교사가 수학 요인의 영향으로 교육과정 자료를 어. 

떻게 사용하고 교사의 해석은 실천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필, 

요가 있다. 

학생 요인은 교사가 학생의 이해와 특성의 영향으로 교육과정 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학생의 이해 학생의 흥미 학생이 보이는 오류나 오개, , 

념에 영향을 받은 교육과정 자료 사용이 포함한다 수학과 교육과정은 . 

다양한 요구에 대처하여 개정되나 교육과정 문서나 교과서의 서술이 모

호할 경우 교사가 감당해야할 몫이 크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교육. 

과정 자료에 제시된 정보가 제한적이며 많은 부분을 교사의 재량에 의존

하는 경우 교사와 교육과정 자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여 수학 교사가 교육. 

과정 자료를 어떻게 사용하고 교사의 해석은 실천과 어떠한 관련이 있, 

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환경 요인에 의한 사용은 교사의 학습 경험이나 임용 전 경력과 같은 

교육 경험 다양한 교육과정 자료의 활용 가능성 교육공동체의 특징 학, , , 

부모나 학생의 요구 교육 정책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영향을 받, 

은 교육과정 자료 사용이 포함된다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 연. 

구에서 환경 요인의 영향력은 다소 약하게 취급되었으며 교육과정의 의

도를 구현하기 위해 그 영향력을 줄이는 방안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

다 그러나 유교 문화권에 속한 나라의 교사가 보이는 독특한 특징이 있. 

고 유교 문화는 교사 주도의 수업 문화를 형성하는데에도 영향을 미쳤, 

다 따라서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서 환경 요인의 영향력을 . 

확인하고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에 따라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이 , 

달라질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장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택한 연구 방법인 사례 연Ⅴ

구와 선정한 사례의 연구 참여자 자료 수집 및 분석에 대해 소개하였, 

다 본 연구는 일정한 사례에 관한 관찰 및 분석을 시작으로 수학 교사. 

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기존의 관점의 설명가능성을 검증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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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사례 연구 중에서도 개발적 사례 연구에 속한다 중학교 교사 한. 

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삼각비 수업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장에서 도출한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 Ⅳ

삼면적 분석틀을 기초로 각 요인의 분석 방법을 설명하였다. 

장에서는 첫 번째 연구 문제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삼각. , Ⅵ

비를 지도하는 중학교 초임교사의 수업 사례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였다.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삼면적 분석틀을 이용하여 삼각

비를 지도하는 교사의 실천이 어떠한지 교사의 해석은 실천과 어떠한 ,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장에서는 두 번째 연구 문제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장에서 . Ⅶ Ⅵ

수집한 사례를 다시 점검하여 김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서 전형적

이거나 특징적인 부분을 추출하고 기존의 관점으로 김교사의 사례를 설

명하는데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후 본 연구에서 관찰한 . 

사례를 포괄할 수 있는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대안적

인 관점인 해석적 실천의 관점을 제안하였다. 

수용의 관점은 교사의 역할을 개발자의 의도에 따라 교육과정 자료에 

제시된 내용을 단순히 학생에게 건네주는 것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교

사의 주체적인 해석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선택의 관점에서는 교사. 

를 여전히 교육과정 자료를 충실히 사용해야하는 존재로 바라보며 교사

의 실천 이면에 있는 해석을 확인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교사마다 교육. 

과정 자료 사용의 주요 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각 요인 사이의 , 

관계는 어떠한지 교육과정 자료 사용의 복잡성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 

다. 

해석의 관점에서는 교육과정 자료를 과제와 개념이 표현된 것으로 간

주하며 수업 설계 단계에서 교사가 자신의 경험과 신념을 기초로 교육 

정책이나 교육과정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또. 

한 해석의 관점은 교사와 교육과정 자료의 이원화된 관계에 초점을 맞추

며 교사의 개인적인 자질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환경 요인에 의한 

교육과정 자료 사용은 다소 소홀히 다룬다 이에 교사가 주체적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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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학생 환경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전제로 수업 설계, , , 

실행 반성의 전 과정에서의 해석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 

참여의 관점에서는 해석의 관점에 비해 교사의 주체성을 보다 강조하

면서도 교육과정 자료가 제공하는 이론적인 지식이 수업을 실행하면서 

배우는 실제적인 지식과 상호 보완하면서 교사의 전문성이 신장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교육과정 자료의 의도대로 지도하지 않으면 전문성. 

이 낮은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교육과정 자료가 제한적이거나 교사의 . 

수학 내용 지식 수준이 높고 고유한 사회문화적 맥락이 영향을 미칠 때 ,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

용을 설명하기 대안적 관점으로 해석적 실천의 관점을 제안하였다 본 . 

연구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해석적 실천의 관점에 기반한 수학 교사의 교

육과정 자료의 사용을 명료화하기 위하여 수학과 교육과정 자료와 수학 

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먼저 교육과정과 교과. 

서가 교사에게 갖는 권위를 고려하면서도 이를 수업에 실행함에 있어 교

사가 감내해야 하는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의 수학과 교육과. 

정 자료를 의무감을 부여하는 도구 인공물‘ ( )’로 정의하였다. 

수학 교사의 역할을 교사 개인의 자질과 역량에만 국한하지 않고 우, 

리나라의 고유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업. , 

이 교사 주도로 실행되고 수학 교사의 내용 지식 수준이 높으며 이를 , 

반영한 실천이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유교 문화를 기. 

반으로 한 국가의 교사에게 도덕적 기대감이 높다는 점을 반영하였다. 

이에 수학 교사의 역할을 책임감을 갖는 설계자‘ ’로 정의하였으며 수

학 교사와 교육과정 자료 사이의 관계를 타협의 관계‘ ’로 규정하였다. 

즉 교육과정 자료의 권위와 영향력을 인정하면서도 수업에서 교사가 미, 

치는 영향력을 강조하여 교사와 교육과정 자료 사이의 관계를 교사가 자

신의 목표를 위해 타협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본 논문의 각 장별 역할과 구조는 그림 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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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Ⅷ 본 논문의 구조

2.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각 장의 내용을 요약하고 장별 논의 결과를 간략하게 제시하

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 

었다.

첫째 본 연구는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을 다룬 기존의 논의, 

를 포괄하는 분석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는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수학, 

학생 환경 요인으로 구분하고 귀납적 분석을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였,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삼면적 분석틀은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 

용의 다면적이고 복잡한 양상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삼면적 분석틀을 적용하여 교사가 수학 학생 요인뿐만 아니. , 

라 환경 요인의 영향으로 교육과정 자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심층적으

로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교육 환경을 둘러싼 변화에 따라 교. 

사가 가르치는 데 필요한 자료가 교과서와 지도서 같은 텍스트 기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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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서 디지털 자료까지 광범위해지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관한 연구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Pepin et al., 2017). 

선행 연구자들은 교사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 사이에 상

대적인 차이가 존재하며 환경 요인의 영향력이 다른 요인에 비해 낮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경화 외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과( , 2017). 

정 자료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서 교사가 교육, 

과정 자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교사의 해석은 실천과 어떠한 관련이 있

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외부적인 요인의 영향으로 인해 교. 

사는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블렌디드 러닝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에 ,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수학 교. 

사와 교육과정 자료 사이의 상호작용을 분석할 때 삼면적 분석틀을 적용

한다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여기고 지나칠 수 있는 교사의 다양한 , 

실천을 정교하고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수학교육에의 시사점을 도

출하는 데에도 실제적이며 적절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본 연구는 국외 수학 교사보다 내용 지식의 수준이 높은 우리나, 

라의 수학 교사가 수학 요인을 어떻게 고려하면서 교육과정 자료를 사용

하는지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수학 교사는 교사에. 

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수학적 개념과 성질 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 

정확한 지식을 꼽으며 수학 지식을 기초로 학교수학의 내용을 통찰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강현영 고은성 김태순 조완영 이경화, , , , 외 , 

실제로 우리나라 수학 교사의 내용 지식 수준이 높으며2011). , (Park, 

교육과정 자료의 사용에 지도를 위한 지식이 반영되어 있을 가능2004), 

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다 이경(

화, 2010).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학 교사가 수학적 개념과 성질에 숨겨져 있는 

개념 이해 요소 수학적 지식의 구조와 관계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의 모, , 

호한 용어와 부족한 정보의 영향으로 교육과정 자료를 어떻게 사용하였

는지 분석하였다는 가치가 있다 국외의 수학 교사와 달리 우리나라 교. 

사들이 교과서에서 수학적 정당화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나 수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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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성질의 구조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한계로 인식한다

는 지적 이경화 외 과 같이 김교사도 수학 요인을 고려하며 교과서( , 2017)

의 한계를 인식하였다. 

비록 한 명의 초임교사의 사례에 주목하여 일반화할 수 없으나 본 연, 

구는 삼각비 단원을 가르치는 한 교사의 수업을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밀히 관찰함으로써 수학 요인에 영향을 받은 실천을 확인하였다 이는 . 

기존의 연구에서 다소 소홀히 다루었던 우리나라의 교사가 수학 요인의 

영향으로 교육과정 자료의 강점과 약점을 정교하게 해석하는 장면을 포

착하고 다룰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교사가 인식한 약점을 수업에서 적절. 

히 보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자료나 교사교육에서 추구해야할 바를 시

사할 수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 

사용의 사례를 누적한다면 교사의 교과 내용 지식을 기초로 교육과정 자

료를 재구성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교실에서 초임 수학 교사의 교, 

육과정 자료 사용 사례를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수. 

학 교실에서는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이나 교과서의 의도를 교사가 주도

적으로 해석하고 의사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사의 몫이 강조된다. 

또한 교사가 수업 설계 실행 반성 재설계의 순환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 , , 

교육과정 자료를 해석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이해는 새로운 해석을 가능

하게 한다 고진호 본 연구에서는 가르칠 내( , 2005; Land & Drake, 2014). 

용을 제시하거나 특정 교육과정 자료를 쓰도록 제한하지 않았으며 김교

사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수업을 실행하였다 초임교사 시기에 겪은 교수 . 

경험은 향후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 최승현 황혜( , 

정 또한 교사의 주체적인 해석이나 실천이 교사 전, 2009; Drake, 2002). 

문성의 중요한 차원으로 부각된다는 점 소경희 최유리 에서 본 연( , , 2018)

구는 초임교사가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교육과정 자료를 어떻게 사용

하는지 확인하는데 의의가 있다. 

초임교사가 교과서의 범위 안에서 지도하며 제시된 학습 경로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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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것에 집중한다는 선행 연구(Drake, 2002; Remillard & Bryans, 2004)

의 결과와 달리 본 연구의 참여자는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아 교육과

정 자료를 사용하였다 선행 연구자들은 초임교사가 교사 주도의 설명이. 

나 반복된 연습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들이 겪는 시행착오

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강구하는데 초

점을 맞춘다 예를 들어 최승현 황혜정 본 연구에서는 초임교사( , , , 2009). 

가 겪는 시행착오의 원인을 확인하고 이를 부정적으로만 평가하지 않았, 

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적극적인 성향의 우리나라 초임. 

교사의 일반적인 수학 수업을 관찰하고 교육과정 자료와 및 교육 정책, 

에 대해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는지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교육과정 및 , 

교육 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본 연구는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대한 대안적 관점, 

을 제안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집필이 어떤 .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개발되고 이를 현장에 적, 

용할 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따라 교육과정 자료와 교사 사이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수학 교사와 교육과정 자료 사이의 (Pepin et al., 2019). 

관계를 이론화하고 이를 기초로 연구 결과를 누적한 미국과 유럽의 연구

자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수학교육 풍토를 고려한 연구는 미미한 수준이

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 사례를 분석하

고 기존의 관점으로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지 검증하였다 이로부터 수, . 

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대한 대안적 관점을 제안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석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은 학생 요인에 영향. 

을 받은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초점을 맞추며 예를 들어( , Brown et al., 

교육과정 자료와 교사와의 이원화된 관계에 주목하고 수업의 설2009) , 

계 단계에 분석의 초점을 둔다 그러나 우리나라 (Remillard, 1996/2005). 

수학 교사들은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를 권위 있는 대상으로 바라보며 교, 

사는 이를 따르면서도 스스로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아 강점과 약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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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여 사용한다 이경화 외 구나영 이경화 따라서 해( , 2017; , , 2020b). 

석의 관점에 비해 교사의 주체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과정 

자료 사용의 전 과정에서의 해석을 실천과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참여의 관점을 따른 연구자들은 해석의 관점에 비해 교사의 주, 

체성을 보다 강조하며 수업 실행 단계를 중시한다는 차이가 있으나 교사

를 궁극적으로 교육과정의 의도를 구현해야 하는 존재로 바라본다 

이 관점에 의하면 교육과정의 변화를 따르지 않(Choppin et al., 2018). 

는 교사는 전문성이 낮은 것으로 간주되며 예를 들어( , Sherin & Drake, 

변화에 대한 저항과 침묵의 원인이 간과될 수 있다 소경희 최유2009) ( , 

리 특히 서양의 교사와 달리 동양의 교사 유교 문화권에 속한 , 2018). , 

나라의 교사가 보이는 독특한 특징이 있고 우리나라 수학 (Wang, 2016) 

교사들은 조용한 실질론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이경화 따라서 교( , 2010). 

육과정 자료가 교사에게 미치는 영향과 교사가 교육과정 자료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로부터 본 연구에서는 수학 교사의 . 

교육과정 자료 사용을 설명하기 위한 대안적 방안으로 해석적 실천의 관

점을 제안하였다 해석적 실천의 관점에서는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 

을 연구하는 관점으로서 해석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연구자는 교사의 해석과 연결하여 실천을 보아야 그 실천. , 

을 이해할 수 있으며 실천과 연결하여 해석을 보아야만 해석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동양의 교사 특히 우리나라 수학 교사의 실천의 다양성. , 

과 복잡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을 살

펴보기 위한 분석틀을 도출하고 대안적 관점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후속 , 

연구를 위한 기초 연구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후속 연구의 결. 

과를 누적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한 분석틀을 정교화하고 해석적 실천의 , 

관점을 더욱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환경 요인. , 

의 하위 요소 중 교사의 교육 경험이나 교육과정 자료의 활용 가능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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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후속 연구를 수행하여 해당 하위 요소를 . 

유지할 것인지 혹은 다른 하위 요소와 병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기하 단원을 지도하. 

는 교사의 사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수와 연산 문자와 식 확률과 . , , 

통계 등의 다른 내용 영역을 지도하는 교사가 교육과정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살펴보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분석틀의 .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할 것이며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의 패턴을 특

정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 기대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한 명의 초임교사가 교육과정 자료를 어떻게 사, 

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사례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한 초임. 

교사의 수업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했으나 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선행 연구자들은 우리나라와 같이 단일한 국가수준의 . 

교육과정과 유사한 형식의 교과서가 보급되는 국가에서도 같은 자료로 

수업하는 여러 교사의 수업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

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따라서 여러 경력대의 교( , Otten & Soria, 2014). 

사의 수업 사례를 관찰하고 이를 비교하는 후속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가령 한 학교에서 동학년을 지도하는 초임교사와 경력교사들의 . , 

수업을 관찰하며 교사의 생애주기에 따라 교육과정 자료를 어떻게 사용

하는지 그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부터 본 연구에서 도출한 분석. 

틀과 해석적 실천의 관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수학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사용에 초점을 맞, 

추었으며 이로부터 실제로 학생들이 학습한 결과를 분석하지는 않았다. 

선행 연구자들은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수업에서 구현되면서 공식적 교육

과정 의도된 교육과정 교사가 의도한 교육과정 실행된 교육과정 성취, , , , 

된 교육과정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공식적 의도된 교사가 (Remillard & Heck, 2014). , , 

의도한 실행된 교육과정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성취된 교육과정까지의 , 

관련성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교육과정의 적용과 관련된 다수. 

의 국내 연구가 실태 조사에 머물고 있으며 실제 교실 현장을 밀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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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이에 공식적 교육과정부터 성취된 교육과정까지. 

의 관련성을 살펴보며 교육과정 개정의 의도가 실제 수업에서 구현되는

지 학생의 학습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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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iculum is developed with educational intent in response to social,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needs and challenges. The role of 

teachers is important, when the curriculum is enacted in class, and it is 

known that teaching experience of novice teachers affects the 

teachers’ use of curriculum materials. Nevertheless, studies on 

mathematics teachers’ use of curriculum materials focusing on the 

teacher’s subjectivity have not been accumulated, and thus, the 

implications for curriculum development or teacher education have not 

been sufficiently provid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case of a mathematics teacher’s use of curriculum materials 

and to provide implications to the perspective on the use of curriculum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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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research trends on the mathematics teachers' use of 

curriculum materials were analyzed. It was confirmed the necessity of 

accumulating cases to identify how mathematics teachers use curriculum 

materials and establishing a perspective on the mathematics teachers’ 

use of curriculum materials by reflecting the reality of domestic 

mathematics education. In addition, perspectives of previous researchers 

on the mathematics teachers' use of curriculum materials were 

identified, teacher’s interpretation of curriculum materials was defined. 

And the main factors of the use of curriculum materials were divided 

into mathematics, student, and environment factors. From this, this 

study discussed implications for identifying mathematics teachers’ use 

of curriculum materials.

In this study, a middle school teacher’s case was observed, and it 

was examined how the teacher use curriculum materials under the 

influence of mathematics, student, and environment factors, and how 

teacher’s interpretation was related to practice. For the analysis of 

the data, framework for analyzing the three aspects of teacher’s use 

of curriculum materials was applied. 

In this study, limitations encountered in explaining the case from the 

existing perspectives were identified. Subsequently, the perspective of 

interpretive praxis was proposed as an alternative perspective to 

explain the mathematics teachers' use of curriculum materials. In order 

to clarify the mathematics teachers' use of curriculum materials based 

on the perspective of interpretive praxis, mathematics curriculum 

materials and mathematics teacher’s role were defined operationally. 

First, while considering the authority that the curriculum and textbooks 

have to teachers, it emphasized the role that teacher must bear when 

using them in class. In addition, it was emphasized that 

teacher-centered decision-making will be made in classes, the leve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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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of the teacher about content knowledge will be high, and 

teacher’s practice will be affected them. Finally, it reflected the fact 

that Korean mathematics teachers are required to have moral 

obligations and a sense of responsibility for public education based on 

the Confucian education ideology.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value of three aspects analysis, 

the perspective of interpretive praxis and the implications for 

curriculum development, textbook writing, and teacher education were 

confirmed. From this, a follow-up study on mathematics teachers’ use 

of curriculum materials was suggested.

Keywords: mathematics teacher’s use of curriculum materials, 

          mathematics teacher’s interpretation of curriculum materials, 

          novice teacher, three aspects analysis, perspective of 

          interpretive pr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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