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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수학 학습 현상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시각적인 표현으로서의 다이어그

램이 포함된다. 오랫동안 많은 수학교육 연구자들이 수학 학습에 기여하

는 기호로서의 다이어그램의 역할 및 중요성에 관하여 다양한 초점 아래

에서 연구해왔다. 이에 따라 다이어그램과 수학 학습 사이의 관계를 바

라보고 설명하는 관점은 점차 다양하게 분화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의

다양성을 수학교육 연구와 실제의 진보를 위한 풍부한 자원으로서 활용

하기 위해서는 그들 사이의 상호적인 관련성을 고려하는 메타적인 접근

이 필요하지만 관련 연구는 많지 않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는 다이어그램과 수학 학습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다룬 문헌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기호로서의 다이어그램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 사이의

구분을 시도한다.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각 관점에서의 연구들의 기저

에 있는 인식론적인 배경 및 다이어그램과 수학 학습 사이의 관계에 관

하여 설명하는 방식 상에서의 차이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기하 수업

사례에 대한 분석에 다중적인 관점을 적용하는 네트워킹 전략을 통하여

관점들 사이의 부분적인 연결을 시도하고 그 함의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호학에서의 다이어그램적 추론 개념을 수학교육적으

로 재해석한 이론적인 문헌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기호로서의 다이어그

램의 인식론적인 잠재성과 관련하여 주요하게 고려되는 세 가지 측면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다이어그램은 관습적인 조작 규칙에 따라

구성 및 변형 가능한 구조적인 대상으로서의 측면을 갖는다. 둘째, 다이

어그램은 실천적인 기호적 활동 과정의 맥락에 포함된 경험적인 대상으

로서의 측면을 갖는다. 셋째, 다이어그램은 지각적인 실험을 가능하게 하

는 물질-감각적인 대상 자체로서의 측면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세 가지 측면을 기준으로 기호로서의 다이어그램을 바라보는 서로 다

른 관점을 구조-기반 관점, 맥락-기반 관점, 물질-기반 관점 등의 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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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구분하는 틀을 제안하였다. 구조-기반 관점은 다이어그램의 구조와

그것을 구성 및 변형하는 관습적인 규칙 체계에 기반을 두고 다이어그램

과 수학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관점이다. 맥락-기반 관점은 수학 학습

과정에서 다이어그램이 실제적으로 동원되는 실천적인 활동의 맥락에 따

라 다이어그램과 수학 사이의 관계가 역동적으로 변화한다고 보는 관점

이다. 물질-기반 관점은 물질-감각적인 대상으로서의 다이어그램 자체에

새로운 수학적인 의미 생산의 잠재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관점이다.

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구분 된 관점들 사이의 네트워킹을 위하여 각각

의 관점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구분되는 실제적인 연구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관점들의 특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그들 사이의

차이를 비교하고, 이러한 비교를 바탕으로 그들 사이의 연결 가능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각 관점에서의 실제적인 연구 사례들에 대한 분석

결과, 관점들이 주로 기반을 두는 인식론적인 배경, 주요한 연구 초점,

수학 학습에 대한 개념화 방식, 수학 학습에서의 다이어그램의 역할 및

다이어그램과 관련된 교사의 역할에 대한 설명 방식 등을 파악할 수 있

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세 가지 관점을 특성화하는 설명

방식 상에서의 차이를 조망하는 비교 틀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각 관점

의 연구 초점 상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기반을 두고 관점들 사이의 연결

가능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구조-기반 관점과 맥락-기반 관점,

그리고 맥락-기반 관점과 물질-기반 관점 등의 두 가지 조합의 네트워

킹을 실제 수업 사례 분석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시켰다.

관점들 사이의 연결 가능성에 관한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두 가지 조

합의 네트워킹을 실제 수업 사례에 대한 분석에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기반 관점과 맥락-기반 관점을 동일한 수업 사례에 적

용한 분석 결과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었지만 이를 변증법적으로 결합시

켜 해석해봄으로써 교수학적인 인공물로서의 다이어그램을 다루는 활동

을 통한 수학 학습 과정의 다면성에 관한 상호보완적인 이해를 모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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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둘째, 맥락-기반 관점과 물질-기반 관점을 조정하여 도출한

새로운 분석 틀을 적용하여 수업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학생들의 다이어그

래밍을 통한 탐구 과정에서 학생과 다이어그램 사이의 인식론적 거리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장면을 포착할 수 있었으며 이는 단일한 관점에서

의 분석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현상의 새로운 측면에 해당하였다.

본 연구는 관련 연구들에 관한 고찰을 통해 기호로서의 다이어그램을

바라보는 관점을 구조-기반, 맥락-기반, 물질-기반 관점의 세 가지로 구

분하는 틀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틀은 수학 교수-학습 현상에 수반되

는 다이어그램의 역할과 중요성에 관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할 수 있

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본 연구는 이러한 세 가지 관

점 사이의 생산적인 연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관점들의 통합적이

고 체계적인 종합을 위한 예비적인 시도로서 부분적인 네트워킹이 시도

되었으며, 이를 통해 현상의 다차원적인 특성에 대해 상호보완적으로 들

여다보고 새로운 측면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한정된 문

헌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관점의 구분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가능한 모

든 관점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 제시

한 틀을 보완하고 확장하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본 연

구에서 시도한 두 가지 조합의 부분적인 네트워킹을 넘어서 다른 조합이

나 보다 포괄적인 수준에서의 네트워킹이 가능한지에 관한 추가연구의

필요성 역시 제기된다.

주요어 : 다이어그램, 다이어그램적 추론, 기호, 수학 학습, 인식론적

관점, 네트워킹

학 번 : 2017-3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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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대부분의 수학 교수-학습 과정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수학적인 대상,

개념, 관계, 또는 구조에 대응하는 공간-시각적인 표현으로서의 도형, 수

직선, 그래프, 표, 또는 교사나 학생이 생산한 비형식적인 표식 등의 다

이어그램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많은 수학교육 연구자들은 오랫동안 다

이어그램 및 그것을 만들어내는 과정, 즉 다이어그래밍이 수학 학습에

어떻게 기여를 하는지에 관해 연구해왔다(Arcavi, 2003; Bakker &

Hoffmann, 2005; Clements & Battista, 1992; de Freitas & Sinclair,

2012; Duval, 1995; Fischbein, 1993; Herbst, 2004; Radford, 2010;

Stylianou, 2002).

수학 학습에서 다이어그램이 동원되는 것은 수학이라는 학문의 고유의

본질적인 특성이자 한계로부터 기인한다. 즉, 수학을 제외한 모든 다른

과학 분야의 경우 해당 분야의 지식이 다루는 대상에 접근하는 데에 있

어서 직접적인 관찰을 하거나 상징적인 기호 체계를 통해 접근하는 등의

두 가지의 접근 방식이 가능하다(Duval, 1999). 하지만 수학의 경우 실체

를 갖지 않는 “가설적인 상태의 대상에 대한 진리에 관한 연구”(CP

4.233)라는 점에서, 그것의 대상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각 가능한 물질-

감각적인 실체로서의 기호적인 표현을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모든 실제적인 수학적 활동은 수학적인 실체 자체보다는 그것에

대한 표현과 주어진 표현을 다른 것으로 지속적으로 변환시키는 과정과

관련된다"(Otte, 2006, p. 11). 수학교육 연구에 많은 영향을 미친 기호학

자 Peirce는 수학이 본질적으로 다이어그램적 사고라고 주장한다(CP

3.419). 그는 심지어 대수적인 표현일지라도 그것으로부터 무언가 새로운

통찰이나 지식을 생산해낼 수 있도록 하는 근거는 관찰과 지각을 가능하

게 하는 요소로 이루어진 다이어그램으로서의 도상적인 특성(iconicity)

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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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적인 표현을 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뜻 보기에 임의적인 분류처럼 보일

수 있다. (...) 그러나 그렇지 않다. 도상으로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을

구성하기에 충분한 것들이 아닌, 대상에 관한 다른 진리들이 직접적인 관찰에

의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예상치 못한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이러

한 능력에 바로 대수적인 공식의 효용성이 존재하며, 따라서 도상적인 특성이

우세하다는 것이다. (CP 2.279)

수학교육 연구자들은 기호로서의 다이어그램과 수학 학습 사이의 관계

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초점에 주목해왔다. 첫째, 다이어그램

을 통해 수학적인 지식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이어그램의 부분적인 구

조들 사이의 관계 및 다른 기호적인 표현과의 참조적인 관계, 그리고 그

것이 구성되고 변형되는 조작 규칙 등에 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위에

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다이어그램과 같은 구체적인 대상은 수학이라는

분야 자체의 본질적인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일

부 연구자들은 그러한 구체성이 수학적인 사고와 이해를 저해하는 걸림

돌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함께 지적해 왔다. 대표적으로

Hershkowitz(1989)를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이 보고한 프로토타입

(prototype) 현상에서와 같이, 구체적이고 특수한 대상으로서의 다이어그

램은 학습자들에게 그것 자체와 그것이 대리하는 수학적인 대상 사이의

혼동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갖는다. 이러한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는 일정한 "인지적인 문턱"(Santi, 2011, p.287)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된다. 즉, 다이어그램을 비롯한 기호 및 기호 체계의 구조적이고 기

능적인 측면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조작

을 통해 다이어그램을 다룰 수 있을 때 수학적인 대상에 대한 접근이 가

능하다는 것이다(Duval, 1995; 2006; Iori, 2017).

둘째, 수학 학습 과정에 기여하는 다이어그램의 역할은 다이어그램을

실제적으로 다루는 실천적인 활동을 둘러싼 사회-문화적인 맥락과 밀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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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연관되어 있다. 학습자에게 주어진 다이어그램이 처음부터 어떤 기

호 체계 내의 규칙에 따라 조작 가능한 구조적인 대상으로서 활용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러한 활용 방식을 이해하기까지의 수학 학습 과정에

는 관습적인 기호 체계를 이루는 조작 규칙만으로는 환원되지 않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문화적인 맥락이 존재한다(Santi, 2011). 따라서 다이어그

램을 다루는 실천적인 활동으로부터 구조적인 의미가 출현하기까지의 과

정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교사를 비롯한 전문가에 의한 교

수 설계와 교실 내에서의 교사-학생 및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 양상, 그

리고 다이어그램과 함께 동원되는 언어적인 담화나 제스처와 같은 다양

한 기호적인 자원 등 복합적인 차원의 맥락들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

다. 이 때, 연구자가 여러 차원의 실천적인 맥락 중 어느 지점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이어그램과 수학 학습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은

다시 세분화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연구자들은 교사 등의 전문가

에 의해 설계되고 활용되는 교수학적인 인공물로서의 다이어그램이 지닌

잠재성이 구현되고 활용되는 방식에 주목하며(e.g., Bussi & Mariotti,

2008), 또 다른 연구자들은 다이어그램과 같은 시각적인 기호가 다른 양

식의 기호적 자원들, 즉 언어적인 표현이나 신체적인 제스처 등과 상호

적으로 결합되어 동시적으로 생성되고 활용되는 방식에 주목한다(e.g.,

Arzarello, 2006). 이러한 연구들에서 다이어그램과 수학 사이의 관계는

연구자들이 초점을 두고 있는 실천적인 맥락에 의존하는 것으로 고려되

기 때문에 학습 과정에서 고정되어 있기보다는 역동적으로 변화해나가는

것으로 설명된다.

셋째, 감각가능한(sensible) 물질적인 대상에 해당하는 다이어그램을

생성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의 신체적인 행위에는 무의식적이고 비의도

적이며 우발적인 차원의 작용이 존재한다. 기존의 지식을 통해 구성한

다이어그램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어떻게 새로운 수학적인 발견이 가능

한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수학교육 연구자들에게 오랫동안 의문시되어왔

다(e.g., Fischbein, 1987; Arcavi, 2003). 이와 관련하여 비교적 최근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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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한 유물론적인 관점을 취하는 연구들은 인간의

의식 수준에서 포착되지 않는 미시적인 변화와 움직임들로부터 습관의

변화가 시작되고 학습의 출발점이 된다는 설명을 제시한다(Châtelet,

2000; de Freitas & Sinclair, 2014; Menz, 2015; 김재춘 & 배지현, 2016;

노정원, 2017; 문성재, 2020). 이러한 연구들에서 다이어그램의 인식론적

인 잠재성은 기존의 기호 체계의 질서와 안정성과 연관되기 보다는 오히

려 그것의 불안정하고 모호한 측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고

려되며, 이러한 잠재성은 어떠한 고정된 의미로서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내재되어 있다가 새로운 선을 긋거나 덧칠하거나 다이어그램을 움직이고

응시하는 등의 신체적인 행위로서의 다이어그램적 실험을 통해 현실화되

는 것으로 설명된다(Châtelet, 2000; Menz, 2015; 노정원 외, 2021).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기호로서의 다이어그램과 수학 학습 사이

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시도해온 수학교육 연구자들은 다양한 초점에 주

목해왔으며, 그들이 취하는 이론적 관점 역시 어떠한 초점을 취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의 다양성은 근본적으로 수학

교실에서 일어나는 교수-학습 현상의 본질적인 복잡성으로부터 기인한

다는 점에서 수학교육 연구 분야의 불가피한 특성에 해당한다

(Bikner-Ahsbahs & Prediger, 2006; Even & Schwarz, 2003). 즉, 다이

어그램이 포함된 수학 학습 현상에 관한 다양한 연구 초점과 접근 방식

이 존재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자면 그 중 어느 하나만으로 현상의 복잡

성에 관한 총체적인 이해와 설명을 추구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연구 관점들의 존재는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복잡한 수학교육 현상에 대하여 다각도로 접근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

는 풍요로운 연구 토양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관점의 다양성은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제약 또는 한계로서 작용할 수도 있다(Arzarello et al.,

2007; Bikner-Ahsbahs & Prediger, 2006; Prediger et al. 2008;

Scheiner, 2020). 즉, 동일한 경험적인 현상과 관련하여 양립하기 어렵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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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순되어 보이는 연구결과가 도출되는 복수의 접근 방식들이 혼재한

다면 이는 연구 분야의 신뢰도에 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나아가

연구 영역과의 공동의 발전을 요구하는 실제적인 수학 교실의 개선에 있

어서 방해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Arzarello et al., 2007). 예를 들어,

기하적인 도형이나 성질에 대한 학습 과정에서 다이어그램을 비롯한 시

각적인 도구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관해 서로 상반된 설명과 해석을

제시하는 몇몇 연구자들의 경우를 살펴볼 수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기

하적인 도형 및 성질에 대한 조작적인 이해가 다이어그램에 대한 지각적

인 인식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시각적이고

경험적인 활동에 의존하는 기하 학습의 위험성을 강조한다(e.g., Duval,

2006; Hershkowitz, 1989). 반면에 다른 일부 연구자들은 다이어그램이

포함된 교수-학습 환경에서 그러한 인공물을 실제적으로 다루는 상호작

용 과정이 기하적인 도형 및 성질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의 진전을 촉진

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옹호한다(e.g., Bussi &

Baccaglini-Frank, 2015; Ng & Sinclair, 2015). 이와 같은 기하 학습에서

의 다이어그램의 역할에 관한 상충된 입장은 특히 논리·연역적 추론 및

형식적인 증명에 관해 다루는 논증 기하 영역과 관련하여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형식주의로부터 강하게 영향 받은 고전적인 관점 하에서의 연

구들에서는 기하 증명과 같은 활동에서 실험이나 시각화, 예시를 통한

확인 등을 통한 논증에 대해 강하게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온 바 있다

(Hershkowitz, 2014). 반면에 일부 연구자들은 반드시 논리-담론적인 언

어 형식만으로 연역적인 논증이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다이어그램과 같

은 조작 가능한 대상을 통한 점진적인 형식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도 한다(e.g., Miyazaki, 2000; 서동엽, 2006).

이와 같은 관점의 다양성이 가져올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이를 풍

요로운 연구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의 설명과

해석 방식을 종합하거나 최소한 그들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방안

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Bikner-Ahsba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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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ger(2006)는 서로 다른 이론적 관점들 각각의 고유의 정체성을 존

중하는 동시에 그들 사이의 연결과 대화를 시도하는 ‘네트워킹

(networking)’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Radford(2008b)는 서로 다른 이론

적 관점들 사이의 연결을 추구하는 네트워킹과 같은 작업이 각각의 이론

의 고유한 정체성을 파악하는 작업과 국소적인 통합의 변증법적인 과정

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관점들 사이의 네트워킹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각각의 이론들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론적인 요소들을 어느 정도 단순화된 형태로 추출하여 공통의 담론적인

공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Bikner-Ahsbahs &

Prediger(2006)는 근본적으로 경험적인 현상에 기반을 두고 있는 수학교

육 영역에서의 이론적인 진전은 경험적인 분석과 이론적인 구성의 나선

형의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이어그램과 수학 학습 사이의 관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 사이의

대화와 연결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관점의 정체성의 파악과 부분

적인 결합 또는 종합의 과정이 순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그러한 과

정은 단지 이론적인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점들을 경험적인

분석에 적용해 보는 것과 같은 작업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

다.

이상의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연구 질문에 답

하고자 한다.

1. 수학 학습에 기여하는 기호로서의 다이어그램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

떻게 구분될 수 있는가?

2. 구분된 관점들을 어떻게 네트워킹 할 수 있는가?

3. 관점들의 네트워킹에 기반하여 수학 학습을 분석한 결과는 어떠한가?

위의 연구 질문들에 답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각 장에서 다루고자 하

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첫 번째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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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로서의 다이어그램과 수학 학습 사이의 관계를 다룬 수학교육 문헌

들에 대해 고찰한다. 먼저 다이어그램과 수학 학습 사이의 관계에 관하

여 다루어 온 선행연구의 경향성에 대하여 검토한 후, 기호학의 관점에

서 수학 학습에서의 다이어그램의 역할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에 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Peirce의 기호학에서의 다이어그램적 추론의 개념을 수

학교육적으로 재해석한 연구자들의 서로 다른 초점을 기준으로 기호로서

의 다이어그램에 관한 관점 구분을 제시한다. Ⅲ장에서는 두 번째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전 장에서 도출한 세 가지 관점으로 구분되는 실

제적인 연구 사례들을 분석하여 서로 다른 관점들 사이의 차이를 메타적

으로 비교하고 종합하는 틀을 제시한다. 또한 이러한 틀을 바탕으로 관

점들 사이에 가능한 연결 지점을 파악하고 실제적인 분석에 적용 가능한

네트워킹 조합을 제시한다. Ⅳ장에서는 세 번째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

해, 이전 장에서 제시한 네트워킹 조합에 기반을 둔 분석 틀을 실제적인

수업 사례에 대해 적용해 보고 그 함의에 관하여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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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호로서의 다이어그램과 수학 학습

이 장에서는 첫 번째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기호로서의 다이어그램

과 수학 학습 사이의 관계를 다룬 수학교육 문헌들에 대해 고찰하고, 개

념 분석(Machado & Silva, 2007; Yoon, 2006)을 수행하여 기호로서의

다이어그램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을 구분하는 기준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1절에서는 본격적으로 기호학이 수학교육 영역에

도입되기 이전에 다이어그램과 수학 학습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다루어

온 선행연구의 경향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2절에서는 기호학의 관점에서

수학 학습에서의 다이어그램의 역할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에 관하여

Peirce의 기호학에 기반을 둔 수학교육 연구들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

본다. 그리고 Peirce의 기호학에서의 ‘다이어그램적 추론’ 개념의 수학교

육적인 함의에 관해 논의한 이론적인 문헌들에 대해 고찰하여, 기호로서

의 다이어그램의 작동 방식 및 인식론적인 잠재성과 관련하여 주요하게

고려되는 몇 가지 측면들을 도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기호로서의 다이어

그램을 바라보는 관점 구분을 제안한다.

1. 다이어그램과 수학 학습

'다이어그램(diagram)'이라는 단어는 어원학적으로 그리스어에서 "선

으로 표시된(marked out) 기하적인 도형"을 의미하는 'diagramma'와 "

선으로 표시하여 그리다"는 뜻의 동사 "diagraphein"으로부터 기원한다

(Harper, 2001). 주로 명사 형태로 사용되어 왔지만 1800년대부터 다이어

그램을 생성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동사로서도 사용되어 왔다(Menz,

2015). 수학교육 연구자들은 다양한 범위의 시각적인 표현들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다이어그램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다. 예를 들어, 다이어그램이

라는 용어가 고대 그리스의 수학에서부터 오랜 기간 활용되어 온 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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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들이나(e.g., van Hiele, 1985; Duval, 1995), 표나 그래프, 또는 화살

표로 항목들을 연결하여 표현한 연결망 다이어그램 등과 같이 문제에 주

어진 정보와 그들 사이의 관계성을 공간적인 구조로 도식화한 관습적인

형식의 시각적인 모델(e.g., Diezmann & English, 2001; Pantziara et al.,

2009)을 가리키는 좁은 의미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어

떤 시각적인 표현이 다이어그램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생성 규

칙에 따라 구성되거나 일정 수준의 기능적, 구조적인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형식적으로 생산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표식

(inscriptions)은 포함되지 않는 배제적인 의미로 사용된다(Dörfler, 2016).

반면에, 다른 일부 연구에서는 수학적 활동 과정에서 생산되었지만 아직

공식적인 의미가 부여되거나 공유되기 이전의 초기 단계의 스케치 또는

우발적으로 생성된 표식들까지 포괄하는 넓은 의미에서 다이어그램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e.g., Châtelet, 2000; de Freitas & Sinclair,

2012). 본 연구에서는 교수-학습의 도구로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교수

학적인 인공물로서의 다이어그램에서부터, 학생들에 의해 그려지고 변형

되는 등의 역동적인 활동 과정에 수반되는 비형식적인 표현들까지 모두

연구의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후자의 포괄적인 의미를 택한다.

"다이어그램은 수학 자체만큼 오래되었다. 기하학은 언제나 그림에 크

게 의존해왔으며, 다른 수학 분야들도 한동안 그러했다"(Rival, 1987,

p.43). 수학의 오랜 역사 속에서 다이어그램은 꾸준히 활용되어 왔으나

그것의 가치와 잠재성에 대한 관점은 역동적으로 변화해왔다. 역사적으

로 가장 초기의 주요한 수학 분야에 해당하는 Euclid의 기하학은 상당한

부분을 다이어그램과 같은 시각적인 표현에 의존하는 학문이었다(Netz,

1999; Stylianou & Silver, 2004). Netz(1999)의 연구에 따르면 Pappus와

Aristotle과 같은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또는 철학자들의 원고에서 다이

어그램(diagramma)이라는 용어는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시각적인 생산

물을 가리키는 의미를 넘어서 증명과 수학 자체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는 당시의 수학에서 다이어그램이 상당히



- 10 -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후 수천

년 동안 수학의 영역들이 보다 세분화 되고 고도로 발달해 오는 과정에

서 다이어그램의 지위와 유용성은 점차 과소평가되어 왔다(Menz, 2015).

이러한 경향성은 19세기에 Euclid의 시각적인 직관에 의존하는 논증 방

식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된 사건인 쌍곡기하학을 비롯한 비유클

리드 기하학의 등장이나, 공리적인 집합 이론에 기반을 두고 여러 수학

분야를 망라하는 완전한 형식주의를 추구했던 20세기의 Bourbaki 운동

등으로부터 촉발되었다(Menz, 2015; Stylianou & Silver, 2004). 이러한

경향성에 따라 일부 수학자 공동체에서는 수학 논문과 같은 공식적인 기

록들에서 의도적으로 문자와 상징적인 기호들을 제외한 시각적인 표현을

배제시키기도 하였다(de Freitas & Sinclair, 2014).

형식주의가 지배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시각적인 표현이 배척당하는

경향성은 2세기에 걸쳐 지속되었지만 수학적인 활동에서의 시각적인 표

현의 중요성이 완전히 부정당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Stylianou &

Silver, 2004). Hadamard(1954)는 자신을 비롯한 많은 수학자들이 사고에

몰두할 때 오직 언어나 대수적인 기호들만을 사용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언급하였다. Polya(1945) 역시 널리

인용되어 온 그의 중요한 저작인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How to

solve it)"에서 성공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중 하나로서 다이어그램

을 활용하는 시각적인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림은 단지 기하 문제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애초에 전혀 기하적인 요소가

없어 보이는 모든 종류의 문제들에 있어서 중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 풀고 있는 문제가 기하학의 문제가 아닐지라도, 그림을 그리는 것을 시도

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비-기하 문제에 대한 명료한 기하적인 표현을 찾아

내는 것은 해답으로 향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다. (Polya, 1945, p. 108)

현대에 가까워오면서 기술 발달의 영향으로 프랙털 기하학과 같이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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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터를 통해 생산된 디지털 이미지를 활용하는 수학 분야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Euclid 기하 이후로 소외되었던 수학의 실험 과학으로서의 특

성에 대한 논의 역시 되살아나면서 다이어그램을 비롯한 수학의 지각적

이고 감각적인 측면도 다시 중요하게 고려되기 시작하였다(Knoespel,

2000). 또한 수학을 단일한 표현으로 환원시키고자 시도했던 형식주의나

논리주의와 같은 관점들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반성하고, 수학적인 창조

에서 다이어그램의 생산적인 잠재성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재해석하는 수

학 철학에서의 논의들도 등장하였다(e.g., Chätelet, 2000; Grosholz &

Grosholz, 2007)

수학교육 영역에서 역시 형식주의의 영향 아래에서 연역적 체계를 중

시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현대화 운동의 효과성에 대한 의

문이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다이어그램과 그것이 포함된 시각적이고 물질

적인 과정이 지닌 잠재성에 대한 관심이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많은 수학교육 연구자들은 인지심리학 기반의 연구들의 영향 아래

에서 수학 교수 학습에서의 다이어그램의 역할을 시각화(visualization)와

인간의 인지 또는 사고 사이의 연관성과 관련 지었다(Bishop, 1989;

Dreyfus, 1991; Fischbein, 1987; Zimmermann & Cunningham, 1991). 이

러한 인지심리학 기반의 전통적인 수학교육 연구들에서의 다이어그램에

관한 관점은 인간의 정신적인 이미지(imagery)를 외적으로 옮긴 생산물

로서 바라보는 것이었다(Sinclair & Bruce, 2015). 예를 들어, Piaget &

Inhelder(1956)는 아동들이 도형을 따라 그리는 능력의 발달은 해당 도형

들에 대한 개념 인식의 발달에 의존한다고 보았다. 그들은 아동들이 도

형을 다룰 때 위상적인 특성에만 주목하는 것과 기하적인 성질에 주목하

는 것 사이의 차이를 정신적인 발달 단계 상의 위계에 따른 결과로 설명

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들이 그린 그림에서의 오류와 불완전성은 기하적

인 성질이나 공간적인 관계성에 대한 개념화에서의 결핍을 드러내는 것

으로 설명하였다.

많은 수학교육 연구에서 인용되어 온 기하 학습 수준 모델을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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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 Hiele(1985) 역시 다이어그램을 인간의 정신적 또는 인지적인 측면

에 의존한 생산물로서 고려하였다. 특히 이러한 위계적인 접근을 취하는

연구자들은 수학 학습을 학생들의 인지 수준이 한 수준으로부터 다음 수

준으로 도약하는 것처럼 설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특정한 수준에서의 학

생들의 인지적인 특성을 마치 ‘스냅 사진’과 같이 기술하였다(Clements

& Battista, 1992; Sinclair & Bruce, 2015).

각 수준에는 고유한 언어적 상징과 이러한 상징들을 연결하는 고유한 관계

시스템이 있다. 한 수준에서 "올바른" 관계가 다른 수준에서는 잘못된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정사각형과 직사각형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

자. 서로 다른 수준에서 추론하는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 어느 쪽

도 상대방의 사고 과정을 따라갈 수 없다. (van Hiele, 1985, p.246)

또한 이러한 전통적인 연구들에서는 다이어그램을 다루는 과정이 마치

최종적으로 형식화 된 '진정한' 수학에 다다르기 위해 거쳐야 하는 보다

하위의 단계와 같이 고려되었다(Menz, 2015). 예를 들어 van Hiele의 모

델에서 ‘시각적 인식' 수준은 ‘기술적/분석적(descriptive/analytical)’ 인식

수준에 이르기 이전의 가장 초기 단계에 해당하였으며, 일정한 수준의

형식적인 표현을 다루는 단계에 도달하면 다이어그램과 같은 시각적인

수단은 불필요한 것처럼 여겨졌다. 이러한 설명 방식은 수학 학습에서의

표현의 위계를 구분하여 다이어그램과 같은 도상적인(iconic) 표현을 상

징적인(symbolic) 표현의 하위적인 단계로 설명한 Bruner(1964)의

EIS(Enactive-Iconic-Symbolic) 이론의 관점과도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부 연구자들은 수학 학습에서 다이어그램을 활용하는 등의 시

각적인 전략을 도입하는 것이 심리적인 선호도 또는 개인적인 스타일의

문제라는 접근 방식을 취하여 시각적인 선호를 가진 학습자(visualizer)

와 그렇지 않은 학습자(non-visualizer)를 구분하고, 이러한 선호도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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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인 능력 또는 실천 양상 사이의 연관성에 관하여 연구하기도 하였다

(e.g., Bishop, 1973; 1980; Clements, 1981; 1982; Presmeg, 1985). 예를

들어, Presmeg(1985)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에 대해서도 교수 방식

에 있어서 시각적인 요소의 활용을 선호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룹화를 시

도하여 각각의 그룹에게 어떠한 교수 방식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관련 연구자들은 시각적인 전략에 대한 선호도가 수학 학습 환경

의 문화적인 측면으로부터의 영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학생들이 시

각적인 전략을 선호하지 않는 현상을 수학에서 시각화의 가치가 과소평

가되어 온 문화적인 환경의 영향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Dreyfus, 1991;

Eisenberg, 1994; Presmeg, 1985, 1986).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전통적인

교육과정의 구성과 지도상의 강조점이 주로 형식적이고 연역적인 방법

등의 비시각적인 방법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시각적인 선호를 가진 학

생들의 수학적 성취가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일부 연구자들은 시각적인 표현을 활용하는 것의 위험성 역시

지적하였다. Presmeg(1986)는 Paivio(1971)과 같은 심리학 연구를 참조

하며 시각적인 선호를 가진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학습 장애를 다음

과 같은 몇 가지로 정리하였다(pp. 44-45).

(1) 단일한 경우의 이미지 또는 다이어그램의 구체성으로 인해 부적절

한 속성들에 대한 사고에 매달리게 되거나 잘못된 결과까지 가져

오도록 할 수 있다.

(2) 표준적인 도형의 이미지는 사고의 유연성을 제한시켜 비표준적인

다이어그램에서의 개념 인식을 방해할 수 있다.

(3) 통제되지 않는 (정신적인) 이미지가 지속됨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사고로 향하는 길이 막힐 수 있다.

(4) 특히 그것이 모호한 경우, 즉 엄격한 분석적 사고 과정과 결합되지

않은 이미지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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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맥락에서, Hershkowitz(1989)는 학생들이 소수의 예시에 대

한 관찰 및 탐구에만 기반을 두고 개념을 도입하여 핵심적이지 않은 속

성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게 되는 프로토타입 현상의 위험성을 지적하

였다. 예를 들어, 교과서에 삼각형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하여 함께 제시

되는 전형적인 다이어그램은 한 변이 책의 하단과 나란한 방향인 예각삼

각형인 경우가 많은데 학생들이 이러한 제한된 예만을 반복적으로 접하

게 되는 경우 잘못된 고정관념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Yerushalmy

& Chazan(1990) 역시 시각화와 관련된 학습 장애의 원인으로서, (1) 다

이어그램의 특수성(particularity), (2) 표준적인 도형 또는 다이어그램을

모델로서 간주(프로토타입 현상), (3) 다이어그램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보는 능력의 결핍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다이

어그램의 활용을 개인의 정신적인 개념화와 연관 짓는 인지심리학의 기

반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개념에 대한 정신적인 이미

지를 형성하는 데에 시각적인 표현이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부적절한 시각적인 이미지에 의해 생길 수 있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어떤

개념에 대한 개인의 관점이 좁혀질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

다. 이에 따라 일부 제한적인 속성들만을 강조하는 소수의 전형적인 시

각적인 예시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예시에 관하여 탐구하도록

하여 개인들이 관점을 넓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Watson & Mason, 2005; Zodik & Zaslavsky, 2007).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인지심리학적인 관점에서의 시각화의 틀에

기반을 둔 수학교육 연구들에서는 시각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곧 인지

적인 이해를 의미한다는 기본적인 가정 아래에서 다이어그램을 인간의

정신적인 측면에 종속된 대상으로서 이해를 위한 보완적인 수단의 측면

에서 주로 고려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Alcock & Simpson, 2004;

Dreyfus, 1991; Gibson, 1998; Zimmermann & Cunningham, 1991).

수학에서 시각화는 그 자체가 목표라기보다는 이해라는 목표를 위한 수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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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다이어그램을 시각화한다고 언급하기보다는 개념 또는

문제를 시각화한다고 언급한다. 어떤 다이어그램을 시각화한다는 것은 단순히

다이어그램에 대한 정신적인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문제를

시각화한다는 것은 다이어그램 또는 시각적인 이미지의 측면에서 문제를 이

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Zimmermann & Cunningham, 1991, p. 3)

하지만 이와 같이 다이어그램을 단지 어떤 개인의 정신적인 측면에 종

속된 보조적인 수단으로 접근하는 설명 방식에는 인지적인 모순이 존재

한다. 즉, 어떤 다이어그램을 수학적인 것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개념적인 이해를 기존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Duval,

2014). 이와 같은 모순과 관련하여 수학에서의 직관의 역할에 주목한 초

기 연구자인 Fischbein(1987)의 논의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는 즉각적이

고 직관적인 효과를 생성하는 다이어그램 자체의 감각-지각적인 측면의

잠재성과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해석을 제안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시각적인 이미지는 그저 주어진 데이터를 의미 있는 구조로

조직화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명함과 즉각성

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p. 101)로서 기능하여 개념

적인 발달 자체를 도울 수 있다. 그는 수학에서의 직관을 일종의 공감

즉, 현상과의 내적 동일시를 통한 인지로서 설명하였는데, 이에 따라 시

각적인 표현의 풍부함과 구체성이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설명에 비하여

어떠한 개념에 대한 참여를 보다 수월하게 매개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설

명하였다. 단, 그는 이러한 다이어그램의 구체성이 추상적인 개념 구조에

적절하게 속하지 않은 성질이나 관계들을 추론 과정에 개입시킬 수 있다

는 점에서 위험성 역시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예로 수학적인 점이

나 선을 물리적인 점이나 선으로 오해하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수학교육 연구자들은 점차 지배적으로 받아들여지던 인지심리학에 기

반을 둔 설명을 넘어서서, 학습자와 다이어그램 사이의 실제적인 상호작

용의 과정에서 다이어그램의 인식론적인 잠재성이 어떻게 활성화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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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수학 학습에 기여하는지에 관하여 탐구하기 시

작하였다. 예를 들어, Zazkis et. al.(1996)은 학생들의 수학 탐구 과정에

서 시각적인 접근이 활용되는 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각적인 사고

와 분석적인 사고를 마치 서로 연관성이 없는 반대되는 관계에 있는 것

처럼 고려하거나, 개인의 인지적인 선호도의 문제로 보는 전통적인 관점

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시각적인 사고와 분석적인 사고

를 하나의 연속체 내에서 단계적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것으로 고려하여,

다이어그램 등을 다루는 시각적인 행위와 그에 대한 반성적인 분석의 과

정이 교대로 이루어지는 시각화/분석(Visualization/Analysis, 이하 V/A)

모델을 제시하였다([그림 Ⅱ-1]).

[그림 Ⅱ-1] 시각화/분석 모델 (Zazkis et. al., 1996; p. 447)

이와 같은 모델은 시각적인 행위 과정의 생산물인 다이어그램을 정신

적인 과정에 해당하는 분석 단계에서 처리해야 할 자원으로서 고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구성이 일어나는 인식론적인 진전으로서의 학

습은 주로 분석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의 생성이나 학습이 일어나는 잠재성의 근원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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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그램 자체라기보다는 인간의 주체적인 인지 능력, 또는 스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인지심리학 기반 연구들에서의 전통

적인 관점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V/A 모델은 시각적인

과정과 분석적인 과정을 서로 연관 없이 동떨어진 과정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체 안에서 이어진 과정으로 보고 있으며,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상호작용을 거치며 그 거리가 점차 가까워지는 것으로 모델화시켰

다는 점에서 기존의 위계적인 설명 방식과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징을

갖는다.

Stylianou(2002)는 전문적인 수학자들의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Zazkis et. al.(1996)의 모델을 보다 구체화시켰다. 그가 분석한 사

례에서 수학자들은 새로운 다이어그램을 구성하거나 이전에 구성한 다이

어그램을 수정할 때마다 수 초 동안 다이어그램으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추출하고 그것의 가능한 잠재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관찰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다이어그램을 그리기 전까지 떠올리

지 못했던 접근 방식을 다이어그램을 관찰한 후에 알아차리기도 하였다.

Stylianou(2002)는 이러한 연구 결과로부터 기존의 V/A 모델에서의 분

석 단계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단계로 보다 세분화시킬 수 있다고 제안

하였다([그림 Ⅱ-2]).

(a) 시각적 표현으로부터 추가적인 결과들을 추론하기

(b) 수학적 정교화 및 새로운 정보 추가적으로 탐색하기

(c) 시각적 표현 활용과 관련하여 새로운 목표 설정하기

(d) 스스로의 문제 해결의 진술들을 모니터링

(분석 과정 전체에 걸쳐 나타남)



- 18 -

[그림 Ⅱ-2] 개선된 V/A 모델 (Stylianou, 2002, p.312)

Arcavi(2003)는 기존의 관련 연구들에서의 성과를 종합하여 시각적인

표상으로서의 다이어그램이 형식적인 수학적인 결과물을 보다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보조물로서의 역할을 넘어 "보이지 않는 것

을 보도록(seeing the unseen)"(p. 216) 하는 등 수학 학습 과정에서 보

다 결정적이고 생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

이 다이어그램 및 그것과의 상호작용의 인식론적인 기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의 관점은 최근까지도 널리 인용되는, 그가 제안한 시각화

에 대한 정의의 서술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Hershkowitz et

al.(1990)이나 Zimmerman & Cunningham(1991) 등의 선행연구들에서의

논의를 종합하고 재해석하여 다음과 같은 포괄적인 정의를 제안하였다.

시각화란 우리의 마음속이나 종이 위, 또는 공학적 도구를 통하여 그림,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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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다이어그램을 생성하고 해석하고 활용하고 반성하는 능력이자 과정, 그리

고 그 생산물을 가리키는데, 이는 정보를 묘사하거나 그것에 관해 의사소통하

고,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은 개념에 대해 사고하거나 이를 개발하여 이해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p. 217)

이처럼 Arcavi(2003)는 다이어그램이 단지 기존의 지식 또는 정신적인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옮긴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전까지 알려

지지 않은' 수학에 대한 학습에 있어서도 역할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예

를 들어, 그는 수들의 나열로 제시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를 플롯 차트로

옮겼을 때, 기존의 수치 데이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데이터의 특

성이 "펼쳐진다(unfolding)"(p. 218)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는 또한 다이

어그램을 통한 시각화가 문제 해결 및 증명의 아이디어를 발견하기 위한

강력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강조하였는데, 예컨대 한 학생이 수열

문제를 해결 하는 과정에서 아치 형태의 다이어그램을 활용한 사례에 대

한 연구를 제시하였다. 이 사례에서 학생은 수열을 시각적인 나열로 나

타내는 과정에서 아치 다이어그램을 통해 나열된 항들 사이의 공간적인

관계성을 탐구하여 그 안에 잠재되어 있던 해답의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었다.

Stylianou & Silver(2004)는 전문 수학자들과 대학생들의 다이어그램

사용 양상을 비교하기 위하여, 동일한 고등 수학 문제들에 대하여 시각

적인 표현의 잠재적인 활용가능성을 인식하는 정도와, 문제 해결 과정에

서 시각적인 표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수학자들의 경우 보다 넓은 범위의 수학 문제들에 대하여 시

각적인 표현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고 인식한 반면, 대학생들은

대부분 기하 관련 문제들에 한해서만 시각적인 표현의 활용가능성을 인

식하고 있었다. 또한 실제적인 활용 양상에 있어서도 수학자들의 경우

보다 빈번하게, 문제 해결의 전 과정에 걸쳐서 시각적인 표현을 활용하

고 있었으나, 대학생들의 경우 시각적인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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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다이어그램의 활용 여부가 개

인적인 선호도의 문제가 아니라 수학적인 역량의 수준이나 누적된 경험

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다이어그램의 활용 정도

가 수학적인 전문성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수학적 활동에서 다이어그램

자체의 생산적인 잠재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근거로서 해석해볼 수 있다.

Herbst(2004)는 기하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생들의 생산적인 추론을

지원하는 학생과 다이어그램 사이의 상호작용 방식을 밝히기 위하여, 행

위자와 다이어그램, 그리고 수학적인 대상 사이의 가능한 상호작용의 유

형을 구분하는 틀을 제시하고자 시도했다. 그는 다이어그램과의 상호작

용의 유형을 경험적인 상호작용, 표상적인(representative) 상호작용, 기

술적인(descriptive) 상호작용, 그리고 생성적인(generative) 상호작용 등

의 네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였다([그림 Ⅱ-3]). 경험적인 상호작용이란

다이어그램의 물리적인 특징이나 측정에만 의존하여 다이어그램의 구성

요소 자체를 마치 기하적인 대상처럼 다루는 경우를 가리키며([그림 Ⅱ

-3-(a)]), 표상적인 상호작용이란 다이어그램이 표상하는 것으로 여겨지

는 기하적인 대상의 이론적인 속성을 활용하여 다이어그램에 대해 진술

하는 경우를 말한다([그림 Ⅱ-3-(b)]). 또한 Herbst(2004)는 기하 수업

상황에서와 같이 알려진 정리에 대해 증명을 수행해야하는 상황에서는

다이어그램의 지각적인 특성에 대한 조작 및 관찰 결과를 기하적인 속성

으로 번역하고 이를 다시 적용하는 등의 경험적인 상호작용 방식과 표상

적인 상호작용 방식이 결합되어 동원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

한 유형의 상호작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술적인 상호작용이라 지칭하였

다([그림 Ⅱ-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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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기하 교수-학습 상황에서의 상호작용 유형 구분

(a) 경험적인 상호작용; (b) 표상적인 상호작용;

(c) 기술적인 상호작용; (d) 생성적인 상호작용

(O는 수학적 대상(object), D는 다이어그램(diagram), A 는 행위자;

Herbst, 2004, pp. 130-131, p.134)

나아가 그는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합리적인 추측을 생성해야 하는 상

황에서는 기술적인 상호작용과 구분되는 생성적인 상호작용 방식([그림

Ⅱ-3-(d)])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그리스 기하학에서 다이어그

램의 생산적인 기여에 관해 고찰한 Netz(1999)의 연구를 인용하며, "다

이어그램을 그리는 동시에 증명의 아이디어를 구상"(p. 134)하는 것을 생

성적인 상호작용의 예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상호작용 방식에서 다이

어그램은 단지 정신적인 이미지를 공간적으로 옮긴 최종적인 생산물로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이어그램 내에 주어지지 않은 새로운 구조가

추가되고 그 방향이 변경되는 등의 물질적인 변형을 통해 새로운 추측

생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이러한 방식의 상호작용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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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인 대상과 다이어그램 사이의 초기 연관성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이 [그림 Ⅱ-3-(d)]에서 끊어진 화살표로 강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Herbst(2004)의 연구는 V/A 모델과 같은 기존의 모델들에서 주로

시각적인 과정보다는 분석적인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과 달리, 다이

어그램과 신체적으로 맞닿은 상태(proximal contact)에서의 상호작용이

추론 및 추측 생성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목했다

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Chen & Herbst, 2013).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보다 나아가서, 주어진 다이어그램

의 구조적인 특성이 학생들이 수행하게 될 활동 및 상호작용의 양상 자

체를 결정지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Zhang & Norman, 1994;

Pantziara et al., 2009; Chen & Herbst, 2012). 즉, 다이어그램의 공간적

인 구조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인지적인 행동의 범위를 안내하

고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Zhang & Norman, 1994), 과제 내에 포함된

다이어그램의 존재 자체가 학생이 수행해야하는 과제의 본질을 달라지도

록 만든다는 것이다(Pantziara et al., 2009). Chen & Herbst(2012)는 주

어진 다이어그램의 구조가 일정 부분 불완전할 때 Herbst(2004)가 제안

한 생성적인 상호작용의 양상이 독특하게 관찰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가 제시한 연구 사례에서 학생들은 활동 과정에서 단지 주어진 다이어

그램의 요소를 지시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적인(virtual)

수학적 대상 또는 수학적 관계성과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가설과 추측을

생성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 때 학생들은 '그럴 것이다' 또는 '그래

야 한다'와 같이 불확실성을 표현하는 언어 양식과, 고정된 다이어그램

에 역동성을 부여하는 제스처를 포함하는 다중양식적인 기호적 자원들을

동원하여 다이어그램을 통해 새로운 추측을 생성할 수 있었다.

이처럼 다이어그램 및 다이어그램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수학 학습에

관한 연구들은 인간의 정신적인 활동으로서의 분석적인 과정에 종속된

요소 또는 과정으로 설명하는 접근 방식으로부터, 점차 물질적인 다이어

그램 자체와 그것과의 상호작용의 기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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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그 초점이 이동되어 온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 특히 20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Ferdinand de Saussure나 Gottlob Frege, Charles

Sanders Peirce와 같은 철학자들의 기호학 이론들이 수학교육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기호학 이론들은 다이어그램을 비롯

한 기호들을 다루는 인간 활동에 대한 조작적인 설명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다이어그램이 포함된 수학 교수-학습 현상을 다루는 수학교육

연구들 역시 기호학 이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였다(Bakker &

Hoffmann, 2005; Duval, 1995; Dörfler, 2005; Radford, 2008a;

Sáenz-Ludlow & Presmeg, 2006). 다음 절에서는 다이어그램을 통한 수

학 학습 현상에 대해 접근하는 데에 있어서 기호적인 접근을 취하는 것

의 필요성 및 유용성에 관해 살펴본다. 그리고 수학교육 영역에서 지배

적으로 받아들여지는 Peirce의 논의를 중심으로 기호로서의 다이어그램

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측면들에 관하여 고찰한다.



- 24 -

2. 다이어그램에 관한 기호적 접근

2.1. 기호학과 다이어그램

다이어그램이 포함된 수학 학습 현상을 다루는 연구들에서 다이어그램

은 어떤 방식으로든 수학적인 대상, 개념, 관계 또는 구조와 관련되거나

연결되며, 따라서 수학 학습에 있어서의 그것의 지위 및 역할에 대한 인

식론적인 논의는 다른 무언가를 연상시키거나 대리하는 요소로서의 '기

호'에 관한 논의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Otte, 2006). Peirce에 따르면

수학은 “가설적인 상태의 대상에 대한 진리에 관한 연구”(CP 4.233)라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기호를 다루는 활동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인식론은 기호 사용 방식과 그것의 역할에 관해 고찰하는 기호학적인 관

점에서 설명되기에 적합하다(Otte, 2006). 즉, 기호학은 '어떻게 다이어그

램과 같은 기호를 통해 수학에 접근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러

한 기호를 통한 수학 학습이 가능한가'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인

식론적인 논의를 위한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해준다(Bakker &

Hoffmann, 2005). 보다 구체적으로, Bakker & Hoffmann(2005)은 기호적

인 관점을 취함으로써 수학교육 영역에서 오랫동안 설명하고자 시도해온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접근할 수 있

도록 해준다고 지적하였다(p. 333).

Ÿ 수학적 지식의 가능성은 그것을 표상하는 것의 가능성에 달려있다.

(Ernest, 2006)

Ÿ 수학적 지식의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그러한 대상들에 대한 우리의

접근은 인식론적인 관점에서 기호들에 의한 중재를 통해 기술될 수

있다. (Otte, 2006; Roth, 2003; Steinbring, 2006)

Ÿ 수학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주어진 표현 체계 내에서, 그리고 서로

다른 표현 체계들 사이에서 표현들을 변형시키는 능력을 전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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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al, 2006)

Ÿ 표현은 필연적으로 서로 다른 지식 영역들을 연결한다. (Presmeg,

2006)

Ÿ 수학 학습의 필수적인 요소에는 수학 내에서 사용되는 기호의 의미의

문제가 포함된다. (Dörfler, 2000; Radford, 2006; Sa ́enz-Ludlow,
2006)

많은 수학교육 연구자들은 특히 Peirce의 실용주의적인 기호학을 수학

학습에 관한 인식론적인 접근의 바탕을 제공하는 기호적 관점으로 받아

들이고 이를 수학교육 이론에 적용시키고자 시도하였다(Bakker &

Hoffman, 2005; Dörfler, 2005; Otte, 2006; Radford, 2008a). 다음의 발췌

문에서와 같이 Peirce는 수학적인 사고와 학습의 과정에서 다이어그램을

비롯한 기호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강조하였다.

우리의 모든 사고는 떠올려지거나 실제로 지각되는 어떤 종류의 기호에 대하

여 수행된다. 특히 수학적인 주제에 대한 최적의 사고는 어떤 다이어그램 또

는 다른 종류의 도식에 대하여 상상 속에서 실험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사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생각을 가능하도록 한다.

(NEM Ⅰ, p. 122)

Peirce의 기호학에서 기호는 삼원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설

명된다([그림 Ⅱ-4]). 즉, 기호는 기호 자체와 그것이 참조하는 대상

(object), 그리고 기호에 대한 대응 또는 기호적 행위에 대한 효과로서

생성되는 또 다른 기호이자 의미로서의 해석체(interpretent) 등의 세 가

지 요소로 이루어진다(CP 8.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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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기호의 삼원적 모델 (Otte, 2006, p.22)

이러한 Peirce의 기호 모델은 기호작용을 주로 기표와 기의 사이의 관

계로 설명해왔던 전통적인 이원적인 모델을 삼원적인 모델로 확장시킴으

로써, 기호로부터 새로운 의미가 생성되는 인식론적인 현상에 대한 설명

력을 보완한다. 즉, Peirce의 삼원적인 기호 모델은 지식 또는 앎의 대상

과 그 대상의 의미 사이의 ‘매개자’로서의 기호의 역할에 주된 초점을 맞

추고 있다는 점에서 수학 학습 과정에 대한 인식론적인 반성을 가능하게

한다(Bakker & Hoffman, 2005). 특히 세 요소를 도입한 Peirce의 기호학

에서의 기호작용은 또 다른 기호로서의 해석체가 생성되고, 그 기호에

대하여 다시 기호작용이 일어나는 등 재귀적이면서도 무한한 변화와 생

성에 열려 있는 구조의 모델로서 설명된다. 이러한 설명 방식은 기호를

단지 하나의 사물이 아니라 역동적인 "과정"(Otte, 2006, p. 23)으로서 다

룰 수 있도록 해준다.

기호 및 기호적인 과정에 대한 Peirce의 설명의 근간에는 그가 인간의

경험의 구조를 포착하기 위해 제안한 존재의 세 가지 범주의 구분이 있

다(Otte, 2006; Radford, 2008a). 그가 말하는 어떤 대상의 1차성

(firstness)이란, 경험 세계에 어떤 가능성으로서 존재하는 비주관적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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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가로서의 특질(quale)을 가리킨다. 이는 주체와 대상 사이의 비분석적

인 마주침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으로서 인간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을 보장한다. 즉, 주체가 어떤 대상에 관하여 의식적으로 사

고하고 어떤 의미를 결정 짓기 이전에 존재하는 선-반성적이고

(prereflexive) 비결정적인(indeterminate) 사물의 존재 자체를 가리킨다.

2차성(secondness)은 주체가 1차성의 특질에 대해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사실성(factuality)을 가리킨다. 이는 어떤 대상이 경험적

인 사건 안에 포함되었을 때의 존재의 범주에 해당하는데, 다른 제 3의

대상과의 의미론적인 연결까지는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를 가리킨다. 3

차성(thirdness)이란 2차성에 의해 포착된 사실들 사이의 의미론적인 연

관이 이루어지고, 어떤 법칙, 습관, 또는 상징적인 관계가 확립된 상태를

가리킨다. 이러한 기본적인 범주 구분에 따르면 물질적인 기호로서의 다

이어그램 자체는 1차적인 대상에 해당하고, 그것에 대한 경험적이고 사

실적인 진술은 2차적인 대상에 해당하며, 그러한 진술들 사이의 논리-연

역적인 연관을 통해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구체적인 의미가 확립되면

이는 3차적인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Otte, 2006).

이러한 기본적인 범주 구분의 기반 아래에서 Peirce는 Kant와 같은 선

험주의적인 철학에서의 설명이 관찰과 같은 감각-지각적인 조작과 이성

적인 추론 사이에 "완고한 경계선을 긋는다"(CP 1.35)는 점을 비판하였

다(Radford, 2008a). 그는 Kant와 마찬가지로 지식에 대한 설명을 1차적

인 감각적 인상에 해당하는 직관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보았지만, Kant가

직관이 이해의 능력에 의해 종합되어 이성의 개념에 종속되는 것으로 설

명한 데에 반하여, Peirce는 감각들을 어떤 개념화를 통해 통합시키고,

그것을 적용한 감각을 다시 통합시키는 개념화가 이어지는 연쇄적인

"gradation"(CP 1.546)의 경로를 거쳐 직관으로부터 인지에 이르는 것으

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지점에서 Peirce의 기호학은 Plato 이후로 철학

및 인식론적 논의에서 소외되어 왔던 지각 및 감각적 행위의 인식론적인

중요성을 다시 회복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Radford, 2008a). 즉,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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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램을 포함하는 수학적 활동에 대하여 기호적인 접근을 취하는 것은

수학 학습에 대한 초점을 "난해하고 추상적이며 순수하게 정신적인 활동

으로부터, 지각 가능하며 그에 따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대상, 즉 다이어

그램적 표식(inscriptions)에 대한 물질적인 활동으로 전환"(Dörfler, 2005,

p. 66)시킬 수 있도록 해준다.

Peirce는 다이어그램이라는 용어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제시하거나

그 범위를 명확하게 지시하지 않았다. 그는 기호의 범주로서 관습적인

규칙에 따른 의미론적 연결에 의존하는 상징적(symbolical) 기호, 지각적

또는 형태적 유사성에 의존하는 도상적(iconic) 기호, 다른 무언가로 주

의를 유도하는 지표적(indexical) 기호로 구분하는 방식을 제안한 바 있

는데, 다이어그램의 경우 이러한 세 가지 중 특정한 하나의 범주로 구분

짓지 않았다. Peirce에 따르면 다이어그램은 “주로 관계를 나타내는 도상

에 해당하는데, 관습의 보조에 의해 그렇게 된다. 지표 역시 어느 정도

사용된다”(CP 4.418). 즉, 다이어그램은 도상적, 상징적, 지표적인 측면을

모두 갖는 복합적인 기호에 해당한다(Bakker & Hoffman, 2005). 다이어

그램에 관한 그의 설명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중요한 부분은 ‘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인데, 그는 심지어 기하적인 도형들뿐만 아니라 대수적인

공식과 같은 경우에도 부분적인 요소들 사이의 공간적인 관계가 다이어

그램으로서의 구조를 이룬다는 점을 지적하였다(Dörfler, 2016). 이상의

맥락에서 Peirce의 기호학에서 말하는 기호로서의 다이어그램은 특정한

범위에 속한 표현들로 한정될 수 없으며,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고려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시각적인 표현을 아우른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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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이어그램적 추론

Peirce는 기호로서의 다이어그램이 수학적 사고 또는 학습에 기여하는

방식을 “다이어그램적 추론(diagrammatic reasoning)”(CP 4.571)이라고

하는 특정한 추론 방식으로서 설명하였다. 그는 기호로서의 다이어그램

의 구성과 그것에 대한 실험 및 관찰으로 이루어지는 다이어그램적 추론

을 통해 수학이라는 영역 고유의 인식론적인 역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였다(Bakker & Hoffman, 2005;

Radford, 2008a).

어떻게 수학이 한편으로는 본질적으로 순수하게 연역적이며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결론을 이끌어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느 다른 관찰 과학들과 마찬

가지로 풍부하며 명백하게 무한히 이어지는 일련의 놀라운 발견들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는 오랫동안 수수께끼였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역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러한 두 주장들 중 어느 하나를 무너뜨리는 등의 다양한

시도를 해왔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진실은 모든 연역적인 추론, 심지

어 단순한 삼단논법조차도 관찰의 요소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즉, 연역적인

추론은 도상 또는 다이어그램을 구성하여 그것의 부분들의 관계가 추론의 대

상의 부분들에 대한 완전한 유추를 나타내도록 하고, 상상을 통해 이러한 이

미지에 대해 실험하고, 결과를 관찰함으로써 그 부분들 사이에 눈에 띄지 않

고 숨겨진 관계들을 발견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CP 3.363)

Peirce가 말하는 다이어그램적 추론의 과정은 거칠게 세분화시켜보았

을 때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Bakker & Hoffman,

2005). 먼저, 다이어그램을 구성하는 단계이다. Peirce가 말하는 구성에는

기하에서의 작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문자나 선을 시각적으로 배열하는

것 역시 포함된다(Radford, 2008).

다음으로, 다이어그램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특히

Peirce는 이 실험의 단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즉 다이어그램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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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생각하거나 추론할 때 무언가를 ‘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무엇인가가 수행 될

(DONE; 원문 대문자 강조) 필요가 있다. 기하학에서는 보조선이 그려진다.

대수에서는 가능한 변환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관찰의 기능이 작동된다.

(CP 4.233)

마지막으로, 수행한 실험의 결과에 대해 관찰하고 반성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부분들 사이에 눈에 띄지 않고 숨겨져 있던 관계들을 발

견”(CP 3.363)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반성을 통해 우리의 사고에

새로운 무언가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다이어그램적 추론이 인식론적

인 과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는 단계에 해당한다(Bakker &

Hoffman, 2005).

우리는 지속적으로 견고한 사실과 부딪힌다. 우리는 단일한 무언가를 기대하

였거나 그것을 수동적으로 당연하게 여겼으며 그것의 이미지를 마음속에 가

지고 있었지만, 경험은 그러한 생각을 배경으로 밀어내고 우리로 하여금 완전

히 다르게 생각하도록 강요한다. (CP 1.324)

이상에서 구분한 세 단계의 과정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거나 반드시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Peirce는 특정한 가설에

의해 제공된 규칙에 따라 다이어그램이 구성되는 과정 중간에도, 관찰을

통해 기존의 규칙 내에는 명시되지 않았던 부분들 사이의 새로운 관계가

발견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CP 3.560). 또한 실험 및 관찰을 통해 발

견된 관계성이 특정한 다이어그램의 구성 내에 항상 존재하는 것을 확인

하기 위해서는 다시 일정한 실험이 요구된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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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호로서의 다이어그램에 관한 관점 구분1)

여러 연구자들이 Peirce의 다이어그램적 추론에 관한 논의를 수학교육

적으로 재해석하여 기호로서의 다이어그램이 어떠한 측면에서 수학 학습

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연구자들에 따라 주로 주

목하는 초점에는 차이가 있었다(Dörfler, 2001; 2005; Otte, 2006;

Radford, 2008a).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자들의 서로 다른 초점을 기

준으로 수학 학습에 기여하는 기호로서의 다이어그램을 바라보는 관점의

구분을 시도한다.

먼저, Dörfler(2001; 2005)의 경우 Peirce의 논의를 재해석하면서 수학

적 추론 및 교수-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시각적인 표식들이 수학

적인 개념 및 아이디어에 대한 탐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에 강조점을 두었다. 즉, 수학적 활동의 맥락에서는 다이어그램이 기호로

서 작동하기 위해 요구되는 필수적인 ‘다이어그램적 특성

(diagrammaticity)’으로서의 구조가 있다는 것이다(Dörfler, 2005). 그는

다이어그램의 구조를 변형, 구성, 분해 또는 결합하는 등의 관습적인 규

칙에 기반을 둔 조작적인 작업들이 존재하며, 이와 같은 특정한 조작이

동반하지 않는다면 Peirce가 말하는 다이어그램을 통한 추론은 효과적으

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즉, 다이어그램적 추론을 수학적인 활

동으로 재해석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측면은, 어떤 조작적인

활동의 결과에 대한 관찰을 통해 불변하는 속성으로서의 규칙성을 감지

해내는 데에 있으며, 이는 다이어그램의 특정한 구조를 인식하고 그러한

구조에 관습적인 조작을 적용하는 것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Dörfler(2005)는 다이어그램을 수학 학습에서 기여하는 기호로서

고려하는 데에 있어서, 그것 자체의 구조적인 관계성과 함께 그것의 구

조와 관련된 조작 규칙들로 구성되는 모종의 기호 체계를 상정하고 있

1) 본 절의 내용은 노정원, 이경화(2021)의 일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옮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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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따라 수학 학습에서 다이어그램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는 다이어그램의 조작 가능한 구조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측면은 서로 다른 기호 체계 사이의 조작적인 변환 가능성

에 대해 인식하는 문제로도 연결된다(Dörfler, 2005).

반면에 Otte(2006)는 Peirce의 기호학을 수학교육에 관한 이론으로 받

아들이면서, 수학 학습에 기여하는 모든 기호들이 기존에 주어져 있는

체계에 속하거나 관습적으로 확립된 규칙에 따라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지점에 강조점을 두었다. 즉, 기호적인 활동 과정에는 관습적인

규칙을 따르지 않는 불완전한 표현 또는 우발적으로 생성된 표식 등의

비상징적인 기호들 역시 나타나며, 이들 역시 수학적인 발견, 의사소통

및 지식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

이다. Peirce의 기호의 유형 구분을 통해 설명하자면, 다이어그램은 실제

적으로 그것이 동원된 상황적인 맥락에 따라 관습적인 기호로서의 상징

뿐만 아니라 지각적, 형태적 유사성에 의존하는 도상(icon)이 될 수도,

또는 다른 무언가로 주의를 유도하는 지표(index)가 될 수도 있으며, 이

는 다이어그램이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에 달려있다(Otte, 2006).

Otte(2006)는 Peirce의 기호학이 이러한 두 가지의 비상징적인 기호 유형

을 도입함으로써, 은유와 같이 고정적이거나 확립된 규칙으로 환원되지

않는 역동적인 방식의 해석의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수학적인 담론 내에

새로운 아이디어나 가설이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설명력을 갖추

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수학적인 추론 및 학습 과정에서 다이

어그램의 작동은 어떤 특정한 체계 내에서의 조작 규칙에 지배되는 고정

적인 과정이 아니라 당면하고 있는 경험적인 맥락에 따라 고정(fixation)

과 변형(transformation)의 사이를 변증법적으로 오가는 "살아있는 과정

(living process)"(Otte, 2006, p. 18)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Radford(2008a)는 Peirce의 다이어그램적 추론에 관한 논의의 핵

심적인 부분으로서, Plato 이후로 철학 및 인식론적 논의에서 소외되어

왔던 지각 및 감각적인 행위의 인식론적인 중요성을 다시 전면에 내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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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Peirce는 시각적인 배열로서의 다이어그램의 부분

들 사이에는 “그것을 형성하도록 한 사전규칙(precept)에는 언급되지 않

았던 새로운 관계”가 존재하며 이는 다이어그램적 실험과 관찰을 통해

발견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CP 3.560). 여기서 Peirce가 말하는 ‘발견

될 새로운 관계’는 인간의 의식 수준에서의 기호적인 경험에 앞서 존재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Radford, 2008a). 이러한 맥락에서 Radford(2008a)

는 Peirce의 논의에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다이어그램적 추론의 인

식론적인 잠재성을 보장하는 근원이 Peirce가 제시한 존재의 기본 범주

의 구분에서 가장 근본에 해당하는 1차적인 존재성에 놓여있다고 해석하

였다. Peirce가 말하는 1차성이란 주체의 의식적인 사고의 영역에 포함되

어 어떠한 의미가 결정 지어지기 이전에 존재하는 선-반성적이고 비결

정적인 사물의 존재 자체를 말한다(Otte, 2006). Radford(2008a)는 이러

한 Peirce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재해석하여, Peirce가 이와 같은 경험 세

계에 놓여 있는 비주관적인 존재성을 받아들임으로써 Kant 철학에서와

같은 선험주의를 피할 수 있었으며 인식론적인 여정의 가장 기초적인 근

본적인 단계로서의 경험 세계와의 “비분석적인 마주침”(CP 1.306)의 중

요성을 부각시켰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Radford(2008a)의 재해석은

Peirce의 다이어그램적 추론에 관한 논의에서 어떤 체계나 맥락 내에서

특정한 의미를 지니게 되기 이전의 경험 세계에 존재하는 물질적인 대상

자체로서의 다이어그램과의 물질-감각적인 마주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Peirce의 기호학에서의 다이어그램의 인

식론적인 잠재성에 관한 논의를 수학교육적으로 재해석한 연구자들이 주

목해온 서로 다른 초점으로서, (1) 어떤 체계를 이루는 관습적인 조작 규

칙의 적용이 가능한 특정한 구조적인 표식으로서의 측면, (2) 역동적인

기호적인 활동 과정의 맥락에 포함된 경험적인 대상으로서의 측면, (3)

그리고 지각적인 관찰 및 실험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감각적인 대상 자

체로서의 측면 등의 세 가지 초점을 도출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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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초점을 기준으로 기호로서의 다이어

그램과 수학 사이의 관계성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구분해보고자 한다. 먼저 (1)의 측면과 관련하여 다이어그램을

어떤 체계를 이루는 관습적인 규칙에 따라 구성 및 변형 가능한 구조적

인 대상으로 보고, 그것의 구조와 규칙 체계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여 설

명하는 관점이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 (2)의 측면과 관련하여 학습 과정

에서 다이어그램이 실제적으로 활용되는 구체적인 맥락에 주목하여 그것

이 동원되는 수학적인 활동의 맥락에 따라 다이어그램과 수학 사이의 관

계성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관점이 있을 수 있다. 마

지막으로 (3)의 측면과 관련하여 물질-감각적인 대상으로서의 다이어그

램 자체에 새로운 수학적인 의미 생성의 잠재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입장

을 취하며 다이어그램이 그려지고 수정되는 등의 그것 자체의 변화에 주

목하여 설명하는 관점이 있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이와 같은 세

가지 관점을 각각 (1) 구조-기반 관점, (2) 맥락-기반 관점, (3) 물질-기

반 관점이라 부르기로 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와 같이 구분 된 관점들의

생산적인 활용을 위하여 관점들 사이의 차이를 비교하고 연결 가능성을

확인하는 네트워킹을 시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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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호로서의 다이어그램에 관한 관점들의

네트워킹

이 장에서는 두 번째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전 장에서 구분하여

제시한 기호로서의 다이어그램에 관한 세 가지 관점, 즉 구조-기반 관

점, 맥락-기반 관점, 물질-기반 관점 사이의 네트워킹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먼저 1절에서는 서로 다른 이론적 관점들 사이의 상호적인 대화와

연결을 위한 방법론으로서 네트워킹 전략에 관해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네트워킹의 개요를 제시한다. 2절에서는 각각의 관점에

대한 이해 및 관점들 사이의 비교를 위하여 각 관점을 취하고 있는 것으

로 구분되는 실제적인 연구 사례들에 대해 분석해 보고, 다이어그램과

수학 학습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방식 상에서의 구체적인 차이를 드러

내는 틀을 제시한다. 3절에서는 이전 절에서 도출한 틀을 바탕으로 관점

들 사이에 가능한 연결 지점을 파악하고 그 연결 가능성에 관해 논의한

다. 특히 기존에 수행된 네트워킹 연구 사례를 바탕으로 관점들 사이의

연결을 실천적인 사례 분석에 적용시킬 방안을 모색한다.

1. 관점들 사이의 네트워킹 개요

수학 교수-학습은 단일한 이론적 관점만으로는 설명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다면적인 현상이라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필요로 한다(Bikner-Ahsbahs & Prediger, 2006; Prediger et al.

2008). Sriraman & English(2005)는 수학교육 영역의 이론이 다양하게

분화되어 온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수학 학습에 대한 여러 이론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그럴듯한 설명 방

식 중 하나는 수학적인 지식의 구성에 관한 인식론적인 관점이 다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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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가능한 설명 방식은 수학교육이 과학

의 '순수한' 학문들과 달리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인 측면에 크게 영

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p. 452)

여러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이론적 다양성이 수학교육 연구 공동체에게

있어서 한편으로 복잡한 수학 학습 현상에 접근하기 위한 풍부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한계를 가져올 위험성 역시 갖는

다는 점을 지적하였다(Arzarello et al., 2007; Bikner-Ahsbahs &

Prediger, 2006; Prediger et al. 2008; Scheiner, 2020). 즉, 이론적 관점의

다양성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연구 공동체에게 극복해야 할

도전적인 과제를 남긴다(Arzarello et al., 2007, pp. 1618-1619).

Ÿ 의사소통의 문제

서로 다른 이론적 틀을 취하는 연구자들은 서로 다른 배경, 언어 및

암묵적인 가정으로 인하여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다.

Ÿ 경험적인 연구 결과의 통합의 문제

이론적인 관점이 다른 연구자들은 경험적인 현상에 대하여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서로 상당히 다른 연구의 결과를 얻는다.

어떻게 서로 다른 연구의 결과를 통합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최소

한 그들 사이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Ÿ 학문적인 진보의 문제

수학 교실의 개선은 수학교육 연구와의 공동의 장기적인 진보 가능성

에 부분적으로 의존하는데, 그 과정에서 학교에 대한 탐구와 개념화

가 경험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연속적으로 구축된다. 그러나 만약 각

각의 연구가 다른 연구와 연결될 수 없는 서로 다른 이론적 틀을 사

용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관점들의 공약불가능성

(incommensurability)은 때때로 동시에 양립할 수 없거나 심지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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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되는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교수-학습 실제의 개선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해당 연구 분야의 신용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데, 즉 자체적인

생산물들에 대하여 논의하고, 대조하고, 검증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대처하는 동시에 다양한 이론적 관점들

을 수학 학습 현상의 복잡성을 다루기 위한 풍부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이론적인 관점들을 제각기 고립된 개념적인 공간, 또는

공리계 내에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담론적인 공간을 구축하여

서로 다른 이론들 사이의 연결과 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Radford,

2008b). 이러한 맥락에서 Bikner-Ahsbahs & Prediger(2006)는 단순히

여러 이론적 관점들을 통합하여 관점의 수를 줄여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들 각각의 고유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그들 사이의 연

결과 대화를 시도하는 ‘네트워킹’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Radford(2008b)는 서로 다른 이론적 관점들 사이의 연결을 추구하는 네

트워킹과 같은 작업이 각 이론의 고유한 정체성의 파악과 국소적인 통합

의 변증법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즉, 서로 다른

이론들 사이의 메타적인 연결 및 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각의

이론들의 정체성에 해당하지만 해당 이론 내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여지는 요소들을 어느 정도 단순화된 형태로 추출해내어 공통의 개념

적인 담론 공간을 구축해낼 필요가 있다(Radford, 2008b). 또한 이후의

국소적인 결합 또는 종합과 같은 작업은 단지 이론적인 수준에서의 개념

적 구성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수준에서의 경험적인 분석을 동반하는 나

선형의 과정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Bikner-Ahsbahs & Prediger,

2006).

이상의 맥락에서, Prediger et al.(2008)는 복수의 이론적인 관점들을

연결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통합 정도의 수준에 따라 [그림 Ⅳ-1]의

틀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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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이론적 접근들을 연결시키기 위한 전략들에 대한 조망

(Prediger et al., 2008, p. 170)

[그림 Ⅲ-1]에서 양 끝에 위치한 ‘다른 이론을 무시(ignoring other

theories)’하는 전략과 ‘전체적 일체화(unifying globally)’ 전략은 서로

다른 수준의 통합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한 척도의 역할을 하는데,

Prediger et al.(2008)은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전략들을 "네트워킹

전략"(p. 170)으로 구분하였다. 즉, 네트워킹이란 서로 다른 이론적 접근

방식들의 정체성을 존중하면서 그 부분들 사이의 가능한 연결 관계를 설

정하고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연구 전략에 해당하며, 양극단에 있는

전략들의 경우 실제적으로 실행 가능한지 여부를 떠나서 네트워킹의 기

본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된다. 각각의 네트워킹 전략들

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Prediger et al., 2008; Prediger &

Bikner-Ahsbahs, 2014).

Ÿ 이해하기 및 이해 가능하도록 만들기 전략은 대표적인 연구 사례들

을 통해 해당 관점에서의 연구 실천과 그것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관점들을 연결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에

해당한다.

Ÿ 비교 및 대조 전략은 가장 전형적으로 시도되는 연결 전략으로서, 서

로 다른 관점들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와 그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

한 기반을 제공한다. 비교의 경우 관점들에 대한 중립적인 분석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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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는 반면, 대조의 경우 그들 사이의 차이점을 보다 강조한다. 비교

또는 대조를 통해 관점들 사이의 연결 가능성을 파악해볼 수 있는데,

그들 사이의 유사성은 연결 지점이 될 수 있으며 차이점은 개별적인

장점을 볼 수 있도록 한다.

Ÿ 결합(combining) 및 조정(coordinating) 전략은 경험적인 현상을 기

술하고 이해하거나 특정한 연구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둘 이상

의 이론적인 관점들을 연결시키는 전략이다. 이는 서로 다른 관점에

서 동일한 현상을 바라봄으로써, 해당 현상에 대한 통찰력을 심화시

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합과 조정은 각 이론적 관점의 개념 요소

들의 호환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데, 결합 전략의 경우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병치시키는 것으로, 각 관점의 요소들이 충분히 호환가

능하지 않거나 기본적인 가정에서 서로 충돌하더라도 다면적인 통찰

을 목표로 결합을 시도할 수 있다. 반면 조정의 경우 서로 다른 이론

의 요소를 적절하게 맞추어서 하나의 개념적인 틀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는 호환가능한 핵심적인 요소가 공유되었을 때 시도할 수 있다.

Ÿ 국소적 통합(integrating locally) 및 합성(synthesizing) 전략은 서로

다른 이론적 관점들을 연결시켜 하나의 새로운 통합된 이론의 구성을

목표로 하는 전략이다. 합성의 경우 동등한 수준으로 안정적인 관점

들을 대칭적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관점으로 합치는 경우를 가리키며,

국소적인 통합의 경우 한 쪽의 관점이 보다 상세한 다른 관점 쪽에

비대칭적으로 통합될 때를 가리킨다.

Prediger et al.(2008)은 일정 수준의 통합을 요구하는 연결 전략을 적

용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관점들 사이의 호환성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러한 고려 없는 섣부른 시도는 임의적으로 이어붙인 조각보

(patchwork)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Prediger et

al.(2008)의 틀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통합의 정도를 갖는([그림 Ⅲ-1]의

축에서 오른쪽에 가까운) 전략은 그 이전에 수행된 보다 덜 통합적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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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서의 작업을 기반에 두고 수행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는 것이다(Prediger et al., 2008).

이상의 맥락에서 본 장의 남은 부분에서는 Prediger et al.(2008)의 틀

을 기반으로 이전 장에서 구분하여 제시한 기호로서의 다이어그램에 관

한 세 가지 관점, 즉 구조-기반 관점, 맥락-기반 관점, 물질 기반-관점

사이의 네트워킹을 시도한다. 먼저 2절에서는 관점들 사이의 연결 가능

성에 관해 논의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네트워킹 전략으로서, 관점들에 대한 이해 및 관점들 사이의 비교 작업

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각각의 관점으로 구분되는 실제적인 연구 사례

들에 대해 분석하여, 서로 다른 관점 하에서 구체적으로 다이어그램과

수학 학습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이어서 3절에서는 이전 절에서의 작업을 기반으로 관점들

사이의 가능한 연결 지점을 파악하고 현 수준에서의 연결 가능성에 관해

논의한다. 특히 기존에 수행 된 네트워킹 연구 사례를 바탕으로 경험적

인 현상에 대해 복수의 관점을 적용하여 관점들 사이의 연결을 시도하는

결합 및 조정 전략의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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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점들에 대한 이해 및 비교2)

이 절에서는 이전 장에서 구분하여 제시한 기호로서의 다이어그램에

관한 세 가지 관점, 즉 구조-기반 관점, 맥락-기반 관점, 물질 기반-관점

등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구분되는 실제적인 연구 사례들의 구체적인 양

상에 대해 분석해봄으로써 각각의 관점들에 대해 이해하고,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각 관점 하에서 다이어그램과 수학 학습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

는 방식 상에서의 차이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연구

사례들의 경우, 다이어그램 및 다이어그래밍 과정에 대한 실제적인 분석

을 포함하고 있는 연구들 중에서 세 관점 사이의 차이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연구들을 선택하여 질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 사례 수

집은 권위 있는 학술지에 게재된 주요 연구자들의 문헌들을 중심으로 해

당 문헌들의 참고 문헌과, 또 해당 문헌들을 참고한 문헌들을 검토해나

가는 눈덩이식 표집(snowball sampling) 방식으로 수행되었으며, 그 중

일부 사례들을 본문에 제시하였다.3)

본 절에서의 분석은 각각의 선행연구의 세부적인 디테일을 온전하게

소개하고 요약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기보다는, 서로 다른 관점 사

2) 본 절에서의 분석은 노정원, 이경화(2021)의 분석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옮긴 것이다.

3) 본 연구에서는 넓은 범위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다이어그램의 의미를 채택하

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다이어그램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는 선

행연구의 범위도 상당히 광범위하다. 특히, 많은 연구들에서 다이어그램, 그

래프, 그림, 모델, 표현(representation), 예(example), 응답(response) 등의

다양하고 포괄적인 어휘들이 이러한 다이어그램들을 지칭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는데, 연구 결과에 관련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키

워드가 제목이나 초록 등의 연구의 전면에 포함되지 않은 연구들도 상당하다

는 점에서 키워드 검색과 같은 방식으로 문헌들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통

해 사례를 구분하는 작업을 시도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기

호학 및 시각화, 기하 학습 등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이슈를 다룬 주요 학술

지의 특별호에 게재된 문헌들을 출발점으로 삼아 범위를 넓혀나가는 방식으

로 문헌을 수집하여 검토하였다(e.g., Educational Studies in Mathematics,

77(2-3); ZDM – Mathematics Education, 46(1);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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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메타적인 비교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공통의 담론 공간의 구축을 목

적으로 하여 각 연구들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암묵적인 가정들을 어느

정도 단순화된 형태로 추출하고 압축하여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Gellert, 2008; Radford, 2008b). 따라서 이후의 요약 및 논의 부분에서

제시되는 종합적인 비교 틀은 일정 범위의 연구들에서의 설명을 아우르

는 포괄적인 설명 방식을 압축적으로 제시한 것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분석에 동원된 각각의 선행연구들의 세부적인 측면들과는 부분적으로 차

이가 있을 수 있다.

이하의 2.1.∼2.3.에서 각 관점에 따른 연구 사례들을 분석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 관점에서의 연구들이 주로 바탕을 두고 있는 인식

론적인 배경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호로서의 다이어그램과 수학 사이의

관계성과 관련하여 연구자들이 취하고 있는 관점에서의 차이는 보다 근

본적으로 수학 학습에 있어서의 기호의 역할에 관해 설명하는 방식에서

의 차이로부터 기인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배경 이론의 영향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서로 다른 인식론적 배경 아래에서 동일한

현상에 대해 연구자들이 주로 주목하게 되는 분석의 초점은 서로 달라지

며, 이러한 차이는 다이어그램과 수학 학습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방

식에서 있어서도 차이를 낳게 된다. 이에 따라 서로 다른 관점에서의 연

구들이 수학 학습 자체를 개념화하는 방식 및 다이어그램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에서의 차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덧붙여, 다이어그램과 관

련하여 교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는 방식에서의 차이

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2.4.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기호로

서의 다이어그램에 관한 세 가지 관점에서의 설명 방식 사이의 차이를

조망하는 틀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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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구조-기반 관점

구조-기반 관점은 다이어그램을 어떤 체계를 이루는 관습적인 조작 규

칙에 따라 구성 및 변형 가능한 구조적인 대상으로 보고, 특정한 방식으

로 조작 가능한 구조적인 요소들 사이의 관계가 수학적인 의미를 표상하

는 것으로 설명하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Margolinas & Wozniak(2014)

의 연구에서 구슬이 꿰어진 실 모델을 따라 그린 학생들의 다이어그램에

대하여 관습적인 수직선 좌표 체계상의 규칙에 비추어 그것의 구조적인

요소들이 방향과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적절하게 표상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분석한 것은 구조-기반 관점에서의 접근이라 볼 수 있다([그림 Ⅲ

-2]).

[그림 Ⅲ-2] 구슬이 꿰어진 실 모델을 따라 그린 학생들의 다이어그램

(a) 방향과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이 포함되지 않은 다이어그램; (b)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은 포함되었으나 방향을 나타내는 표현은 포함되지 않은

다이어그램; (c) 방향과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이 모두 포함된 다이어그램

(Margolinas & Wozniak, 2014, pp. 35-36;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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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npaß & Steinbring(2014)의 연구에서는 한 학생이 수직선을 해석

하는 방식의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수직선을 이루는 구조적인 요소들을

낱낱으로 해석하는지 또는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모종의 체계를 이루는

상징적인 요소들로 해석하는지 여부에 주목하였다. 여기서 연구자들은

학생의 서로 다른 해석 방식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인지적인 틀

에 기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참조 틀의 유형을 다이어그램

의 구조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 방식에 따라 구분했다는 점에서 구조-기

반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라 볼 수 있다. Mulligan et al.(2020)은 기하

적 패턴의 구조에 대한 아동들의 인식 발달을 위한 종단적인 프로그램

과정을 연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아동들이 그린 다이어그램은 패턴의

규칙적인 반복, 대칭, 균등한 분할 등을 공간적인 구조에 반영한 정확도

에 따라 수준이 구분되었다([그림 Ⅲ-3]).

[그림 Ⅲ-3] 큰 육각형 안에 여러 개의 작은 삼각형을 그려 넣는 과제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 구분 (Mulligan et al., 2020, p. 672)

이러한 접근을 취하는 연구들은 다이어그램과 수학 사이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다이어그램의 구조적인 조직화와 담론적인 기능에

초점을 맞춘다(Santi, 2010). 이와 같은 접근 방식에 배경을 제공하는 대

표적인 이론적 연구로서 Duval(1995; 2006)의 기호적 표현 레지스터 이

론(Theory of Register of Semiotic Representation, 이하 TRSR)이 있다.

TRSR에서 기하적 도형이나 데카르트 그래프, 수직선과 같은 수학적 다

이어그램은 제각기 고유한 표현 역량과 특정한 변환 규칙을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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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체계인 ‘레지스터’에 속한 기호로서 고려된다. 이러한 관점의 연구

들에서 다이어그램과 관련된 주요한 분석 초점은 해당 기호 체계를 이루

는 조작 규칙의 적용 가능성과 관련하여 다이어그램의 구조상의 표현 요

소를 체계적으로 식별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TRSR에서는 이와 같은 기

능을 하는 다이어그램의 구조적인 요소를 가리켜 "형상적 단위(figural

unit)"(Duval, 1995, p. 145)라 지칭하였다. 예를 들어, Margolinas &

Wozniak(2014)의 분석에서 실의 방향을 나타내는 매듭과 같은 표현, 위

치를 나타내는 구슬의 색깔 구분 등의 표현 요소들이 형상적 단위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있다([그림 Ⅲ-2]). Steenpaß & Steinbring(2014)의 연구

에서는 사전 분석을 통해 수직선의 형상적 단위에 해당하는 주목할 만한

구조적인 요소들의 목록을 제시하였다([그림 Ⅲ-4]). 연구자들은 완전하

고 객관적인 요소들의 목록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들에 대한 해석

은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주어진 요소들 사이의 상호적

인 관계성으로부터 수학적인 기호 체계가 구성된다는 점에서 이들을 사

전에 식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림 Ⅲ-4] 수직선에서 주목할 만한 구조적 요소들

(1) 가장 왼쪽의 긴 눈금; (2) 단일한 눈금;

(3) 눈금들의 서로 다른 길이; (4) 아치형 표시; (5) 기본 단위

(Steenpaß & Steinbring, 2014, p. 6)

이러한 관점의 연구들에서는 수학 학습을 다이어그램의 구조적인 관계

성 및 그것의 구조에 적용 가능한 체계적인 조작 규칙에 관한 이해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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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해 나가는 인지적인 과정으로서 설명한다. TRSR에서 핵심적인 학습

요소로 강조되는 것은 한 레지스터 내에서 동일한 대상을 나타내는 표현

들 사이의 처리(treatment) 및 서로 다른 레지스터(e.g., 시각적 레지스터

와 담론적 레지스터)에 속하는 표현들 사이의 변환(conversion)과 같은

조작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Duval, 2006). 예

컨대 특정한 이차함수를 나타내는 다이어그램과, 동일한 수학적 대상을

나타내지만 다른 레지스터에 속하는 기호적 표현에 해당하는 대수식 사

이의 관계는 [그림 Ⅲ-5]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이 때 다이어그램의

구조적인 요소들과 관련된 조작 규칙들을 대수식의 요소들과 대응 시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Ⅲ-5] 동일한 수학적 대상에 대한 두 가지 서로 다른 레지스터에

따른 기호적 표현 (Presmeg, 2006, p. 21)

Presmeg(2008)는 학생들의 함수 이해 수준을 이러한 처리 및 변환 가

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Margolinas & Wozniak(2014)의 경우 학생들의 다이어그램의 효과성을

기수와 서수로서의 수의 기본 속성에 대한 개념 인식이 발달하는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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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지어 논의하였다. Steenpaß & Steinbring(2014)은 학생이 수직선의

구조적인 측면을 해석하는 방식에서의 차이가 개인의 해석 스킴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했으며, Mulligan et al.(2020) 역시 학생들의 수준

의 변화를 패턴 구조의 규칙성에 관한 인식이 발달해나가는 과정으로 보

았다.

이와 같은 방식의 설명에서 수학 학습 과정에서의 다이어그램의 역할

은 그것의 부분들 사이의 구조적인 관계와 특정한 조작 하에서 불변하는

성질 등에 의해 수학적 대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참조 수단에 해

당한다. 이러한 설명은 기호 체계를 구성하는 규칙이나 구조적인 관계성

등을 고려한 의도적인 조작을 통해서만 다이어그램이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다이어그램 자체보다는 그것의 구조에 관한

규칙들로 이루어진 기호 체계 쪽에 보다 주요한 역할을 할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Iori, 2017). 이에 따라, 다이어그램의 구조적인 관계성 및 조

작 규칙에 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교사와 같은 전문가에 의한 적극적

인 교수학적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TRSR에서 설명하는

다이어그램의 처리나 다른 기호적 표현으로의 변환과 같은 조작은 기호

체계에 관하여 불완전하게 이해하고 있는 학습자 수준에서는 자발적 또

는 즉흥적으로 일어나기 어렵다(Santi, 2010). Steenpaß &

Steinbring(2014)은 다이어그램을 "시각적인 보조물(visual aids)"(p. 3)이

라 표현하면서 그것 자체만으로는 수학적인 의미가 전달될 수 없으며 교

사가 주도하는 담론적인 맥락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였다.

Margolinas & Wozniak(2014)의 경우 교사의 직접적인 지도가 아닌 주

어진 교수학적 상황 맥락을 통한 간접적인 개입 전후의 변화에 주목하였

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활동만으로는 수직선과 서수의 개념 이해를 돕

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Mulligan et al.(2020)의 연구는

종단적인 프로그램의 결과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교사의 교수학

적 개입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프로그램

도입 시에 교사들에게 주어진 가이드라인이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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숍 등에 대해 비중 있게 언급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교수학

적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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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맥락-기반 관점

맥락-기반 관점은 다이어그램이 지닌 기호적인 관계성을 수학 학습 과

정에서 그것이 동원되는 실천적인 수학적 활동의 맥락에 의존하여 설명

하는 입장을 말한다. 이러한 설명 방식은 주로 Vygotsky(1986)의 영향

하에서 기호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접근을 취해 온 수학교육 연구들에

서 살펴볼 수 있다(e.g., Arzarello, 2006; Bussi & Marriotti, 2008;

Radford, 2009; 2010; 2015). 이와 같은 접근을 취하는 연구들에서의 분

석은 다이어그램 자체의 구조적인 특성보다는 그것이 생성되고 활용되는

활동 과정을 둘러싼 사회-문화적인 맥락에 주된 초점이 맞춰지며, 이에

따라 형태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이어그램일지라도 그것이 포함된

맥락에 따라서 기호적인 지위 및 역할이 다른 방식으로 설명된다. 예를

들어, Bussi & Baccaglini-Frank(2015)의 연구에서 학생들이 활동 초기

에 그린 화살표는 활동에 사용된 로봇에 달려있는 명령 버튼을 따라 그

린 도상적인 기호로 해석되었지만 이후 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화살표들

은 로봇의 이동을 나타내는 지표적인 기호로도, 직각이라는 기하적인 의

미를 갖는 상징적인 기호로도 분석되었다. 또한 맥락-기반 관점의 연구

들에서는 학생들이 활동 중에 생산한 비형식적인 표현들에 대하여 수학

적인 사고 및 이해가 발달해나가는 상호작용 과정의 맥락에서 그것이 지

닌 잠재적인 수학적 의미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인다. 이러

한 경향은 앞서 살펴본 구조-기반 관점의 연구들에서 특정 시점에서의

학생들의 불완전한 다이어그램을 그들의 이해 수준의 문제와 연관 짓고

적극적인 교수학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Radford(2009)의 사례에서 학생들이 문제의 상황 속 인물의

이동 과정을 비형식적으로 표현한 다이어그램의 경우 학생들이 이전에

그래픽 계산기로 생성한 직교 좌표계의 그래프보다 불완전하게 시간과

위치에 대한 정보를 표현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그리는 과정에서의 학생

들 사이의 구체적인 상호작용 및 화살표나 제스처 등의 기호 사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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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이 제시되었다([그림 Ⅲ-6]).

[그림 Ⅲ-6] 학생들이 그래픽 계산기로 생성한 다이어그램과 직접 그린

다이어그램 (Radford, 2009, p. 471; p. 475)

이와 같은 관점에서 수학 학습은 특정한 실천적인 맥락 내에서 다이어

그램과 같은 기호가 동원되고 활용되는 방식이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변

증법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으로 설명된다. 예를 들어, Radford(2010;

2015)는 수학 학습을 학생들의 수학적 활동에 내포된 어떤 가능성으로서

의 불완전한 문화적 지식이 점차 어떤 단일한 관습적인 형식으로 결정되

어 가는 대상화(objectification)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러

한 과정은 단순히 어떠한 관념적인 지식을 획득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

라 교사 및 또래 집단과 문화적인 인공물 등과의 역동적이고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실현되며, 다이어그램을 비롯한 감각적인 기호들이 이

과정을 매개한다([그림 Ⅲ-7]). 이러한 설명에서 다이어그램과 수학적인

대상 사이의 관계는 사회적, 역사적으로 성문화된 행동과 사고의 형식으

로서의 사회적인 실천을 통해서만 드러나며, 이러한 관계성은 활동 자체

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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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7] 대상화 과정을 이루는 교실 활동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

(Radford, 2015, p. 556)

Bussi & Marriotti(2008)의 경우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문화적인 인

공물을 도입한 교실 맥락 내에서의 수학 학습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는

데, 이러한 맥락에서의 수학 학습은 인공물을 가지고 수행하는 활동, 그

활동을 통한 개인적인 기호의 생산, 그리고 수학적인 논의를 통한 집단

적인 기호의 생산 등의 과정들이 순환적으로 반복되는 "교수학적 순환

"(Bussi & Marriotti, 2008; p. 15)을 통해 학생들의 기호 사용 방식이 점

차 정교화 되는 과정으로 설명된다. 이 때, 동적 기하 소프트웨어나 교재

등에 주어진 수학-문화적인 인공물로서의 다이어그램은 한편으로 특정

한 수학적 지식과의 문화적으로 결정화 된(crystallized) 기호적 관계성을

지니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활용하는 과제와의 연관을 통해 비형식

적인 개인적인 기호를 우발적으로 출현시킬 수 있는 이중적인 기호적 잠

재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그림 Ⅲ-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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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8] 인공물의 이중적인 기호적 잠재성

(Bussi & Mariotti, 2008, p. 754)

이와 같이 맥락-기반의 접근을 취하는 연구들에서 다이어그램은 학습

자의 개인적인 차원과 수학적 실천의 사회-문화적인 차원 사이를 매개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예컨대, Chen & Herbst(2013)나

Lee et al.(2020)과 같은 연구들에서 의도적으로 일부 요소를 생략한 불

완전한 형태의 다이어그램이 주어졌을 때 학생들은 언어, 제스처를 비롯

한 다양한 기호적 자원들을 동원하여 다이어그램과 상호작용 하면서 가

설적인 수학적 대상이나 관계성에 대한 탐구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처

럼 교사가 학생들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교재에 포함된 교수학적인 인공

물로서의 다이어그램은 학생들의 개인적인 기호 생산을 촉진시켜 수학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촉매로서 역할한다(Bussi & Marriotti,

2008). 한편 이러한 인공물을 도입한 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이 우발적으

로 생산하는 비형식적인 기호로서의 다이어그램은 교사 또는 또래에 의

한 적절한 식별과 활용을 통해 점진적으로 수학적인 의미가 결정되어 가

는 개인적, 집단적 기호로서 학습에 기여한다. Bussi & Marriotti(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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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생들의 비형식적인 표현이 실천적인 활동 자체를 자연스럽게 참조

하는 동시에 부분적으로 수학적인 담론에서의 의미까지 지시하는 이중적

인 의미를 지니게 될 때, 이를 ‘축 기호(pivot sign)’라 지칭하며 학생들

의 기호 사용 방식의 변화를 촉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기반 관점에서의 설명에서 교사의 역할은 다이

어그램과의 상호작용이 포함된 활동의 설계 및 실행과 관련하여 다양한

수준에서 고려된다. 일부 연구자들은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 과정에 보

다 주목하여 교사의 역할을 간접적으로만 언급한 경우도 있는 반면(e.g.,

Lee et al., 2020; Radford, 2009), 어떤 연구자들의 경우 다이어그램의 기

호적 잠재성을 활용하는 교사의 역할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분석하기

도 하였다(e.g., Chen & Herbst, 2013; Bussi & Baccaglini-Frank,

2015). 하지만 대체로 실천적인 기호 사용 방식의 변화에서 교사의 역할

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지적되는데, Bussi & Mariotti(2008)는

이러한 교사의 역할을 앞서 살펴본 다이어그램의 이중적인 기호적인 잠

재성에 관해 미리 알고 있으며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문화적 중재

자”(p. 754)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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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물질-기반 관점

수학 학습 과정에서의 다이어그램의 역할에 주목한 일부 연구들은 다

이어그램을 둘러싼 기호 체계나 사회-문화적인 맥락이 아닌, 물질적인 대

상으로서의 다이어그램 자체와 그것과의 물질적인 상호작용 과정으로부

터 새로운 수학적 의미가 생성될 수 있다고 보는 물질-기반의 관점을 취

한다. 예를 들어, Thom & McGarvey(2015)은 학생들이 다양한 기하적

도형들을 그리는 활동을 기록한 영상, 녹음 및 그려진 그림들 자체와 현

장 메모 등의 다층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이어그램이 그려지는 물질

적인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이 미처 의

도하지 않은 새로운 기하적인 의미가 우발적으로 창발했다는 점에 주목

하였다([그림 Ⅲ-9]). de Freitas et al.(2019)은 두 학생이 함께 공학적 도

구를 활용하여 그래프를 그리는 활동 과정에서 그들의 미세한 신체적인

움직임이 조정되어 가는 과정을 초 단위의 시간 경과에 따라 상세히 분

석하였다([그림 Ⅲ-10]).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완성된 다이어그램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려지고 수정되는 다이어그래밍 과정의 순간순간의

신체적인 움직임과 물질적인 변화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러

한 물질적인 과정으로부터 학습자들이 기존에 의식하거나 인지하지 못했

던 새로운 수학적 의미가 표면적으로 현실화되는 장면에 주목하였다.

[그림 Ⅲ-9] 한 학생이 육각형을 여러 개의 삼각형으로 분할하는 그림을 그리는

연쇄적인 과정 (Thom & McGarvey, 2015, p. 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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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0] 학생들이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여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 분석

(de Freitas et al., 2019, p. 313; p. 315)

이와 같은 접근을 취하는 연구들이 직·간접적으로 기반을 두고 있는

인식론적인 배경은 이미 결정된 의미를 표상하거나 다른 무언가를 연상

시키는 것으로서의 통상적인 기호 개념을 확장하여, 기존에 주어진 규칙,

체계, 또는 담론적 맥락으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의미 생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에서의 비표상적인(non-representational) 기호 개념을 제안

한 Deleuze(1994; 2000)의 철학이다.5) Deleuze가 말하는 기호란 어떤 체

4) 이 사례에서 학생은 이전 과제에서 수행했던 것과 동일한 다이어그래밍 전

략을 통해 (f)에서 위쪽 가운데에 있는 사각형을 가로지르는 대각선을 그리

던 중에, 의도치 않게 오른쪽 아래에 표시된 화살표 위치에 있는 삼각형까지

가로지르는 연장선을 그림으로써 추가적인 작은 삼각형들을 만들어낸 후 깜

짝 놀란다. ((g) 부분)

5) Deleuze는 Peirce의 기호학으로부터 언어적인 형식으로 환원되지 않은 물질

적 기호를 포괄하는 기호 분류와 기호의 인식론적인 잠재성과 같은 지점들은

계승하였지만, 다른 무언가를 대신하는 것으로서의 기호의 의미작용이나 해

석에 대한 관점은 거부하였고 기호 자체의 물질적인 잠재성으로부터의 새로

운 의미 창발을 중심에 놓는 새로운 기호론을 전개시켰다(Vellodi, 2014). 이

와 같은 맥락에서 Deleuze의 기호론은 이전 장에서 살펴 본 Peirce의 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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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나 맥락에 따라 결정된 의미로서 현실화되기 이전의 유동적이고 강도

적인 힘으로서의 잠재성을 지니고 있어, 그것과 마주쳤을 때 명확하게

포착되거나 의식되지 않지만 기존과는 다른 차별적인 감각을 불러일으키

는 물질적인 대상을 가리킨다(김재춘, 배지현, 2011; 노정원, 이경화,

2016; Moon & Lee, 2020). 수학철학자 Châtelet(2000)는 Deleuzean 철학

의 기반 하에서 수학사의 사례들 속에서의 다이어그램의 물질적인 차원

및 신체적인 제스처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재해석해냈으며, de Freitas &

Sinclair(2014)는 이러한 관점을 수학 교수-학습 현상에 적용하여 포괄적

유물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수학교육 이론을 제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Thom & McGarvey(2015)나 de Freitas et al.(2019) 등의 연구들 역시

Châtelet(2000)의 이론이나 포괄적 유물론을 중요한 이론적 배경으로 참

조하고 있으며, 점차 관련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Ferrara &

Ferrari, 2017; Moon & Lee, 2020; Sinclair et al., 2013; Sinclair et al.,

2020).

이와 같은 관점에서의 연구들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수학적 의미에 대

해 알아차리게 되는 인식론적인 사건이 기존의 안정적이던 물질-감각적

인 습관의 순간적이고 우발적인 변화로부터 촉발한다고 설명한다. 수학

학습 과정은 어떤 방식으로든 습관의 변화를 수반하게 되는데, 습관은

우리의 의식을 초월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학습 주체가 의식

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비인지적인 차원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

(Otte, 2006). 이러한 측면은 구조-기반 또는 맥락-기반의 관점을 취하는

접근들에서 충분히 설명되기 어려운데, Radford(2010)는 창의적인 깨달

음의 순간의 불가해한 측면에 대하여 "시적인 사건" 또는 "심미적 경험"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언급한 바 있다(p. 6). 이에 대하여 포괄적 유물론

과 같이 Deleuzean 철학에 기반을 둔 연구들에서는 수학 학습 과정의

그램적 추론에 관한 논의 내에서 물질-감각적인 측면의 중요성을 부각시켰

던 Radford(2008a)의 재해석 방식과 일정 부분 초점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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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적인 차원에 주목하여 다이어그램 및 학습자의 신체를 포함하는 여

러 물질들이 이루는 공간적인 배열의 변화로부터 물질적인 기호들 내에

잠재되어 있던 비결정적인 의미가 현실화된다는 설명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종이나 칠판 또는 스크린 위의 다이어그램을 특정한 방향으로 응

시하는 등의 작은 움직임에서부터 그것과의 물리적인 거리를 조정하거나

직접적인 변형을 가하는 등의 직·간접적인 다이어그래밍 과정 모두가 수

학 학습을 촉발시킬 수 있는 물질적인 배열의 변화에 해당할 수 있다

(Menz, 2015; Thom & McGarvey, 2015). 이러한 다이어그래밍 과정에

서 물질적인 요소들 사이의 관계는 기존에 이루고 있던 안정되고 자연스

러운 관계성으로부터 벗어나 서로를 변화시키며 새로운 가능성을 지속적

으로 생성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Sinclair et al., 2020). Thom &

McGarvey(2015)의 연구에서 학생이 우발적으로 연장선을 그리며 의도

하지 않았던 새로운 분할 전략을 알아차리게 됐던 사건이나, de Freitas

et al.(2019)의 연구에서 학생들이 서로의 신체적인 움직임으로부터 영향

을 받아 명시적으로 언급했던 계획과 다르게 움직임을 조정했던 사례 등

이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한다.

물질-기반 관점에서의 연구들은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다이어그램과의

상호작용 과정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수정되거나 그려지고 있는 다이어

그램의 물질적인 변화 및 신체적인 움직임 자체가 다시 학생들의 움직임

에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수학적 발견을 이끈다고 설명한다는 점에서 특

징적이다. 이와 같은 방식의 설명은 다이어그램의 역할을 학습자나 교사

등의 인간 주체에 종속된 수동적인 대상이나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중

재하는 매개물로서의 역할을 넘어서서, 사고와 학습 자체를 촉발시키는

행위성(agency)을 지닌 주체 중 하나로서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Latour, 2005). 이에 따라 이러한 연구들에서의 분석은 주로 미시적인

수준에서 학습자와 다이어그램 사이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과정에서 포착

되는 우발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며, 교사의 역할은 특정한 교수학적

설계를 통해 물질적인 환경을 조성하거나 활동 중간에 물질적인 배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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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유도하는 등의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개입의 수준에서 고려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Thom & McGarvey(2015)는 교사나 연구자의

개입이 최대한 배제된 상태에서의 학생들의 다이어그래밍 과정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de Freitas et al.(2019)의 경우 교사가 참여한 초기 활동

과 비교하여 이후에 두 학생만 참여한 활동에서의 신체적인 움직임의 변

화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분석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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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요약 및 논의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수학 학습에 기여하는 기호로서의 다이어그램

에 관한 세 가지 관점을 특성화하는 설명 방식 상에서의 차이를 종합하

여 <표 Ⅲ-1>과 같은 틀로 정리하여 비교해볼 수 있다.

<표 Ⅲ-1> 수학 학습에 기여하는 기호로서의 다이어그램에 관한 관점들 사이의 비교

구조-기반 관점 맥락-기반 관점 물질-기반 관점

다이어그램-

수학 사이의

관계성

체계적으로 조작

가능한 구조적

요소들 사이의 관계

포함된 활동

맥락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

물질성 자체에

새로운 수학적

의미 생성의

잠재성이 내재

인식론적

배경

구조-기능적 관점

(e.g., Duval,1995;

2006)

사회-문화적 관점

(Vygotskian

심리학)

비표상적 관점

(Deleuzean 철학)

분석의 초점

체계적인 조작

가능성과 관련된

다이어그램의

구조적 요소

다이어그램의

실천적인 사용

방식

새로운

다이어그램이

생성되고 변화하는

물질적 사건

수학 학습에

대한 개념화

기호 체계 및 조작

규칙에 관한 이해가

발달하는 인지적인

과정

실천적인 측면에서

기호 사용의

점진적 변화가

관찰되는 사회적인

과정

비의도적 또는

우발적인 습관의

변화가 창발하는

물질-감각적인

과정

다이어그램

의 역할

특정한 조작에

의존하는 참조적인

수단

상호작용의 매개체
학습을 촉발시키는

행위주체

다이어그램

과 관련된

교사의 역할

다이어그램의

구조적인 관계성 및

조작 규칙의 이해와

관련된 적극적 개입

다이어그램의

기호적 잠재성을

활성화시키는

문화적 중재자

물질적인 학습

환경의 조성 및

물질적인 배열의

변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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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구조-기반 관점을 취하는 연구들은 기호에 대한 구조-기능적 접

근의 기반 하에서, 다이어그램이 모종의 체계를 이루는 관습적인 조작

규칙이 적용 가능한 구조적인 관계성을 통해 수학적인 의미를 표상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의 연구들은 체계적인 조작 가능성과 관련

하여 완성된 다이어그램에 포함된 구조상의 표현 요소들을 주요한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수학 학습은 다이어그램이 속한 기호 체계 및 조

작 규칙에 대한 이해가 발달해나가는 인지적인 과정으로서 고려된다. 이

에 따라 다이어그램의 역할은 구조적인 관계와 특정한 조작 규칙 등에

의존하여 수학적 대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참조적인 수단으로서

고려되며, 이러한 역할이 적절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교사에 의한 적극

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다음으로 맥락-기반 관점의 연구들은 다이어그램과 수학 사이의 관계

성을 그것이 동원되는 수학적 활동의 실천적인 맥락에 의존하여 설명한

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연구들은 기호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접근을 주

요한 배경으로 하여 교수학적인 인공물로서의 다이어그램이나 학생들의

비형식적인 표현 내에 포함된 다이어그램 등이 실제적으로 활용되는 방

식에 주목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수학 학습은 실천적인 맥락 내에서

다이어그램을 비롯한 기호 사용 방식이 점진적으로 변화해나가는 사회적

인 과정으로 고려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이어그램은 학습자와 수학-문

화 사이의 매개물로서 역할하며 이러한 역할은 교사와 학습자 사이의 상

호작용을 통해 활성화 된다.

마지막으로 물질-기반 관점의 연구들은 다이어그램의 물질성 자체에

새로운 수학적 의미 생성의 잠재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관점은 Deleuze의 비표상적 기호론의 영향 하에 있으며 연구의

초점은 다이어그램이 그려지고 수정되는 물질적인 사건 자체에 맞춰진

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수학 학습은 다이어그램 및 학습자의 신체를 비

롯한 물질들의 배열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잠재되어 있던 비결정적인 의

미가 현실화되는 사건으로 설명되며, 이는 물질-감각적인 습관의 우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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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변화로서 포착된다. 이러한 접근 하에서 다이어그램은 수동적인 대상

이나 매개물로서의 역할을 넘어 수학적 사고와 학습 자체를 촉발시키는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고려된다.

이상에 논의한 기호로서의 다이어그램을 바라보는 관점들 사이의 차이

는 다이어그램의 역할과 관련하여 수학 학습이라는 현상이 지닌 복잡성

과 다면성을 드러내며, 이에 관하여 연구자들이 어떠한 이론적 렌즈를

통해 현상의 어떠한 측면에 주목하여 접근해왔는지에 관하여 조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즉, 다이어그램과 수학 사이의 관계성을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는지에 따라 수학 학습 과정에서의 다이어그램의 기여에 관한 연

구자들의 초점은 기호 체계에 대한 인지적인 이해의 차원(구조-기반),

수학적 활동 내에서의 실천적인 기호 사용 방식의 차원(맥락-기반), 또

는 학습자의 신체 및 다이어그램의 물질적인 움직임의 차원(물질-기반)

에 맞춰진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선행연구들이 고려하고 있는 요인

들을 하나의 포괄적인 구조 내에 위치시킴으로써 수학 학습 과정에서의

학습자-다이어그램 사이의 다차원적인 상호 관계성을 드러내는 [그림 Ⅲ

-11]과 같은 모델을 제시한다.

[그림 Ⅲ-11] 다이어그램을 통한 수학 학습에 대한 다차원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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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점들 사이의 연결을 위한 논의

이 절에서는 앞서 제시한 기호로서의 다이어그램에 관한 관점 비교 틀

(<표 Ⅲ-1>)을 기반으로, 관점들 사이의 가능한 연결 지점과 연결 방안

에 관하여 논의한다. 특히 Prediger et al.(2008)이 제시한 네트워킹 전략

틀에서 관점들에 대한 이해 및 비교의 바로 다음 수준의 통합적인 전략

으로 고려되는 결합 및 조정을 본 연구에 맞게 적용할 방안을 모색해보

고자 한다.

1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결합 및 조정은 복수의 관점을 동일한 경

험적인 현상에 대한 분석에 적용하여 관점들 사이의 연결을 모색하는 네

트워킹 전략에 해당한다. 이는 원리적이고 개념적인 수준에서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통합의 가능성을 고려하기 이전에, 공통의 연구 질문 또

는 초점을 고려하여 방법론의 수준에서의 연결 가능성을 탐색하는 단계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표 Ⅲ-1>의 틀의 항목들 중 ‘분

석의 초점’과 관련된 관점들 사이의 유사성 또는 차이점을 고려하여 관

점들 사이의 결합 또는 조정을 시도해볼 수 있다. 하지만 Prediger et

al.(2008)의 포괄적인 틀은 연구 실천을 설계하기 위한 일반적인 수준에

서의 방법론적 지침을 제시해주지만 이를 실제적인 연구에 적용하기 위

한 세부적인 적용 방안까지 제공해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결합 또는 조

정과 같은 연결 전략을 실제적으로 적용하여 수행된 기존 연구 사례들에

대한 반성적인 고찰을 통해 본 연구에 적합한 구체적인 연결 방안을 모

색해볼 필요가 있다. Radford(2008b; 2012)는 이론들 사이의 대화 또는

어떤 이론의 진화에 대해 논의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이론의 네 가지 구

성요소로서, 원리, 방법론, 연구 질문, 연구 결과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이

러한 틀을 기존의 네트워킹 연구 사례를 반성적으로 들여다보는 렌즈로

서 활용해볼 수 있다(Sabena et al., 2014).

예를 들어, Gellert(2008)의 연구의 경우 교실 내의 사회적 실천에 관한

연구 방식과 관련하여 그가 상호작용주의적 관점과 구조주의적 관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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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분한 두 가지 사회학적 관점 사이의 연결을 시도하였다. 그는 먼저

두 관점을 원리와 방법론적 수준에서의 차이에 초점을 맞춰 대조시킨 후

에 각각의 관점을 동일한 수학 교실 사례에 대한 분석에 적용하였다. 그

리고 각각의 적용 결과를 두 관점에 공통적으로 연관되는 포괄적인 연구

문제와 관련하여 상호보완적으로 논의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다면적인 통

찰을 얻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사례에서 연구자는 Prediger et al.(2008)의 틀에서 말하는 결합

전략을 적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처럼 결합 전략은 유사한 현상에

대한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연구 질문과 분석 초점에 있어

서는 어느 정도의 간극이 있는 관점들 사이의 네트워킹을 시도하는 데에

적용해볼 수 있다. Gallert(2008)가 구분한 구조주의적 관점과 상호작용

주의적 관점의 경우, 현상에서 주목하는 요소에서의 차이가 형식이나 규

모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상에 존재하는 의미들의 구조에 주목하는지 의

미의 창발(emergence)에 주목하는지와 같은 본질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곧바로 방법론적인 수준에서 단일한 분석 틀을 도출하는

방식의 연결을 시도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우선

두 관점 각각의 분석 틀을 적용한 결과를 병렬적으로 제시한 이후에, 두

관점에서의 분석 결과를 상호보완적으로 결합시켜 논의하는 방식으로 연

결을 시도하였다. 이 때 두 관점에 따른 연구 결과 수준에서의 결합은

각각의 관점에 따른 분석 결과를 아우를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연구 문

제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방법론

적인 수준에서 두 관점에서의 분석 틀을 조정시킬 수 있는 대안적인 방

안이 제시되었다. 예컨대, 초점이 다른 두 가지 분석 틀을 순차적으로 적

용하여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측면을 살펴보는 방안 등이 논의 되었

다. 이상에서 살펴 본 두 관점 사이의 결합으로부터 조정으로의 네트워

킹 과정을 [그림 Ⅲ-12]과 같이 모델화시켜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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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2] 결합으로부터 조정으로의 네트워킹6)

한편, Sabena et al.(2014)의 경우, 행동·생산·의사소통(Action,

Production, and Communication) 접근(이하, APC 접근)이라는 관점과

흥미 충만 상황(Interest-Dense Situation) 이론(이하, IDS 이론)의 관점

사이의 네트워킹을 시도하였다. 연구자들은 먼저 예비적인 분석을 통해

두 관점이 공유하고 있는 연구 초점 상의 유사성을 확인하고 포괄적인

연구 문제에 답하기 위한 하나의 분석 틀을 도출할 가능성을 확인하였

다. 즉, 연구자들은 교사 및 학생들이 사용하는 서로 다른 기호적 자원의

유형에 대해 주목하는 APC 접근에서의 분석과 담화의 언표적인

(locutionary) 특성에 대해 주목하는 IDS 이론에서의 분석이 공통적으로

학생과 교사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호적인 상호작용의 양상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는 점에서, 두 관점에서의 분석을 단순히 병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론적인 수준에서 두 관점에서의 분석 틀을 하나의 분석

틀로 조정하여 적용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

6) 이 다이어그램은 Sabena et al.(2014)가 스스로의 네트워킹 연구 실천을 반성

하는 과정에서 Radford(2008b)가 제안한 구성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모델화

시켜서 제시한 다이어그램을 응용한 것이다(Sabena et al., 2014, p. 198 참

조). 모델에서 P는 원리(Principles), M은 방법론(Methodology), Q는 연구 질

문(Questions), R은 연구 결과(Results)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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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두 관점에서의 분석 틀을 단순화시키고 2차원의 틀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여 <표 Ⅲ-2>과 같은 분석 틀을 도출하였다.

<표 Ⅲ-2> APC와 IDS에 따른 분석 틀을 2차원적으로 조정한 분석 틀

발화 제스처

언표적 수준

비-언표적 수준

이와 같은 분석 틀을 적용함으로써 연구자들은 하나의 에피소드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의 양상을 동시적으로 비추어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두 가지 관점에서의 초점과 동시에 연

관되는 현상의 새로운 측면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은 학생과

교사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호적인 상호작용 과정과 관련하여 두 가지 관

점에서의 분리된 분석만으로는 잘 설명되지 않았던 지점에 해당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이를 적절하게 개념화시킴으로써 원리적인 수준에

서 두 이론적 틀을 국소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연결 지점을 확

보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Sabena et al.(2014)의 네트워킹

사례는 공통적인 연구 초점을 공유하는 두 관점을 방법론적인 수준에서

조정하여 도출한 분석 틀을 실제적인 분석에 적용하고, 그 결과에 관한

논의를 통해 원리적인 수준에서의 국소적인 통합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두 관점 사이의 조정으로부터 국소

적인 통합으로의 네트워킹 과정을 [그림 Ⅲ-13]과 같이 모델화시켜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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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3] 조정으로부터 국소적 통합으로의 네트워킹

이상의 기존 네트워킹 연구 사례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서는 기호로서의 다이어그램에 관한 관점들의 분석 초점 상의 유사성 및

차이점을 고려했을 때 현재 수준에서 시도해볼 수 있는 네트워킹으로서

다음의 두 가지 조합의 연결을 실제 수업 사례에 대한 분석에 적용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먼저 구조-기반 관점 및 맥락-기반 관점과 관련하여, 각 관점에서 수

행 된 분석 결과를 결합시켜 논의하여 방법론적인 조정의 가능성을 탐

색하는 방식의 연결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두 관점은 다이어그램이 포함

된 수학 학습이라는 공통된 현상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지만 <표 Ⅲ-1>

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분석의 초점, 즉 세부적인 연구 질문 수준에서

연구자가 현상의 어떠한 측면에 주목하는지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간

극을 보인다. 구조-기반 관점의 경우 다이어그램의 구조상의 표현 요소

의 관습적인 조작 가능성에 주목하여 그것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적인 이

해의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 맥락-기반 관점의 경우 다이어그

램의 실천적인 사용 방식에서 나타나는 기호성에 주목하여 그것을 둘러

싼 맥락적인 측면에서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관점 사이의 차이는 Gallert(2008)가 구분한 구조주의적 관점과 상호작용

주의적 관점 사이의 차이와 유사한 측면을 갖는데 즉, 전자의 경우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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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관찰되는 구조적인 측면에 대하여 특정한 자체적인 기술

(description) 언어에 의존하여 설명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 경험적인 실

천으로부터 의미가 창발하는 과정을 재구성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Gallert, 2008). 이처럼 두 가지 관점의 분석의 초점 상에서의 차이는 현

상에서 주목하는 요소의 형식이나 규모의 문제라기보다는 본질적인 부분

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 수준에서 곧바로 방법론적인 수준에서의

조정과 같은 네트워킹을 시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선 각각의 관점이 주목하고 있는 초점에 따라 분석을 수행해보고, 이

러한 분석 결과를 보다 포괄적인 연구 문제와 관련하여 결합시켜 논의해

보는 변증법적인 방식의 네트워킹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논의를 통해 두 관점의 서로 다른 분석 초점 사이의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상호 관련성을 바탕으로 방법론적인 수준에

서의 조정의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맥락-기반 관점 및 물질-기반 관점과 관련하여, 방법론적인

수준에서 두 관점의 분석 틀의 조정을 통해 도출한 하나의 분석 틀을

적용하여, 그 결과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개념적인 수준에서의 국소적 통

합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식의 연결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두 관점의

분석 초점을 비교해보면 맥락-기반 관점은 실천적인 사용 방식에서의

변화에 주목하는 한편, 물질-기반 관점은 새로운 다이어그램이 생성되는

물질적인 사건에 주목하는 등(<표 Ⅲ-1> 참고), 두 관점은 공통적으로

실천적인 상호작용 과정의 역동적인 변화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두 관점의 분석 초점은 공통적으로 학생들이 다

이어그램을 그리고 수정하는 등의 다이어그래밍 활동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맥락-기반 관점의 경우 다이어그래밍과 함께 동반

되는 언어 및 제스처 등의 다양한 양식의 맥락적인 요소들과의 상호 연

관성을 고려하는 공시적인(synchronic) 측면에서의 변화 양상에 주목한

다면, 물질-기반 관점의 경우 물질적인 다이어그램 자체의 통시적인

(diachronic) 변화 양상에 주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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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기반 관점 맥락-기반 관점 물질-기반 관점

분석 초점

비교

체계적인 조작

가능성과 관련된

다이어그램의

구조적 요소

다이어그램의

실천적인 사용 방식

새로운

다이어그램이

생성되고 변화하는

물질적 사건

구조주의적 초점
상호작용주의적 초점

공시적 변화 통시적 변화

⇩

관점들

사이의

연결 방안

두 관점에서의 분석 틀을 동일한 수학

학습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변증법적으로 결합시켜 논의하여,

다이어그램의 구조 및 조작 가능성에 관한

학생들의 인지적인 이해의 측면과

다이어그램의 실천적인 사용 방식을

둘러싼 맥락적인 측면에서의 변화 사이의

상호 관련성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법론 수준에서의 조정

가능성 탐색

두 관점에서 공통으로 주목하는 경험

요소인 다이어그래밍 활동을 중심으로 분석

틀 수준에서의 조정을 통해 도출한 하나의

어그래밍 활동이라고 하는 두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경험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두 관점에서의 분석 틀 사이의 국소적인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정된 분석 틀을 적용한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를 통해 두 가지 측면에서의 변화 양상을 동시에 관찰함으로써 포착 가

능한 현상의 새로운 측면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 두 관점 사이의 국소적

통합의 가능성을 확인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에서 논의한 본 연구에서의 기호로서의 다이어그램에 관한 관점들

사이의 연결 방안을 <표 Ⅲ-3>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

는 본 절에서 도출한 두 가지 조합의 관점들 사이의 네트워킹을 각각 두

가지 수업 사례에 대한 분석에 적용해 보고 그 결과에 관해 논의한다.

<표 Ⅲ-3> 분석 초점 상에서의 비교에 기반을 둔 관점들 사이의 연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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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틀을 수학 학습 사례에 대한 분석에

적용하여, 다이어그래밍 활동을 둘러싼

맥락적인 측면에서의 변화와 물질적인

측면에서의 변화 과정을 동시에 분석하였을

때 포착 가능한 현상의 새로운 측면에 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두 관점

사이의 국소적 통합 가능성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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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관점들의 네트워킹에 기반한 수학 학습

분석

이 장에서는 세 번째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전 장에서 논의한

기호로서의 다이어그램에 관한 관점들 사이의 네트워킹을 실제 수업 사

례에 대한 분석에 적용해 보고 그 결과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1절

에서는 각각 구조-기반 및 맥락-기반 관점, 맥락-기반 및 물질-기반 관

점 사이의 네트워킹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는 두 가지 수업 사례의 과제

및 맥락에 관해 살펴본다. 2절에서는 두 가지 조합의 네트워킹을 통해

수학 학습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분석 틀을 구체화시킨다. 3절에서는 두

가지 수업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각각의 결과에 관하여 논의한

다.7)

1.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사례는 학교 수학 범위 안에서의 창의적

인 수학 교육을 목표로 본 연구의 저자를 포함하는 세 명의 연구자와 한

명의 경력 교사가 참여한 교사-연구자 협력 공동체에서 3년간 수집한

수업 사례 중 일부이다. 해당 협력 공동체에서는 기존 교육과정의 범위

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탐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과제를 개발 및 수정하여 수업에 적용하였다(Lee et al., 2021). 특

히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사례는 중학교 2-3학년의 논증 기하

영역에서 기존 교과서의 과제들이 학생들에게 충분한 탐구 기회를 제공

7) 본 장에서의 분석 결과 중 일부는 노정원 외(2019), Lee et al.(2020) 및 노정

원 외(2021)에서의 분석 결과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옮긴

것에 해당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도출한 관점들 사이의 네트워킹에 관한 결

과 및 논의가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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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지 않는다는 문제의식 하에 개발한 과제들을 적용한 수업 사례들에

이다. 이에 따라 해당 수업 사례들에 적용된 과제들은 학생들이 형식적

인 증명의 완성에 몰두하기보다는 다이어그램과의 상호작용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면서 연역적인 추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

향으로 개발 및 수정되었다.

먼저 구조-기반, 맥락-기반 관점 사이의 네트워킹을 위해 분석하고자

하는 사례는 평행사변형의 성질 사이의 관계에 관한 추론 과제를 적용한

중학교 2학년 수업 중 일부이다. 다음으로 맥락-기반, 물질-기반 관점

사이의 네트워킹을 위해 분석하고자 하는 사례는 피타고라스 정리의 유

클리드 증명의 아이디어에 관한 추론 과제를 적용한 중학교 3학년 수업

중 일부이다. 수업은 모두 경력 교사가 재직 중인 중학교에서 정규 교과

수업의 일부로서 이루어졌으며, 연구자는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았다. 두

수업 사례에 적용한 과제들에는 모두 다이어그램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경력 교사는 두 수업 사례에서 모두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다이어그램

과의 상호작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하에서 각각의 수업

사례 및 적용한 과제의 구체적인 맥락을 소개하고 본 연구의 목적과의

관련성에 관해 논의한다.

1.1. 평행사변형의 성질 과제 수업

평행사변형의 성질 과제를 적용한 수업은 경력 교사가 재직 중인 중학

교에서 그의 수업을 듣고 있던 24명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진

행되었다. 수업은 평행사변형의 성질 및 조건에 대한 기존 교과서의 내

용을 모두 다룬 후에 이루어졌다.

수업에 적용한 과제는 [그림 Ⅳ-1]와 같다. 과제는 협력 공동체의 회의

과정에서 중학교 2학년 교육과정에서의 사각형의 성질 단원이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논증 기하를 접하게 되는 중요한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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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 하여금 스스로 논리적인 연결성에 관해 사고해볼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공동으로 개발 및

수정되었다. 과제 내에 포함된 다이어그램은 각각 서로 다른 평행사변형

의 성질들을 나타내는 8개의 개별적인 다이어그램(individual diagram,

이하 ID)이 무작위로 배치되어 있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Ⅳ-1] 평행사변형의 성질 사이의 관계에 관한 추론 과제

학생들에게 처음 주어진 학습지상의 과제에는 각각의 ID들에 번호가

부여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후 발표 과정에서의 표현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별 토론 중간에 교사에 의해 각각의 번호가 부여되었다. [그림

Ⅳ-1]에 표시된 각 번호의 ID들에 대응하는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다음과

같다.

Ÿ P1.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

Ÿ P2.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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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P3. 한 대각선에 의해 합동인 삼각형 두 개로 나누어진다.

Ÿ P4.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

Ÿ P5.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이다.

Ÿ P6.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Ÿ P7. 두 대각선에 의해 나누어진 네 개의 삼각형들 중 마주보는 두 쌍

이 각각 합동이다.

Ÿ P8.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서로 같다.

과제 내에 포함된 다이어그램 자체에는 ID들 사이의 관계성이 명시적

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주어진 과제가 이들 사이의 논리적인

연결성을 화살표로 표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잠재적으로

“연결망(network) 다이어그램”(Pantziara et al., 2009, p.41)의 특징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연결망 다이어그램은 "공간적으로

지향된(spatially oriented) 다이어그램”(Pantziara et al., 2009, p.41)의 유

형 중 하나로서, 표상 된 항목들을 잇는 국소적인 연결과 전체적인 노선

(routes)을 보여줌으로써 역동적인 정보의 전달을 표현하는 다이어그램

이다. 예컨대 [그림 Ⅳ-2]과 같이 여러 가지 사각형들 간의 포함 관계(정

보)를 화살표로 표시한 기존 교과서의 다이어그램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Ⅳ-2] 교과서의 연결망 다이어그램 예시 (김서령 외, 2015, p.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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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이 수업 사례에서 적용한 [그림 Ⅳ-1]의 과제 내의 다이어

그램은 화살표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항목들 간의 연

결 관계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잠재적인 다이어그램(virtual

diagram)”(Chen & Herbst, 2013, p. 295)으로서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

이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를 ‘잠재적인 연결망 다이어그램

(virtual network diagram, 이하 VND)’이라 부르기로 한다. 이러한 VND

로서의 다이어그램의 구조는 화살표를 긋는 다이어그래밍 활동을 통해

전제와 결론, 그리고 그들 사이의 논리적인 연결로 이루어진 연역적인

논증의 구조를 공간적으로 표현하도록 할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즉, 화

살표가 그어지는 순간 별개로 흩어져 있던 ID들 사이에 새로운 논리-연

역적인 관계성이 공간적으로 현실화 되게 되며, 각각의 ID는 화살표를

기준으로 공간적인 위치에 따라 논증의 전제 또는 결론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이러한 VND가 포함된 과제를 적용한 수업 사례를 구조-기반 관점 및

맥락-기반의 관점 사이의 네트워킹을 위한 연구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

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구조-기반 관점과 관련하여, VND가 포함된 과제는 학생들로 하

여금 과제 수행 과정에서 여러 개의 ID들로 이루어진 VND의 구조적인

측면에 대한 인식과 체계적인 조작을 요구한다. 특히, 학생들은 ID들이

서로 관련지어질 수 있는 (최소한) 두 가지 차원에서의 구조적인 관계성

을 고려해야한다. 즉, 학생들은 각각의 ID에 대응하는 평행사변형의 성

질들과의 관계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ID들 사이에 화살표를 긋는 순간

현실화 되는 논증 구조상에서의 지위(전제 또는 결론)를 고려할 수 있어

야 한다. 전자의 경우, 시각적인 표현으로서의 다이어그램과 그것이 참조

하는 담론적인 표현으로서의 평행사변형의 성질 사이의 관계성에 해당하

므로, Duval(2006)의 TRSR에서 말하는 서로 다른 기호적 레지스터에 속

한 기호들 사이의 변환(conversion)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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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후자의 경우, ID가 참조하는 명제들 사이의 연역적인 조직화

(organization)의 문제와 관련되는데(Duval, 2007), 학생들은 ID들 사이에

그어진 시각적인 표현으로서의 화살표를 통해 이러한 조직화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VND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과제 수행 과정에서

학생들은 두 차원 이상의 복잡성을 지닌 구조적인 관계성을 고려해야 하

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의 학생들의 이해 또는 잘못된 이해의 측면을

구조-기반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다음으로 맥락-기반 관점에서,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주어진 과제에

포함된 VND와의 상호작용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다이어그램은 ID들

사이의 잠재적인 연결 관계를 화살표를 통해 활성화시키는 특정한 기호

적인 활동을 위해 설계된 기호적 중재물로서의 교수학적 인공물에 해당

한다. 이러한 VND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기호적 중재 과정에서 학생들

이 개인적인 기호들을 생산하고 활용하는 양상은 주어진 인공물이 지닌

특성에 따른 기호적인 잠재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Bussi &

Mariotti, 2008). 즉, VND의 경우 의도적으로 ID들을 무작위로 배치시키

고 관계들을 비워둔 구조적인 특성이 학생들로 하여금 특정한 방식의 기

호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학생

들은 과제 수행 과정에서 주어진 다이어그램 상에는 명시적으로 존재하

지 않는 가설적인 관계성에 관해 추론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는 불확

실한 추측을 나타내는 다양한 언어 양식이나 아직 형식화되기 이전의 자

연 언어 표현 등 다양한 기호적 자원들이 동원되게 된다(Chen &

herbst, 2013). 이에 따라 학생들이 VND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관찰

되는 비형식적인 기호의 생산 및 활용 양상에 관하여 맥락-기반 관점에

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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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피타고라스 정리 과제 수업

피타고라스 정리 과제를 적용한 수업은 경력 교사가 재직 중인 중학교

에서 그의 수업을 듣고 있던 24명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진행

되었다. 수업은 총 2차시 동안 진행되었으며 1차시 수업으로부터 4일 후

에 2차시 수업이 진행되었다. 과제는 각각 두 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두 세트의 과제 계열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한 차시의 수업에 적용되

었다([그림 Ⅳ-3]).

[그림 Ⅳ-3] 피타고라스 정리 과제 (a) 1차시 수업 과제 (b) 2차시 수업 과제

이 과제는 학생들로 하여금 유클리드 증명의 아이디어에 잠재된 운동

감각적인 역동성을 과제에 포함된 다이어그램으로부터 체화시킬 수 있도

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었다. [그림 Ⅳ-4]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유

클리드 기하에 관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교재들은 해당 증명의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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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움직이는 영상으로 옮김으로써 그것의 역동적인 측면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하지만 본 교사-연구자 공동체에서는 이와 같은 영상

을 학생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단지 자신이 본 것을 표상해보도록 요구하

는 것이 아니라, 종이 위에 고정된 다이어그램을 제공하고 그것에 내재

된 잠재성으로서의 역동성을 스스로 발굴해내는 탐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설계한 본 과제의 초점은 주어진 다이어그램에 직접

표시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잠재되어 있는 도

형들을 다이어그래밍을 통해 가시적으로 현실화시키는 것에 있다. 즉, 학

생들로 하여금 “그들이 실제로 본 것을 넘어서서”(de Freitas & Sinclair,

2012, p. 149) 주어진 다이어그램의 잠재성을 포착하고 활성화시키도록

요구한다.

[그림 Ⅳ-4] 유클리드 증명 아이디어에 대한 역동적인 이미지

(Iwamoto, 2006)8)

이에 따라 주로 교사로부터 핵심적인 힌트가 제공되는 전통적인 기하

증명 수업에서와 달리(Herbst & Brach, 2006), 해당 과제를 적용한 수업

8) http://www.takayaiwamoto.com/Pythagorean_Theorem/Euclid_47_anim.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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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교사는 주어진 다이어그램에 대한 변형의 기회를 전폭적으로 지원

하고 수업 시간 내내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도록 권장하며

학생과 주어진 다이어그램 사이에 다양한 방식의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사례는 두 명의 학생 S1과 S2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을 기록한 데이터이다. 두 학생의 사례는 수집된

영상 녹화 데이터 상으로 2차시 수업에 걸쳐진 다이어그래밍의 전체 과

정이 상대적으로 가장 명확하게 식별되었기 때문에 선택되었다. 그들은

네 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동일한 소그룹에 속해있었기 때문에 각자 과제

를 수행하면서 공동으로 최종 답안을 작성해야 했는데, 나머지 두 학생

은 과제 수행에 소극적이었으며 소그룹 논의에 거의 기여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두 학생의 활동 사례를 맥락-기반 관점 및 물질-기반의 관

점 사이의 네트워킹을 위한 연구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이전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핵심적인 경험 요소

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의 다이어그래밍 활동이 과제 수행 과정의 중심

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다이어그래밍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피타고라스

증명의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과정은 물질-감각적인 상호작용 과정에서

수학적인 의미가 우발적으로 창발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물

질-기반 관점에서 살펴보기에 적합하다. 특히 물질-기반 관점에서의 분

석을 통해 학생들이 주어진 다이어그램에 가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

던 잠재적인 도형들을 발견하여 현실화키기는 과정에서 무심결에 취한

제스처 동작이나 주어진 다이어그램의 근방에서의 손과 펜의 위치를 조

정하는 움직임 등의 영향을 식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다이

어그래밍 활동에는 필연적으로 학생들의 비형식적인 언어 표현을 비롯한

다중양식적인 기호적 자원들이 동원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이러한 기호

사용 양상은 맥락-기반 관점에서 살펴보기에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앞

서 물질-기반 관점을 통해서 학생들이 주어진 다이어그램 과정과 물질

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 전반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고 한다면,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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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관점을 통해서는 이러한 다이어그래밍이 다른 기호적 자원과 결합

되어 사용되는 양상에 관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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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수집 및 분석9)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는 2017년부터 3년간 수행된 교사-연구자 협

력 공동체의 활동 과정에서 수집되었다. 평행사변형의 성질 과제가 적용

된 수업의 경우 2년차인 2018년, 피타고라스 정리 과제가 적용된 수업의

경우 3년차인 2019년에 시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협력 공동체에 참여

한 연구자들이 수업 관찰에 참여하면서 수업 전체 및 소그룹 단위의 학

생들의 활동을 녹화한 비디오 기록들과 녹음 기록, 학생들의 활동지 등

의 다층적인 데이터 자원들로 구성된다.

본 연구의 분석은 큰 틀에서의 질적 연구의 패러다임 안에서(Mayring,

2015), 수업에서 관찰된 몇몇 사례에 대해 복수의 이론적 관점에서의 개

념적인 틀을 적용하는 사례 연구의 분석 방식을 취한다. 사례 연구는

“제한된 체계 또는 하나의 단위에 대한 집중적인 묘사와 분석”(Merriam,

1998, p. 25)을 수행하는 연구 방법으로서, 연구의 초점이 어떤 사건의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 대한 분석에 있을 때 적합한 방법이다. 본 연구의

주된 분석 대상은 특정한 과제를 적용한 수업 과정에서 관찰된 학생들의

활동 장면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졌다. 먼저 각 수업

의 전체 및 학생들의 소그룹 활동에 대한 녹화 및 녹음 자료를 모두 전

사하였다. 전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영상 자료에서 관찰되는 학생들의

신체적인 제스처와 학생들이 활동지에 작성한 답안 등을 반복적으로 검

토하고 기록하여, 수업 중에 발생한 사건들의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식별하고자 하였다. 전사 자료에 대하여 아래의 각 절에서 설명할 복수

의 분석 틀을 적용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분석은 1차적으로 전사 자료에

대해서 수행되었으며, 다시 해당 부분의 녹화 자료 및 활동지들을 참조

9) 자료의 수집과 분석은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 (2018년 자료 승인번호: IRB No. 1805/003-001 / 2019년 자료

승인번호: IRB No. 1905/0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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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2차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사 자료

및 분석 결과에 대해 협력 공동체에 참여한 연구자들에 의한 상호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각 관점에 따른 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분석 틀은 앞서 Ⅲ장에서 세 관

점과 관련하여 논의된 바 있는 대표적인 연구들의 분석 틀 중에서 일부

를 선택적으로 참조하였다. Ⅲ장 2절의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

구에서 제시한 세 관점 사이의 구분은 일정 범위의 연구들에서의 설명

방식을 압축적이고 포괄적으로 제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어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연구 초점에 적합한 국소적

인 분석 틀을 선택적으로 추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두 가지 네트

워킹의 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특정한 연구들에서의 분석 틀을

선택하여 적용하였다. 이하의 각 절에서는 두 가지 네트워킹을 위해 선

택하여 적용한 분석 틀과 구체적인 적용 방식에 관하여 설명한다.

2.1. 구조-기반, 맥락-기반 관점의 네트워킹을 위한 분석 틀

본 연구에서는 구조-기반 관점과 맥락-기반 관점 사이의 네트워킹을

위하여 각각 Duval(1999, 2006, 2007)의 TRSR과, Bussi &

Mariotti(2008)의 기호적 중재 이론(Theory of Semiotic Mediation; 이하

TSM)의 분석 틀의 일부를 변증법적으로 도입하였다. 즉, 각각의 사례에

대하여 TRSR에 따른 분석을 먼저 제시한 후, 이어서 TSM에 따른 분석

을 제시하여 두 분석 사이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Gellert(2008)의 네트워킹 사례에서와 같이 두 관점에서의 분석 결과상에

서의 차이를 포괄적인 연구 초점과 관련하여 결합시켜서 논의하는 방식

으로 연결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먼저 TRSR에 따른 분석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로, 학생들이 주어진 VND와 상호작용하며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레지스터 내에서 기호적인 표현을 변형하는 처리(treatment)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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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서로 다른 레지스터에 속한 기호적인 표현들 사이의 참조 관계 및

그들 사이의 변환(conversion)에 대하여 적절하게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

는지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레지스터의 유형은 자연 언어 또는 형식적인

언어 표현을 통해 어떤 대상이나 성질에 관해 지시하는 담론적인 레지스

터(discursive register, 이하 DR)와, 다이어그램을 비롯한 시각적인 표현

들이 포함된 시각적인 레지스터(visual register, 이하 VR)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ID들 사이에 그은 화살표를 통해 구성되는 논증 구조의 조

직화의 측면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조직화의 측면은 다시 두 가

지 수준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먼저 전제와 결론을 구분하고 그들 사이

의 논증을 위한 근거로서의 알고 있던 성질이나 정리 등을 도입하여 연

역하는 국소적인 수준에서의 조직화가 있다. 이러한 국소적인 조직화의

결과로서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구성된 논증 구조를 국소적인 논증 구

조(local argumentation structure, 이하 LAS)라 부르기로 한다. 이러한

국소적인 조직화 이후 이러한 LAS들을 다시 조직화하여 보다 상위 수

준의 국소적인, 또는 전체적인 논증 구조를 구성하는 조직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때, 복수의 LAS를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LAS에서의

결론을, 다른 LAS에서의 전제가 되는 겹쳐지는 부분의 이중적인 의미가

적절하게 고려되었는지가 판단될 수 있다([그림 Ⅳ-5]).

[그림 Ⅳ-5] 두 수준에서의 논증 구조의 조직화 (Duval, 2007, p.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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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에 따른 분석은 학생들에게 주어진 교수학적 인공물로서의 VND

의 구조적인 측면이 지닌 기호적인 잠재성과, 학생들 사이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관찰되는 학생들의 비형식적인 표현의 생산 및 활용 양상 사이

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수행되었다. 즉, VND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의사

소통 과정에서 학생들이 제한된 정보와 관계성만이 주어진 VND의 구조

적인 측면을 참조하기 위해 동원하는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특정한 양식

의 언어 표현(e.g., '아마 ∼일 것이다', '∼일 수 있다' 등; Chen &

Herbst, 2013)이나 자연 언어를 통한 메타포 등의 비형식적인 언어 표현

들이 주요 분석 대상이 되었다. 특히, 학생들이 생산하는 비형식적인 표

현들 중, TSM에서 실천적인 기호 사용 방식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핵심

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고려되는 '축 기호(pivot sign, 이하 PS)'

로서의 측면이 두드러진 표현들에 주목하였다(Bussi & Mariotti, 2008).

즉, 학생들이 사용하는 표현이 한편으로는 VND의 구조적인 측면과 관

련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평행사변형 성질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증을 구성하는 수학적인 측면과 관련되었을 때 이를 PS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2.2. 맥락-기반, 물질-기반 관점의 네트워킹을 위한 분석 틀

본 연구에서는 맥락-기반 관점 및 물질-기반 관점 사이의 네트워킹을

위하여, Châtelet(2000)의 관점에 기반을 둔 Menz(2015)의 다이어그래밍

분석 틀과, 상호적인 관계를 통해 작동하는 다중양식적인 기호 집합으로

서의 "기호적 묶음(bundle)"(Arzarello, 2006, p. 281)의 분석 틀을 조정하

여 분석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틀은 두 관점에서 공통적

으로 주목하는 경험적인 요소인 학생들의 다이어그래밍 활동 과정에 대

한 분석에 동시적인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하나의 분석 틀로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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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한 분석 틀로서 선택되었다.

Menz(2015)의 다이어그래밍 분석 틀의 경우 본래에는 수학자들의 다

이어그래밍을 분석하기 위한 틀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사례에 맞게 수정하여 조정에 도입하였다. Menz(2015)가 주로 참조

한 Châtelet(2000)의 관점에서 다이어그램의 직접적인 변형과 그와 간접

적으로 연관된 신체적인 제스처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이

에 따라 주어진 다이어그램에 직접적으로 선을 긋거나 물리적인 표시를

더하여 변형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이어그램 내의 잠재적인 대상과

관계성을 지시하여 일시적으로 현실화시키는 제스처나 학생과 다이어그

램 사이의 물질적인 위치 관계를 변화시키는 모든 신체적인 행위들이 큰

틀에서 다이어그래밍 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 Menz(2015)의 분석 틀의

경우 수학자들의 탐구 사례를 분석했기 때문에 수학자의 신체와 다이어

그램 사이에서 발생 가능한 물질적인 상호작용을 상당히 세부적인 수준

까지 구분하여 다이어그램을 응시하는 등의 사소한 신체적인 움직임들까

지 분석에 포함시킨 바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사례를 분

석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세세한 신체적인 움직임을 모두 포함시킬 경

우 비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하여 분석 틀을 어느 정도 단순

화시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Sabena et al.(2014)의

네트워킹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분석 틀과의 조정을 위해서도 어

느 정도의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생

과 다이어그램 사이의 물리적인 관계가 직·간접적으로 변화하는 물질적

인 상호작용으로서의 다이어그래밍을 물리적인 직·간접성에 따라 직접적

다이어그래밍(diagramming-directly(D-D)), 근거리 다이어그래밍

(diagramming-closely(D-C)), 원거리 다이어그래밍

(diagramming-remotely(D-R))으로 구분하였다(<표 Ⅳ-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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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직·간접적인 다이어그래밍 분석 틀

분석 코드 설명 예시

D-D
다이어그램 자체에 직접

적인 변형을 가할 때

연필로 주어진 다이어그램

내에 기존에 없던 새로운 요

소를 도입하거나, 선 위를

덧칠한다.

D-C

다이어그램 가까이에 위

치한 손 또는 연필 등을

이용하여 다이어그램에

포함된 요소들을 가리키

거나 그 위를 움직이는

제스처를 취할 때

다이어그램과 바로 위의 공

중에서 연필로 도형의 변을

따라 훑듯이 움직인다.

D-R

다이어그램과 학습자의

신체 사이의 공간적인 위

치 관계를 변화시킬 때

다이어그램이 포함된 활동지

의 방향을 변경하거나, 자세

를 조정해 다른 각도에서 다

이어그램을 바라본다.10)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이어그래밍 분석 틀에 Arzarello(2006)의 기호

적 묶음 개념을 도입하여 조정된 분석 틀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즉, 기호

적 묶음 개념을 도입하여 수업 사례에서 관찰된 학생들의 다이어그래밍

이 다른 양식의 기호적인 표현, 특히 언어적인 표현과 결합되어 기호적

묶음의 한 부분으로서 동원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예

컨대, 학생들이 다이어그래밍이 동시에 또는 직후에 관찰된 학생들의 발

화나 작성된 답안 등과 결합되어 어떠한 결정적인(determinate) 의미를

나타내는 기호적 묶음의 부분으로서 활성화되었을 때 이를 결정적 다이

어그래밍(determinate diagramming, 이하 DD)으로 구분하고자 하였다.

10) 주로 칠판 위의 다이어그램과 상호작용하는 수학자들의 다이어그래밍을 분

석한 Menz(2015)의 연구에서는 수학자들이 다이어그램이 포함된 칠판과 책

상 사이를 오가며 신체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등의 넓은 공간적 범위의 제스

처를 구분하기 위해 관련 범주를 포함시킨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 종이-연필 환경에서 참여한 활동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책상

위에 놓인 활동지와의 상대적인 방향 및 거리를 변화시키는 제스처를 포함시

키는 방향으로 수정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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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어떤 다이어그래밍이 함께 관찰된 발화 또는 제스처와 어떠한 분

명한 의미 관계로 결합되지 않고 오히려 동떨어진 채 불확실성의 정서를

전달하고 있을 때 이를 비결정적 다이어그래밍(indeterminate

diagramming, 이하 ID)으로 구분하였다(<표 Ⅳ-2>). 이러한 DD와 ID의

구분에 따른 분석은 그 근거가 뚜렷하게 관찰 가능한 일부 다이어그래밍

에 대해서만 수행되었다.

<표 Ⅳ-2> 기호적 묶음의 부분으로서의 다이어그래밍 분석 틀

분석 코드 예시

결정적

다이어그래밍

(DD)

- 다이어그래밍과 함께 “아, 알겠다!” 등의 높은 음조의 감

탄사를 외친다.

- 다이어그래밍 직후 형식화 된 언어로 활동지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진술한다.

비결정적

다이어그래밍

(ID)

- 다이어그래밍과 함께 “음...”, “어...”, “모르겠다.” 등의

머뭇거리거나 의문을 표시하는 발화를 언급한다.

- 다이어그래밍 직후 답안 작성이나 관련 진술 없이 또 다

른 다이어그래밍으로 옮겨간다.

이상에서 살펴본 <표 Ⅳ-1>의 분석 틀과 <표 Ⅳ-2>의 분석 틀을 2차

원적으로 배치하여 조정하면, 학생들의 다이어그래밍을 6가지 코드로 구

분하는 <표 Ⅳ-3>과 같은 하나의 분석 틀을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이와 같은 틀을 통해 학생들의 다이어그래밍 과정의 두 가지 측면

에서의 양상을 동시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표 Ⅳ-3> 조정 된 다이어그래밍 분석 틀

직접적 근거리 원거리

결정적 DD-D DD-C DD-R

비결정적 ID-D ID-C I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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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결과 및 논의

이 절에서는 서로 다른 관점 사이의 네트워킹을 위하여 수업 사례를

분석한 두 가지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각각의 결과를 기반으로 한 논의

를 통해 관점들 사이의 네트워킹을 시도한다. 먼저 3.1.에서는 구조-기반

및 맥락-기반 관점의 분석 틀을 적용하여 살펴본 평행사변형의 성질 과

제 수업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이 경우, 수업에서 관찰된

사례들에 대하여 두 관점에서의 분석이 각각 수행되고 그 결과에 관한

변증법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3.2.에서는 맥락-기반 및 물질-

기반 관점의 분석 틀을 조정하여 도출한 새로운 분석 틀을 적용하여 살

펴본 피타고라스의 정리 과제 수업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이 경우, 두 관점 사이의 조정을 통한 분석 결과로부터 기존의 관점에서

제한적으로만 다루어졌던 경험적인 현상의 새로운 측면이 포착되었는지

에 관한 논의가 이어진다.

3.1. 평행사변형의 성질 과제 수업 분석

3.1.1. 분석 결과

3.1.1.1. VND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논증 구조의 구성

주어진 과제에 관한 소그룹 논의 과정에서 학생들은 VND 내에 잠재

된 논증 구조에 대한 다양한 이해 방식을 드러냈다. 초기에 학생들은 화

살표를 통해 잠재적인 LAS가 현실화되는 방식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보였으나 점차 가능한 연결 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측하며 과제 수행

에 참여하였다. 본 절에서는 학생들이 LAS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관찰된

대표적인 사례들에 대하여 TRSR 및 TSM에 따른 분석을 제시한다.

첫 번째 사례는 두 학생 S1과 S2가 ID4과 ID5 사이의 연결 관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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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논의하는 장면이다.

S1: 얘는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거 이렇게 되지?

S2: 어, 그니까 동위각, 이렇게 연장선 그어가지고...

S1: 아니지 (...)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는, x+z, x=z, y= (...) 그러니까 얘네

둘이, 네 각의 합이, 2x+2y=360이니까, x+y=180...

S2: 근데 이게 x, y, x, y 이렇게 나온 게 아니어 가지고…

S1: 그러니까, 두 대각이 같잖아.

S2: 그러면 이게 성립한다고?

S1: 두 대각이 같잖아. 그러니까 z를 x라고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

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고...

S2: 아... 그럼 여기에서 이거로 (화살표) 추가...

이 장면에서 학생 S2는 ID4에 동위각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연장

선을 긋자고 제안했지만 S1은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고 주어진 네 각을

x, y, x, y로 고려하여 이웃하는 각들끼리의 합을 계산해야 한다는 의견

을 제시했다. 하지만 S2는 ID5에 서로 다른 알파벳이 부여 된 네 각을

어째서 x, y, x, y로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했다.

TRSR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S2는 VR에서의 ID4와 그에 대응하는

DR에서의 성질 P4 사이의 참조 관계에 관해서 불완전하게 이해했던 것

으로 보인다([그림 Ⅳ-6]). 그 근거로 P4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평행하다

는 성질을 ID4와 ID5 사이의 LAS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활용하려 했

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불완전한 이해방식은 주어진 과제가

각각의 ID를 하나씩의 성질에만 대응하는 것으로 의도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주어진 다이어그램 상에는 모두 전형적인 평행사변형의 프로토타

입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평행하다는 성질 역시 활용할 수 있는 것

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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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 ID4와 ID5 사이의 LAS 구성과 관련된 참조 관계

또한 S2는 어째서 주어진 네 각을 x, y, x, y로 고려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즉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VR에서의 화살표를 통

해 활성화 되는 LAS에서의 전제와 결론으로서의 지위에 관해서도 불완

전하게 이해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제에 주어진 VND 상에 ID들이

임의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구조만으로는 학생들이 각각의 ID들에 전제

또는 결론으로서의 지위가 부여될 수 있다는 점을 곧바로 받아들이는 것

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에 S1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ID4와 ID5 사이의 LAS를 구성

하였는데, 특히 그는 전제로서의 ID4의 네 각에, 결론으로서의 ID5에 표

시되어 있는 알파벳을 부여한 뒤에 마주보는 두 각이 같다는 성질을 적

용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추론을 정당화하였다([그림 Ⅳ-7]). 이는 S1

이 각각의 ID들에 별개에 주어진 표현 요소들을 결합시켜 활용하는 VR

내에서의 처리 과정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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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7] ID4와 ID5의 결합을 통한 처리

TSM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학생들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두 학생이 별도의 합의 없이도 공통적으로 ‘여기’라는 공간적인

지시대명사와 함께 '-에서 -(으)로 간다'와 같은 특정한 방향으로의 공

간적인 이동을 나타내는 메타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실

이 특정한 사례에서뿐만 아니라 활동 과정 전반에 걸쳐서 다른 소그룹의

모든 학생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관찰된 양상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구

문 상의 미세한 차이는 있었지만 거의 모든 소그룹에서 활동 초기에 공

통적으로 나온 표현은 ‘여기에서 여기로 갈 수 있어?’와 같은 질문이었

다.

특히 이러한 공간적인 메타포는 단지 주어진 VND상의 공간적인 구조

를 지칭하는 자연 언어 표현으로서만이 아니라, 동시에 논증 구조상에서

의 지위로서의 의미까지 나타내는 PS로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특징적

이다. 예컨대 위의 사례에서 S1은 전제로서의 ID4(P4)의 지위를 명확하

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던 S2에게 이를 설명해주기 위하여 '여기에서

(...) 가는'과 같은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 이처럼 PS로서의 메타

포를 활용하여 학생들은 VND와 상호작용하는 동시에 전제, 결론, 근거

등의 형식적인 언어 표현 없이도 논증 구조에 관해 표현하는 의사소통에

참여할 수 있었다.

다음 사례는 두 학생 S3과 S4가 ID7과 ID8 사이의 연결 관계에 관하

여 논의하는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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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 (ID)7에서 (ID)8로.. 합동이랑.. 평행..

S4: 잠깐만 왜 평행이야?

S3: 여기에서 여기로 나왔으니까 평행이겠지.

S4: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S3: (ID)1에서...

S4: 그러면 그냥 다 되지 않냐? 그냥 다 충족하고 있으니까... 평행선을…

이 장면에서 S3와 S4는 ID7과 ID8 사이의 LAS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

서 평행선의 성질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의견이 상충하였

다.

TRSR의 관점에서 S3는 ID7에 대응하는 성질 P7에 포함되어 있지 않

은 평행선의 성질을 LAS를 구성하는 데에 활용하고자 시도하였다는 점

에서, 이전 사례에서의 S2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VR과 DR 사이의 변환

에 대해 불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그림

Ⅳ-8]).

[그림 Ⅳ-8] ID7와 ID8 사이의 LAS 구성과 관련된 참조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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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TSM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S3가 S4에게 자신의 의견을 설명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여기로 나왔으니까 평행이겠지", "(ID)1에서"와

같이 언급하고 있는 부분에 주목해 볼 수 있다. 여기서 S3는 앞선 사례

에서의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공간적인 이동을 나타내는 메타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논증 구조상에서의 지위로서의 의미를 함의하는

PS로 고려한다면 S3는 또 다른 전제로서의 'ID1에서' 논증이 출발했기

때문에 ID1에 대응하는 P1의 평행 성질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해당 소그룹 학생들이 작성한 답안

을 보았을 때, ID1에서 ID3을 향하게 그은 화살표와 ID3에서 ID7을 향

하게 그은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

서 본다면, S3는 앞서 TRSR의 관점에서의 VR과 DR 사이의 변환과 관

련해서 불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었다기보다는, 과제에서의 요구사항 자체

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즉, 임의의 두 ID들 사이

의 논리적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평행사변형의 정의에 포함된

성질인 P1을 대전제가 되는 출발점으로 보고 누적적으로 논증 구조를

조직화해나가는 과제로 고려했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제의 요

구사항에 대한 이해 방식에서의 차이는 ID들 사이의 연결 관계가 결정

되지 않은 채 주어진 VND의 비결정적인 특성이 다양한 방식의 논증 구

조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다.

3.1.1.2. 서로 다른 논증 구조 사이의 조직화

학생들은 점차 자신들이 국소적인 조직화를 통해 구성한 LAS뿐만 아

니라, 이러한 LAS들 사이에 가능한 연결 관계에 관해서도 추론하기 시

작하였다. 이러한 LAS들 사이의 조직화와 관련해서도 학생들은 서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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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이해 방식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들에 대하여 TRSR 및 TSM의 관점에서의 접근을 통해 분석

해본다.

첫 번째 사례는 ID1, ID2, ID3 사이의 논증 구조의 조직화에 관한 두

학생의 토론 중 일부이다.

S5: 이게(ID2) 여기로(ID1) 바로 못 가는 게, 이게 이렇게 해서(ID2에서 대각

선을 그으면) SSS(합동 조건)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거랑 이거가 같아서

(두 삼각형이 합동이라서) 이게 되는 거잖아(ID1), 그러니까 여기(ID3) 갔

다가 이렇게 가야 돼. 이게 가운데 증명 과정이야.

S6: 이걸 여기로 SSS 거쳐 가야 되는 거네.

S5: 여기로 한 번 증명했다가, 여기 같은 걸로, 그래서 SSS 나와서 여기로 가

는 거니까.

TRSR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S5는 ID2를 전제로, ID3를 결론으로 취

하는 첫 번째 국소적인 논증 구조(LAS1)의 조직화와 ID3을 전제로, ID1

를 결론으로 취하는 두 번째 국소적인 논증 구조(LAS2)의 조직화에 관

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Ⅳ-9]).

[그림 Ⅳ-9] ID2와 ID3 사이의 LAS1과 ID2와 ID3 사이의 LAS2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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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5는 각각의 조직화에 대한 근거(SSS 합동 조건, 두 삼각형의 합동)를

따로따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개의 국소적인 조직화의 결과로서

별개의 LAS가 구성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LAS1의 구성에 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앞서 분석한 사례에

서의 S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ID2와 ID3 각각에 별개로 주어진 표현 요

소들(두 쌍의 변의 길이의 합동과, 공통변으로서의 대각선)을 결합시켜서

고려하는 VR 내에서의 처리에 관해 적절하게 이해하고 활용하여 타당한

추론에 성공하였다([그림 Ⅳ-10]).

[그림 Ⅳ-10] ID2와 ID3의 결합을 통한 처리

또한 S5는 이러한 LAS1과 LAS2에서 겹쳐지는 부분에 해당하는 ID3

이 LAS1에서는 결론이 되며 LAS2에서는 전제가 된다는 점에 대해 "가

운데 증명 과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언급하였다. 이러한 표현을 통

해 그가 두 LAS들을 다시 조직화하여 ID2를 전제로, ID1을 결론으로 취

하는 상위 수준의 논증 구조(LAS3)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인

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Ⅳ-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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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1] LAS1과 LAS2 사이의 조직화를 통한 LAS3의 구성

한편, TSM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두 학생이 LAS들의 조직화와 관련

해서 언급한 "바로 못 가는 게", "거쳐 가야 되는 거네"와 같은 표현들에

주목해볼 수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공간적인 이동을 나타내는 메타포를

통해 ID들 사이의 LAS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경우와, 반드시 복수의

LAS들 사이의 상위 수준의 조직화를 통해 연결해야 하는 경우를 분명

하게 구분 지어서 논의하였다. 즉, 학생들의 이런 메타포 표현은 이중적

인 의미의 PS로서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S5가 "가운데 증명 과정"이

라는 부분적으로 형식적인 용어가 포함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학생들은 주로 PS로서의 메타포를 동원하여 엄밀한 형식적인 표현을 도

입하지 않고도 LAS들 사이에 구성될 수 있는 연역적인 연결 관계의 구

조에 관해 의사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S5와 S6의 사례와 유사한 맥락에서, 또 다른 두 학생 S7과 S8

이 ID1, ID2, ID3 사이의 논증 구조의 조직화에 관해 토론하는 다음의

사례를 살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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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7: 이렇게 (ID1에서 ID2로) 바로 갈 수도 있는데...

S8: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ID3를) 거쳐 갔다가 이렇게 가야하지 않

아?

S7: 이렇게 바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갔다가 갈 수도 있는 거지.

S8: 대각선을 그어야지만, 이게 합동인 걸 알아가지고…

S7: 응 대각선 긋기만 해도 합동인 걸 알아.

S7과 S8의 경우 앞서 S5와 S6가 논의했던 논증 구조의 방향(ID2→

ID3→ID1)과 반대 방향의 논증 구조에 대하여 다루고 있긴 하지만,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바로 갈 수도 있"는지 아니면 "거쳐갔다가" 가야 하

는지에 관하여 공간적인 이동을 나타내는 메타포를 활용하여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 S7은 이전 사례에서 S5와

S6가 내렸던 결론과는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TRSR 관점에

서 말하자면, 두 개의 LAS들([그림 Ⅳ-12]에서 LAS1과 LAS2)을 조직

화해서 보다 상위 수준의 논증 구조를 구성하는 것(LAS3)과 ID1과 ID2

사이에 별개의 LAS를 조직화하는 것(LAS4)이 모두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림 Ⅳ-12] ID1, ID2, ID3 사이에 구성 가능한 LAS의 조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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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S7과 S8은 대각선을 그었을 때 확인되는 두 삼각형의 합동이

근거로 활용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ID1을 전제로,

ID2를 결론으로 취했을 때의 연역적인 논증 구조 자체에 관해서는 타당

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차이는 해당 과제의 요

구사항에 대하여 이해하는 방식 상에서의 차이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S5와 S6 같은 경우 P1∼P8의 성질이 하나의 LAS의 구조에

서 전제 또는 결론으로서만 동원되어야 한다는 암묵적인 규칙을 고려하

고 있는 반면에, S7의 경우 LAS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P1∼P8의 중

하나에 대응시킬 수 있는 성질(위 사례에서는 P3)을 근거로 동원하는 것

도 가능한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TSM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앞선 사례와 이번 사례 사이의 차이는 학

생들이 ID들 사이의 연결 관계가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은 VND의 구조

내에 잠재된 가설적인 관계성을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적

인 표현 양식상에서의 차이와 관련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예컨대, S5와

S6의 경우 "바로 못 가는 게", "가야 돼", "거쳐 가야 되는 거네"와 같은

언급에서 확인해볼 수 있듯이, 강한 어조의 불가능성 또는 확실성의 정

서를 나타내는 언어 표현 양식을 주로 사용하였다. 반면에 S7의 경우 "

갈 수도 있는데", "갈 수도 있는 거고", "갈 수도 있는 거지"와 같이 상

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가능성을 드러내는 표현 양식을 사용하였다. 이처

럼 학생들이 VND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사용하는 서로 다른 언어적인

표현 양식은, 학생들이 과제 수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서로 다른 수준의

확실성 또는 엄격함의 정서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사례는 두 학생 S9과 S10이 여러 ID들의 쌍에서 가

능한 LAS의 구조에 관해 탐구하는 과정에서 논증 구조의 방향성에 관

한 이슈가 표면화 되고, 이에 관한 이해 방식의 개선이 관찰된 사례이다.

S9: 근데 막 왔다 갔다 해... 너무 어려운데. (...) 다 쌍방향 되는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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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0: 쌍방향이 돼? (...) 이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지, 이거 때문에 이게 되는

건 아니잖아.

S9: 이거면... SAS 합동.. 그래서... (...) 근데, 얘 때문에 얘가 성립하면 당연히

얘면 얘도 되는 거지?

S10: 얘가 성립한다는 걸 모르는데, 얘만으로 봤을 땐 얘가 안 되지.

S9: (...) 만약에 얘면 얘잖아. 그렇게 따지면 연결한 거 다 반대로 붙여도 되

는 거 아니야?

S10: 그러면 뭔가 잘못됐다는 거지..

위 대화에서 학생들은 ID3(P3)와 ID8(P8) 사이의 LAS에 대해 논의를

나누고 있다. 이 때, S9은 해당 LAS를 포함하여 몇몇 ID들 사이에 양방

향의 LAS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다른 모든 ID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가설이 성립할 것이라는 잘못된 귀납적인 추

론을 하였다([그림 Ⅳ-13]). 즉, 그는 어떤 두 ID 사이에 한쪽 방향의 논

증이 타당하게 성립된다면, 다른 한쪽 방향의 논증도 당연히 성립될 것

이라고 추측한 것이다. 이러한 S9의 주장에 대해 S10은 한 쪽 방향이

성립한다고 하여 다른 쪽 방향이 성립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모든 연결이 서로 반대 방향도 되는 건 무언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

였다.

[그림 Ⅳ-13] LAS의 양방향성에 대한 S9의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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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대화 이후에도 S9은 ID6과 ID7 사이에 가능한 양방향의 LAS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쌍방향’에 관련된 잘못된 추

측을 오히려 강화하였다. 그런데 그 직후 그는 갑자기 아직 ID7과의

LAS가 구성되지 않은 ID4 쪽으로 주의를 이동시켰다.

S9: 그렇게 따지면… 이게(ID4) 뜻하는 건 대각의 크기가 같다… 대각의 크기

가 같으면...

S10: 이거면 이게 될 수 있을…

S9: 근데 여기서 얘는 안 되네. (ID4→ID7)

S10: 이거에서 이거도 되나? (ID7→ID4)

S9: ...근데 얘만 독립적으로 보면... 이건 이거로 안 돼.

S10: 어, 이거밖에 안 되는...

S9: 어? 안되는 게… 어... 한 방향이 있긴 있네.

이처럼 S9은 S10과 함께 ID7을 전제로 취하고 ID4를 결론으로 취하는

LAS를 구성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반대로 ID4를 전체로 취하고 ID7을

결론으로 취하는 LAS를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다([그

림 Ⅳ-14]). 그리고 나서 S9은 무언가를 깨달은 듯이 감탄사를 표현하는

등, 이해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림 Ⅳ-14] ID4와 ID7 사이에 구성 가능한 두 가지 LAS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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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SR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학생 S9은 어떤 논증 구조상의 전제로

서의 지위와 결론으로서의 지위 사이의 구분에 대하여 불완전하게 이해

하고 있었으며 과제 수행 과정에서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와 같은 사례는 전제, 결론과 같은 DR에서의

형식적인 용어를 도입하지 않은 채로 VND와 같은 상당 부분의 정보가

제한된 다이어그램과의 상호작용만을 통해 연역적인 논증의 구조적인 측

면에 대해 학습하는 것의 위험성과 한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한편, TSM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와 같은 사례는 다양한 가설적인

관계들이 잠재되어 있는 VND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기호적 중재 활동이

학생의 이해가 부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촉진시킨 것으로도 볼 수 있

다. 즉, 일반적으로 전제로서의 명제와 결론으로서의 명제가 이미 결정된

상태로 주어지는 일반적인 논증 기하의 과제들과 달리, ID들 상의 관계가

비결정적인 상태로 주어졌기 때문에 학생들은 탐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제와 결론이 뒤바뀐 두 가지 방향의 가설적인 연결 관계에 대하여 탐구

해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교과서 수준에서는 명시적으로 다루어

지지 않았던 필요충분조건의 관계에 놓여있는 성질 쌍과 그렇지 않은 성

질 쌍의 관계성 사이의 차이에 관해서 탐구해볼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

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탐구 과정은 앞서 분석했던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이동의 메타포로서의 "-에서 -(으)로 간다"와 같은 PS의 사용과 더불어

공간적인 방향성과 논리-연역적인 방향성의 이중적인 의미를 동시에 지니

고 있는 "쌍방향", "한 방향"과 같은 PS의 사용을 통해 중재되었다.

3.1.2. 논의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학생들이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관한 논증

구조를 구성해나가는 데에 있어서 주어진 VND의 역할에 관하여 두 가

지의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해석과 설명 방식에 있어서 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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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먼저, 구조-기반 관점에 해당하는 TRSR의 틀에 따른 분석은 학생들

이 VND 내에 잠재된 타당한 논증 구조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서로 다

른 기호적 표현들 사이의 처리 및 변환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

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주어진 ID와 평행사변형 성질 사이의

참조 관계를 적절하게 파악하고 각각의 ID들에 별개로 주어진 표현 요

소들을 적절히 처리 및 변환하여 활용한 학생들은 타당한 논증을 구성할

수 있었지만, 다른 몇몇 학생들은 VND에 포함된 ID의 표현 요소를 대

응하는 평행사변형의 성질과 적절하게 관련 짓지 못하였으며 그에 따라

타당한 논증 구조를 구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국소적인 조

직화의 결과물로서의 LAS를 보다 상위 수준의 논증 구조로 조직화하는

데에 있어서도 이러한 처리와 변환과 같은 조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몇몇 학생들은 LAS들의 구조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여 조직화하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주어

진 과제의 요구사항을 학생들이 해석하는 방식에서의 차이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TRSR에 따른 분석 결과는 주어진 VND의 일부 구조적인 측

면이 일부 학생들에게 타당한 논증 구조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걸림돌

이 될 수 있으며, 학생들 사이의 의견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

여준다. 예를 들어, 모든 ID들이 동일하게 전형적인 평행사변형의 프로

토타입으로 주어져있다는 특징은 학생들이 각각의 ID와 그에 대응하는

평행사변형 성질 사이의 참조 관계를 정확하게 활용하는 것을 어렵게 하

였다. 또한 VND의 구조상의 무작위성은 일부 학생들로 하여금 ID들에

전제와 결론으로서의 지위가 부여될 수 있다는 점을 즉각적으로 받아들

이기 어렵게 하였으며, 과제의 요구사항을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 학생

들 사이의 의견 차이를 낳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각적인 측면에

서의 인식과 기하적인 성질 및 대상들에 대한 인지적인 이해 사이의 간

극이 있다는 선행연구의 지적과 궤를 같이 한다(Duv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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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맥락-기반 관점에 해당하는 TSM에 따른 분석 결과는 학생들이

VND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 비형식적인

언어 표현을 생산하고 활용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학생들은 '여기에서

여기로 간다', '거쳐 간다', '곧바로 간다'와 같은 공간적인 이동을 나타

내는 메타포적인 표현들을 통해 의사소통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표현들

은 주어진 VND상의 공간적인 구조를 지칭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논증

구조상에서의 지위로서의 의미까지 함의하는 PS로서 활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PS로서의 메타포를 동원하여 학생들은 전제, 결론, 증명과 같은

형식적인 용어들을 도입하지 않고도 논증 기하의 구조적인 측면과 관련

된 탐구 과정에 관하여 활발한 의사소통에 참여할 수 있었다. 또한 학생

들은 '갈 수 있다', '가야만 한다'와 같은 서로 다른 언어 표현 양식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수준의 불확실성의 정서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TSM에서의 분석은 교수학적 인공물로서 주어진 VND의

구조적인 측면이 학생들의 다양한 비형식적인 기호 생산을 촉진시키면서

기호적 중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일부 학생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초기의 불완전한 이해를 개선하고, 타당

한 논증 구조의 구성에 성공하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일부 학생은 특정한 방향의 관계가 주어져 있지 않은 ID들 사이의 가능

한 LAS의 방향성의 문제에 관하여 인식하게 되고, VND와의 상호작용

을 통한 기호적 중재 활동 과정에서 양방향의 LAS의 구성이 가능한 경

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구분할 수 있게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주어진 VND의 구조가 학생들의 개인적인 기호 생산을 촉진시키

는 기호적 잠재성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Bussi &

Mariotti, 2008). 특히 이러한 분석은 일반적으로 시각화와 같은 실험적인

방식의 논증의 위험성이 보다 강조되는 논리적, 연역적 추론을 다루는

논증 기하 영역에서의 학습에 있어서도, 다이어그램과 같은 조작 가능한

대상이 점진적인 형식화 과정을 이끄는 교수학적 도구로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다(Miyazaki, 2000; 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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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 2006).

이상에서 논의한 두 관점에서의 분석 결과상에서의 차이는 일면 기하

학습에 있어서의 다이어그램의 역할에 대해 서로 상충하는 입장을 드러

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Hershkowitz, 2014). 즉, 구조-기반 관점에서

의 분석은 다이어그램과 같은 시각적인 도구를 활용하는 구체적이고 지

각적인 경험을 통해 기하적인 도형이나 성질 등에 대해 학습하는 것의

위험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Duval, 2006), 반면에 맥락-기반

관점에서의 분석은 기하 학습 과정에서 다이어그램이 포함된 교수-학습

환경 및 다이어그램을 다루는 상호작용 과정의 역할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Bussi & Baccaglini-Frank, 2015).

하지만 이러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결과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주

목하고 있는 분석 초점 상에서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서, 한쪽 관점에

서 포착하지 못했던 현상의 단면을 다른 관점에서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상호보완적으로 종합시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주로 학생들의 인지적

인 이해의 차원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는 구조-기반 관점에 해당하는

TRSR의 경우, 학생들의 적절한 또는 불완전한 이해 방식에 관하여 체

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인 언어를 제공해주지만, 그러한

이해 방식이 점진적으로 변화해나가는 과정에서의 다이어그램과의 상호

작용의 실천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실천

적인 기호 사용 방식에 주로 주목하는 맥락-기반 관점에 해당하는 TSM

에서의 분석은 학생들의 이해 방식의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판단하는 기

준을 제공해주지는 못하지만, 학생들의 비형식적인 기호적 표현의 생산

및 활용 양상을 드러냄으로써 학생들의 점진적인 변화 과정에 대해 분석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처럼 두 가지 분석에서의 차이는 서로 다른 초

점에서 동일한 현상을 바라봄으로써 다차원적인 현상의 서로 다른 측면

을 상호보완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학생들이 타당한 논

증 구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ID에 대한 초점을 그것에 대응하

는 성질의 내용적인 의미의 측면으로부터 논증 구조상의 지위(전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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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의 측면으로 전환시킬 할 필요가 있다(Duval, 2007). TRSR에 따른

분석 결과는 이러한 초점 전환의 필요성은 잘 드러내지만 초점이 전환되

는 장면 자체를 포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때, TSM에 따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학생들은 '-에서 -로 간다'와 같은 비형식적인 메타포

표현들을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 PS로 활용하면서 이러한 초점을 전환시

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

이러한 두 관점에서의 분석 사이의 상호보완성은, TSM에서 기호적

중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PS의 개념을 TRSR에서의 분석 틀에

도입하여 보완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여 하나의 분석 틀을 구축해볼 수 있

는 가능성을 상기시킨다. Duval(2006)의 경우 서로 다른 유형의 레지스

터 사이를 오가는 변환과 처리 과정에 관한 틀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과

정을 중재하는 "과도기적인 보조 표현(transitional auxiliary

representations)"(Duval, 2006, p.110)의 존재를 포함시키긴 하였지만, 이

는 명확한 참조 규칙을 지닌 표현 체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체

적인 분석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다루어졌다([그림 Ⅳ-15]).

[그림 Ⅳ-15] 서로 다른 레지스터 사이의 변환 및 처리 과정에 대한 모델

(Duval, 2006, p.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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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TSM에서 말하는 PS가 지닌 이중적인 기호적인 관

계성을 TRSR에서의 과도기적 보조 표현을 분석하기 위한 일종의 틀로

서 고려해볼 수 있다. 즉, PS는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활동 자체를 직접

적으로 표현하는 비형식적인 기호로서의 측면과, 부분적으로 수학적 지

식과의 관련성을 지닌 자연 언어로서의 측면을 동시에 지니는데, 과도기

적인 보조 표현에 대해서도 해당 표현의 실천적인 사용 맥락의 측면과

수학적인 측면을 동시에 들여다봄으로써, 이러한 이중적인 분석을 시도

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두 관점 사이의 상호보완적인 분석을 통해 교수학적인 인

공물로서의 VND가 지닌 어포던스 및 제약과 관련하여 논증 기하 교수-

학습의 실제를 개선시키기 위한 시사점 역시 얻을 수 있다. 즉, VND와

같이 의도적으로 불완전하고 비결정적인 특성을 지니도록 설계된 다이어

그램은 TSM에 따른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편으로 학생들의 비

형식적인 기호 생산을 유도하여 기호적 중재 활동을 촉진시키는 교수학

적인 매개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TRSR에 따른 분석

결과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적절한 인지적인 이해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위험성 역시 동시에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이어그램을 효과적인

교수학적인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입 과정에서 교사와 같은 전문

가에 의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두 관점에서의 분석은 이에 관한 구

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Bussi & Mariotti(2008)는 기호적인 잠재성을

지닌 교수학적인 인공물을 수업에 도입하는 데에 있어서 그것이 이중적

인 기호적 잠재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문화적 중재자”(p. 754)로서의

교사와 같은 전문가의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실제 수업 장면에서도 교사가 직

접 개입하여 학생들의 모호한 이해 방식을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시키는

모습들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TRSR에서의 분석이

VND와 같은 교수학적 인공물로서의 다이어그램을 수업에 도입할 때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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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고려해야 하는 이중적인 기호적 잠재성 중 수학-문화적인 관련성

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줄 수 있다. 즉, 다이어그램을 학생들

의 활동에 도입시킬 때 다이어그램의 구조상의 어떠한 측면이 학생들에

게 잘못된 이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또 학생들의 서로 다른 이해

방식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TRSR에 따른 분석을 통

해 다이어그램의 구조적인 측면 및 조작 규칙과의 관계성에 기반을 두고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두 관점에서의 분석 결과는 상당 부분 차이를 보이지만, 이들

을 적절하게 결합시켜 해석해봄으로써 학생들이 다이어그램과의 상호작

용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 및 교수학적 인공물로서의 다이어그램

의 역할에 관한 다면적인 이해와 통찰을 추구해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두 관점 사이의 결합을 통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두 관점에서의 개념

틀을 일부 조정하여(예컨대, TRSR의 ‘과도기적 보조 표현’ 개념과 TSM

의 PS 개념 사이의 조정) 하나의 분석 틀을 도출하는 방안 역시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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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 과제 수업 분석

3.2.1. 분석 결과

3.2.1.1. 직·간접적 다이어그래밍을 통한 잠재적인 대상의 현실화

1차시 수업에서 삼각형 BCD의 넓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해야 하

는 과제 1-1에 대하여 두 학생 S1과 S2가 찾은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

다. 첫 번째 것은 해당 삼각형과 선분 BC를 밑변으로 공유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이용하는 방법 1이며, 두 번째 것은 선분 BD를 밑변으로

공유하는 삼각형 ABD를 이용하는 방법 2이다. 이 중 방법 2에 사용된

삼각형 ABD는 과제에 주어진 본래의 다이어그램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

은 선분 AD의 도입을 필요로 한다. 또한 두 방법에는 각각 선분 AD와

선분 BC, 선분 AC와 BD가 평행하다는 성질이 활용되는데, 이에 따라

방법 1 역시 선분 AD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학생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최종 답안에서 그들이 새로 도입한 보조선 AD 및 두 쌍의 평행선 마크

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 Ⅳ-16]). 이하에서 두 학생이 이러한 방법들의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과정에서의 다이어그래밍을 분석한다.

[그림 Ⅳ-16] 과제 1-1에 대해 S1과 S2가 속한 소그룹의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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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1의 경우 두 학생이 각자 자신의 활동지 위의 다이어그램을 가지

고 참여한 다이어그래밍 과정에서 따로따로 발견하였다. 먼저 S1의 경우

연필 끝이 종이에 닿지 않은 채로 자신의 다이어그램을 향하도록 한 상

태에서 다이어그램을 응시하고 있다가, 연필 끝으로 선분 BC를 왼쪽에

서 오른쪽으로 훑는 모습이 관찰되었다(ID-C; [그림 Ⅳ-17-(a)]). 그는

잠시 다이어그램을 응시한 채 손가락으로 연필을 회전 시키며 생각에 잠

겼다가, 다시 연필 끝을 다이어그램 가까이 대고 점 D로부터 점 A로 향

하도록 가상의 선분의 궤적을 그리듯이 움직인 후 활동지의 빈 공간에

답을 적어 넣었다(DD-C; [그림 Ⅳ-17-(b)]).

[그림 Ⅳ-17] S1이 방법 1을 발견하는 과정에서의 ID-C, DD-C

S2의 경우 첫 번째 과제에 착수하기 직전에 다이어그램의 방향을 회

전시키는 원거리 다이어그래밍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우연히 발생한 사건

이었다. 그는 잠시 다이어그램을 응시하다가 활동지에 이름을 적으라는

교사의 요청을 듣고 활동지 전체를 비스듬하게 기울였다(D-R). 그리고

그는 활동지 오른쪽 상단에 이름을 적은 후 여전히 활동지가 기울여져

있는 상태로 과제에 착수하였다. 즉, 정방향으로 앉아있던 그의 신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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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에 대하여 활동지 및 그것에 포함된 다이어그램은 왼쪽으로 기울어진

상태가 유지되었다. 잠시 후 그는 연필 끝이 활동지 근처에서 점 A와

점 D 사이를 왔다 갔다 하도록 움직인 직후 답을 작성하였다(DD-C;

[그림 Ⅳ-18]).

[그림 Ⅳ-18] S2가 방법 1을 발견하는 과정에서의 D-R과 D-C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학생은 각자 방법 1을 발견하는 데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가상의 선분 AD를 동원하는 근거리 다이어그래밍에

참여하였다. 이는 주어진 다이어그램 위에 새로운 선을 물리적으로 가시

화시키지는 않았지만, 두 점 A와 D 사이의 빈 공간에 새로운 연결성을

일시적으로 현실화시켰다. 또한 이러한 다이어그래밍에 참여한 직후 두

사람 모두 곧바로 답안을 작성했다는 점에서, 두 경우의 다이어그래밍

모두 DD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단, S1의 경우 해당 다이어그래밍에

앞서서 방법 1에 포함된 두 삼각형이 공통으로 공유하는 밑변인 선분

BC에 대한 ID에 먼저 참여하고 나서, 그것과 평행한 가상의 선분 AD에

대한 DD로 옮겨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후 선분 AD가 직접적 다이어그래밍을 통해 실제적인 선으로 출현한

것은 두 학생이 각자 추가적인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에서였다. 먼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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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AD를 그은 것은 S1이었는데, 그는 교사가 전체 학생들에게 과제에

주어진 정보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하고 있는 동안에 불현듯 선분 AD를

천천히 그었다(D-D). 이후 그는 교사의 설명을 듣기 위해 칠판 방향으

로 몇 차례 고개를 들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연필 끝을 다이어그램

근처에 머무르게 한 상태로 다이어그램을 응시하였지만 스스로 추가적인

방법을 발견해내지는 못하였다. 선분 AD를 긋고 약 1분이 지난 시점까

지도 그는 "(방법을) 하나 밖에 모르겠다"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그의 직

접적 다이어그래밍은 ID로 식별된다.

S2가 선분 AD를 직접 그은 것은 S1이 선분을 그은 시점으로부터 2분

40초 정도 지난 후였다. 그는 천천히 선분 AD를 긋고(ID-D), 그것을 반

대 방향으로 한 번 더 덧그림과 동시에 "아! 나 하나.. 하나 더 만들었어

"라고 외치며 새로운 방법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렸다(DD-D). 그리고 나

서 그는 "(삼각형) DBC가 ADB랑 넓이가 같아"라고 언급하며 연필 끝으

로 두 삼각형의 윤곽을 따라 훑는 근거리 다이어그래밍을 취하였다([그

림 Ⅳ-19]).

[그림 Ⅳ-19] 방법 2와 관련된 S2의 DD-D과 DD-C

S1의 경우 앞서 추가한 선분에 의하여 삼각형 ABD가 그의 다이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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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내에 이미 물질적으로 현실화 되어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S2

의 언급을 듣기 전까지는 해당 삼각형과 관련된 방법 2를 발견하지 못하

고 있었다. 그는 S2로부터 두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는 설명을 듣고 나서

도 확신이 들지 않는다는 듯 웅얼거리는 혼잣말을 하며 다이어그램을 응

시하고 있다가, 갑자기 자신의 활동지를 비스듬히 기울여보며 다이어그

램의 방향을 변경하는 원거리 다이어그래밍을 취하였다. 그리고 "어떻게

구하라고"라고 언급하며 다이어그램을 수평 방향으로 회복시킨 후, 두

삼각형이 공유하는 공통 밑변에 해당하는 선분 BD를 덧칠하는 직접적

다이어그래밍을 취했다. 그리고 나서 왼손으로 활동지를 다시 기울이는

동시에(D-R), 오른손에 들고 있던 연필로 다이어그램 가까이에서 무언

가를 휘저으며(두 삼각형의 윤곽을 빠르게 훑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

그러네"라고 새로운 방법을 인식하였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다

(DD-C; [그림 Ⅳ-20]).

[그림 Ⅳ-20] S1의 D-R과 방법 2의 발견

이상의 과정을 거쳐 두 학생 모두 최종적으로 방법 2까지 발견하게 되

었을 때, 그들의 활동지 내의 다이어그램에는 공통적으로 처음엔 주어지

지 않았던 선분 AD가 물리적인 선으로 현실화 되어 있었다. 또한 다이

어그램이 포함된 활동지 전체가 동일한 방향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진 상

태였다는 점에서 그 물질적인 구조 및 공간적인 배치 상 유사한 모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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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하지만 이상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그 결과물에 이르기까지의 여

정에는 차이가 있었다. S2의 경우 다이어그램의 방향을 조정한 원거리

다이어그래밍은 문제 해결과 무관한 맥락에서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었

고, 선분 AD를 추가한 직접적 다이어그래밍이 방법 2의 발견과 동시에

취해진 DD에 해당하였다. 반면 S1의 경우 선분을 긋는 직접적 다이어그

래밍은 탐색 과정 중간에 관찰된 ID이었으며, 이후 관찰된 원거리 다이

어그래밍이 방법 2를 이해하게 된 사건에 동반된 DD에 해당하였다.

과제 1-1에 대한 소그룹별 발표 및 교실 전체 논의 이후에 학생들은

삼각형 BCD와 넓이가 같은 도형들을 찾는 과제 1-2에 착수하였다. S1

과 S2는 과제 1-1에서 활용되었던 삼각형 ABC, ABD 외에, 삼각형

ABI, ADC, BHI, BHK, BHF 등을 추가로 발견하였다([그림 Ⅳ-21]). 이

하에서는 그중에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밀도 높은 다이어그래밍 활동에

참여한 삼각형 ABI, BHI를 발견하고 해당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과정에

서의 다이어그래밍을 분석한다. (나머지 세 삼각형의 경우 탐색 과정에

서 별도의 근거리 또는 원거리 다이어그래밍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직관

적인 발견과 거의 동시에 직접적 다이어그래밍을 통해 곧바로 해답이 공

유되었다.)

[그림 Ⅳ-21] 두 번째 세부 과제에 대한 S1과 S2의 답안에 포함된 삼각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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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형 ABI의 경우, S2가 원거리 및 직접적 다이어그래밍 과정을 거

쳐 먼저 발견하였다. 다이어그램을 가만히 응시하던 그는 손에 쥔 연필

끝을 자신의 활동지의 다이어그램 위 공중에 머물게 한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학습지의 방향을 비스듬히 기울였다(ID-R; [그림 Ⅳ-22-(b)]). 그

리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이어그램을 계속 응시한 채로 몸통과 고개의

방향을 천천히 뒤튼 뒤에(D-R; [그림 Ⅳ-22-(c)]), 선분 AI를 추가하여

삼각형 ABI를 완성하였다(DD-D). 이 과정에서 한번 기울여진 학습지의

방향에 대하여 그의 몸 전체의 방향이 다시 한 번 조정되었기 때문에,

다이어그램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의 방향은 [그림 Ⅳ-22]의 하단에 나타

낸 것과 같은 순서로 변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Ⅳ-22] S2의 D-R에 따른 그의 신체와 다이어그램 사이의 공간적 관계

및 시선의 방향 변화



- 114 -

잠시 후 S2는 S1에게 자신이 새로 발견한 해답이 있다고 언급하며, 앉

은 채로 팔을 멀리 뻗어 S1의 학습지에 선분 AI를 표시하였다(D-D). S1

은 갑작스레 새로운 구조가 출현한 자신의 활동지 위의 다이어그램을 쳐

다보면서 "얘가 뭐랑 같다고? 왜 같아?"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S2는 자

리에서 일어나 S1의 학습지 위에 연필로 변과 각들을 차례로 가리키며

삼각형 DBC와 새롭게 출현한 삼각형 ABI 사이의 합동 조건에 대해 설

명하였다(D-C). 이 때, S2의 설명을 듣고 있던 S1의 고개가 앞서 S2가

삼각형 ABI를 처음 발견했을 때와 유사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모습이 관

찰되었다(D-R; [그림 Ⅳ-23]). 그리고 S1은 "아∼ 음∼" 하는 긍정적인

감탄사를 통해 새로 공유된 해답을 받아들였음을 드러냈다.

[그림 Ⅳ-23] D-C를 통해 자신의 해답을 공유하는 S2와

그 과정에서의 S1의 D-R

얼마 후, S1은 연필 끝으로 삼각형 ABI의 윤곽선을 계속해서 반복적

으로 훑으면서 "근데 이거.. 이거 어떻게 돌리면.. 어떻게 똑같지 않나.."

라고 언급하였다(ID-C; [그림 Ⅳ-24-(a)]). 그러던 중 점 A에 잠시 멈췄

던 그의 연필 끝이 선분 AH를 훑으며 점 H로 이동하였다(D-C; [그림

Ⅳ-24-(b)]). 그리고 S1은 "이거이거이거.. 아 잠깐! 이거랑 이거랑 같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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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고 외치면서 선분 HI를 새로 그리고 삼각형 ABI와 BHI의 윤곽선

을 빠르게 덧칠하였다(DD-D; [그림 Ⅳ-24-(c)]).

[그림 Ⅳ-24] 삼각형 BHI를 발견하는 과정에서의 S1의 D-C 및 D-D

이 사건에서 삼각형 ABI 위를 계속 회전하던 S1의 연필 끝이 점 A로

부터 점 H을 향해 움직인 근거리 다이어그래밍은 순간적으로 일어났으

며, 따라서 그가 해당 아이디어를 발견하게 된 것이 해당 다이어그래밍

의 전인지 후인지 또는 움직임의 과정 중간인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

는다. 다만 확인 가능한 것은 삼각형 ABI의 윤곽을 따라가는 불확실했

던 ID로부터 일련의 연쇄적인 다이어그래밍을 거쳐 두 삼각형의 윤곽선

을 동시에 덧칠하는 확신에 찬 DD로 전환되기까지, 그 과정 중 어느 시

점에선가 S1은 수학적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확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

이다. 이처럼 다이어그래밍을 통해 잠재적인 다이어그램 요소들을 현실

화시키는 과정에서 ID와 DD 사이를 오가는 모습이 여러 차례 관찰되었

는데, 이는 2차시 수업에서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증명 아이디어를 탐색

해나가는 과정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다음 절에서는 이와 같은 측면에

주목하여 2차시 수업에서 관찰된 학생들의 다이어그래밍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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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 결정적·비결정적 다이어그래밍 사이의 역동적인 전환

2차시 수업에서 S1과 S2는 보관하고 있던 이전 차시 수업의 활동지를

참고하여 넓이가 같은 삼각형을 찾는 과제 2-1을 무리 없이 수행하였고,

본격적으로 증명을 완성시켜야 하는 과제 2-2에 대하여 정사각형 ABDE

와 직사각형 BHJI의 넓이가 같다고 하는 부분까지 매끄럽게 완성하였

다. 본 절에서는 학생들이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다이어그래밍 활동에

참여한 증명의 나머지 부분, 즉 정사각형 ACGF와 직사각형 CHJK의 넓

이가 같다는 부분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아이디어를 탐색해나가는 과정에

서의 학생들의 다이어그래밍을 상세히 분석한다.

S1은 증명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두 사각형 ACGF와 CHJK

의 각각의 절반에 해당하는 삼각형 ACG와 CJK의 넓이 사이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다. 그는 연필로 두 삼각형의 윤

곽을 따라 반복적으로 덧칠하는 직접적 다이어그래밍을 취하면서([그림

Ⅳ-25-(a)]), "얘를 여기로 어떻게 옮길까", "이 큰 삼각형(ACG)을 여기

(삼각형 CJK)로 옮겨야.."라고 언급했다(ID-D). 그러자 옆에서 그의 말

을 듣던 다른 한 학생(작은 목소리로 누군지 특정되지 않는다)은 나지막

하게 "떨어트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이 때, 삼각형 CJK의 윤곽을 따

라 회전하던 S1의 연필 끝이 점 C 부근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공중에서

작은 아치를 그리며 점프 하듯이 점 H로 이동했다(D-C; [그림 Ⅳ

-25-(b)]). 그리고 그는 선분 HK를 새로 그리더니(D-D), 이번엔 삼각형

CHK의 윤곽을 반복적으로 덧칠하기 시작하였다(ID-D; [그림 Ⅳ

-2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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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5] 삼각형 CHK를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의 S1의 다이어그래밍

이 사건에서 두 삼각형을 덧칠하는 ID-D로부터, 근거리 및 직접적 다

이어그래밍을 거쳐, 새로 현실화 된 삼각형 CHK의 윤곽을 덧칠하는

ID-D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 중간에 S1이 삼각형 CHK를 새롭게 발견

하게 된 구체적인 시점은 본 연구 데이터만으로는 정확하게 식별되지 않

는다. 즉, 점 C 부근에서 멈췄던 연필 끝이 점 H로 이동하는 근거리 다

이어그래밍 시점에 이미 그는 삼각형 CHK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DD-C를 취하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지만, 선분 HK를 긋는 직접적 다

이어그래밍에 이르러서야 새로운 삼각형에 주목하게 됐을 가능성도 있다

는 것이다. 다만 데이터에 관찰된 근거들을 통해 추정 가능한 것은 일련

의 연쇄적인 다이어그래밍 과정 중 어느 시점에선가 그는 새롭게 발견한

아이디어에 대한 확신감을 가졌다가 즉, DD를 취했다가, 다시 새로운 삼

각형에 대한 ID-D를 취하며 숙고하는 탐색적인 모드로 돌아오게 되었다

는 것이다.

잠시 후 삼각형 CHK의 윤곽을 반복해서 따라 그리던 S1의 연필 끝이

이번에는 점 C에서 H로 향하던 중 갑자기 점 A로 이동했다(D-C; [그림

Ⅳ-26-(a)]). 그리고 그는 점 A에서부터 K까지 새로운 선분을 그리면서,

"여기까지 올리고, 여기까지 올릴 수 있고.."라고 혼잣말을 하였다

(DD-D). 즉, 이 시점에서 S1은 새로운 삼각형의 아이디어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방금 현실화 된 삼각형 ACK와 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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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G의 윤곽을 번갈아 반복적으로 덧칠하면서 "얘랑 얘가 왜 같을까?"

라고 중얼거렸다(ID-D; [그림 Ⅳ-26-(b)]). 즉, 다시 학생은 새로운 아이

디어를 발견하기 위한 불확실한 탐색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림 Ⅳ-26] 삼각형 ACK를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의 S1의 다이어그래밍

한편 S1이 삼각형 ACK를 현실화시키고 있던 시점에, S2는 S1과의 별

도의 의사소통 없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활동지 내의 다이어그램을 관찰

하고 있었다. 그는 "얘는 뭘까"라고 혼잣말을 하며 선분 BG를 긋고 삼

각형 BCG의 윤곽을 몇 차례 덧칠한다(ID-D; [그림 Ⅳ-27]). 그리고 한

동안 혼자서 다이어그래밍에 몰두하였다.

[그림 Ⅳ-27] S2의 다이어그래밍을 통한 삼각형 BCG의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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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후 S2는 "오케이, 됐다! 됐어, 됐어!"라고 기쁘게 외쳤다. 이 시점

까지도 S1은 앞서 분석한 삼각형 ACK의 발견 이후로 추가적인 아이디

어를 찾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었다. S2의 외침을 들은 S1은 삼각형

ACG의 윤곽을 따라 그리는 직접적 다이어그래밍과 함께 "아, 큰 삼각형

을 어떻게 아래로 내리냐니까?"라고 S2에게 추궁하듯이 질문하였다

(ID-D). 그러자 S2는 "아까 그거랑 똑같아"라고 답하며, S1의 활동지 위

공중으로 연필 끝을 향하게 한 뒤에 그것을 (S1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아래 왼쪽 방향의 사선으로 휘두르는 제스처를 취했다(DD-C; [그림

Ⅳ-23-(a)]). 그러자 S1은 "어떻게 내렸는데?"라고 되물었다가, 곧바로

선분 GH를 그으면서 "아, 내렸어!"라고 외쳤다(DD-D). 그리고 나서 그

는 웃음과 함께 상기된 말투로 "아하하하, 이걸 못 봤네, 이걸 못 봤

네..."라고 언급하며 연필로 점 A로부터 점 H까지 선분을 따라가는 근거

리 다이어그래밍을 취한 뒤 삼각형 CGH의 윤곽을 빠른 속도로 덧칠했

다(DD-C, DD-D; [그림 Ⅳ-28-(b)]).

[그림 Ⅳ-28] S2가 S1에게 해답을 공유하는 과정에서의 다이어그래밍

(a) S1이 삼각형 ACG를 따라 그리고 있을 때 (ID-D), S2의 연필 끝이 활동지

위 공중에서 비스듬히 휙 움직인다(DD-C).

(b) S1은 선분 AH를 따라 연필 끝을 훑은 후(DD-C), 삼각형 CGH를

현실화시킨다(D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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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잠시 후, 삼각형 CGH의 윤곽을 덧칠하던 S1의 얼굴에서 미소

가 점점 희미해지고 손놀림의 속도가 점차 느려지더니, 그는 S2에게 "이

거, 합동으로 내렸어?"라고 물으며 삼각형 CGH와 삼각형 ACK를 다시

빠른 속도로 덧칠하기 시작했다(ID-D). 이에 S2가 S1이 언급한 정확한

꼭짓점의 이름이 무엇인지 되묻자, S1은 손을 뻗어 S2의 활동지 내의

다이어그램에 선분 AC를 한 번 덧그린 후("그냥 얘랑.."), 연필 끝을 점

H로 이동시켜 잠시 머무른 후에 삼각형 CGH를 덧그렸다("얘랑..";

ID-D). 이 과정에 동반된 S1의 발화는 힘없이 작은 목소리로 얼버무리

는 어조였으며 S2에게 명확한 설명을 재차 요청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의 다이어그래밍은 ID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자 S2는 "왜 이렇게 했

어?"라고 하며, 선분 AB와 삼각형 BCG의 윤곽을 덧그리며(DD-D), 추

가 설명을 통해 S1의 오류를 정정해주었다.

이 사건에서 S2가 발견한 아이디어가 S1에게 의도와 다르게 공유되고

그 오류를 다시 정정하기까지의 과정 동안에 S1의 다이어그래밍은 ID와

DD 사이를 역동적으로 오가고 있다. 처음 S1은 삼각형 ACG에 대한 ID

에 참여하면서 답답한 어조로 S2에게 질문을 하다가, S2의 근거리 다이

어그래밍이 환기시킨 방향에서 새로운 삼각형 CGH를 발견해 현실화시

킨 직후, 매우 상기된 목소리로 자신의 발견을 알리며 소리 내어 웃기까

지 하였다. 즉, 이 시점에 그는 확신에 찬 태도로 DD에 참여하게 되었다

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때 삼각형 CGH의 윤곽을 반복적으로 덧칠하

던 그의 직접적 다이어그래밍 과정 중간에 실시간으로 그의 확신감이 불

확실성으로 옮겨가는 근거들이 관찰되었다. 즉, 해당 다이어그래밍에 착

수하는 시점에서 S1의 다이어그래밍은 확신에 가까웠지만 다이어그래밍

과정 도중에 불확실성이 점차 증가한 것이다. 그 근거로서 다이어그래밍

중에 관찰된 S1의 표정 및 손을 움직이는 속도 등의 신체적인 제스처

상의 변화, 그리고 그에 동반한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 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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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논의

이상의 분석 결과, 학생들은 다양한 유형의 다이어그래밍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과제 내의 다이어그램에 직접 주어지지 않은 잠재적인 수학적

대상 및 관계성을 활성화시키고 있었다. 특히 학생들이 새로운 수학적인

대상 또는 관계성을 발견하는 순간에는 다이어그래밍의 유형이 역동적으

로 변화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은 직·간접적인 다이어그래밍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다이어그램에 존재하지 않던 잠재적인 수학적 대상 및 관계성을

현실화시키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다이어그램 위에 획을 그어 표시하는

직접적인 다이어그래밍뿐만 아니라, 습관적이고 무의식적인 신체적 움직

임을 비롯한 간접적인 다이어그래밍 역시 학생들의 발견에 있어서 결정

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이

미 직접적인 다이어그래밍을 통해 새로운 보조선이 추가되어 있음에도

발견하지 못하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근거리 혹은 원거리 다이어그래밍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기도 했으며, 서로 해답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그어진 선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신체적인 제스처까지 공

유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그 결과 두 학생이 나름의 탐구 과정을 거쳐

동일한 해답을 발견했을 때 학생들의 활동지 위에 표시된 다이어그램의

최종적인 형태는 외연적으로 거의 유사하였지만 두 학생의 다이어그래밍

의 과정의 궤적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물질-기반 관점에

서의 선행연구들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수학 학습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과물로서의 다이어그램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르기까지의 물질적인 다

이어그래밍의 과정 전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Châtelet, 2000; Menz,

2015).

특히 학생들이 새로운 수학적 대상 또는 관계성을 발견하는 순간 전후

로 관찰되는 다이어그래밍의 유형은 ID와 DD 사이를 역동적으로 오가

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은 특히 본격적인 증명 과제에 착수한 2차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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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사례에서 두드러지게 관찰되었다. 증명의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과정

에서 학생들은 불확정적인 ID에 참여하다가 어느 순간 새로운 아이디어

의 발견과 함께 확정적인 DD에 참여하였으며, 이내 또다시 또 다른 아

이디어의 탐색에 몰두하는 ID에 참여하게 되는 등, 새로운 수학적 아이

디어를 발견하는 순간의 전후로 ID와 DD 사이를 오가는 전환이 관찰되

었다. 이와 같은 역동적인 양상은 물질-기반 관점에 따라 다이어그래밍

과정에서의 물질적인 변화 자체만을 분석하거나, 맥락-기반 관점에 따라

기호 사용 방식의 변화 양상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측면

에 해당한다. Arzarello(2006) 등의 연구자들이 제안한 기호적 묶음 개념

은 명확한 의미 체계나 알고리즘을 따르지 않는 신체적인 제스처와 같은

기호적인 자원을 상대적으로 명확한 의미론적인 관계가 파악 가능한 언

어적인 표현 등과의 결합을 통해 이해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에 해당한

다(Sabena, 2008). 따라서 학생들이 주저하고 머뭇거리며 선을 그어보거

나 덧칠하는 행위와 같이 의미론적으로 해석되기 어려운 물질적인 탐구

과정에서의 움직임들은 이러한 분석 과정에서 소외되기 쉽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분석은 Menz(2015)와 같은 물질-기반 관점에서의 분석 틀을

동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물질적인 다이어그래밍 과정 전체의 양상에 주

목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명확한 의미를 나타내는 언어적인 표현과

결합되지 않은 신체적인 움직임들을 함께 고려했기 때문에, ID와 DD 사

이를 오가는 역동적인 전환의 장면을 포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즉, 이

러한 측면은 물질-기반 관점에 해당하는 Menz(2015)의 다이어그래밍 분

석 틀과 맥락-기반 관점에 해당하는 Arzarello(2006)의 기호적 묶음의 틀

을 2차원적으로 조정하여 적용함으로써, 다이어그래밍 과정에서의 물질

적인 측면에서의 통시적인 변화 양상과 함께 언어, 제스처와 같은 다른

기호적 자원과의 결합된 의미가 나타났다가 다시 모호해지는 등의 공시

적인 측면의 변화 양상을 동시에 주목했기 때문에 포착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의 분석을 통해 포착한 학생들의 수학적 탐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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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존재하는 다이어그래밍의 확정성 또는 불확정성과 관련된 역동적인

변화 양상은 맥락-기반 관점 및 물질-기반 관점 양쪽 모두와 공통적으

로 밀접하게 연관된 측면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적절하게 개념화

한다면 두 이론적 관점 사이의 원리적인 수준에서의 국소적인 통합을 위

한 연결 지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Sabena et al., 2014). 이

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탐구 과정에 존재하는 모호하고 불확정적인 측면

에 주목한 선행연구들의 개념화를 참조해볼 수 있는데, 일부 선행연구들

은 학생들이 탐구 과정에서 긍정과 부정 사이의 넓은 스펙트럼 사이에

놓인 불확실성을 다양한 유형의 담론적인 움직임이나 신체적인 제스처를

통해 나타낸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Conlin & Scherr, 2018; Reinholz

& Pilgrim, 2021). 특히 Conlin & Scherr(2018)는 이러한 현상을 화자가

특정한 양식의 언어적, 비언어적인 조치를 통해 해당 진술과의 “인식론

적 거리(epistemic distance)”를 조정한다고 개념화하였다. 이러한 선행연

구들은 주로 개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에 대한 언어-담론적인

분석에 인식론적 거리 개념을 적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의 분석 결과로

부터 이와 같은 개념을 다이어그래밍 활동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도 적

용 가능하도록 확장시켜볼 가능성을 제기해볼 수 있다. 즉, 다이어그램을

생성해나가는 과정에는 미리 가정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가능성들

이 지속적으로 창발한다는 점에서(Thom & McGarvey, 2015), 학생들이

이에 대해 명확하고 확정적인 입장을 취하여 접근하기 어렵고, 이에 따

라 필연적으로 학생과 다이어그램 사이에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인식론

적인 긴장을 ‘인식론적 거리’의 변화로서 개념화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적용한 조정된 분석 틀은 학생과 다이어그

램 사이의 인식론적 거리 변화를 보여주는 틀이 된다고도 볼 수 있다.

즉, 어떠한 결정적인(determinate) 의미를 나타내는 기호적 묶음의 일부

로서 활성화 된 경우에 해당하는 DD는 학생과 다이어그램 사이의 인식

론적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보여주는 개념으로, 반대로 불확실성의 정

서를 전달하는 담론적인 움직임과 함께 포착된 ID는 학생과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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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인식론적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개념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물질-기반 관점과 맥락-기반 관점의 분석

틀을 조정하여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의 다이어그래밍을 통한 탐구 과정에

존재하는 인식론적인 거리의 역동적인 변화 양상에 대해 고찰해볼 수 있

었다. 이러한 측면은 물질-기반 관점에서 주목하는 물질적인 사건으로서

의 다이어그래밍의 움직임 자체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거나, 맥락-기반

관점만을 취하여 다이어그래밍이 수학적인 실천의 사회-문화적인 차원

을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면에만 주목했다면 포착하기 어려웠을

측면에 해당한다. 또한 이는 기존의 언어-담론적인 차원에 주목한 연구

들에서 개념화 한 인식론적 거리의 개념을 다이어그래밍과 같은 물질적

인 행위에 대한 개념으로 확장시켜 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인식론적 거리는 맥락-기반 관점과 물질-기반 관점이 공통적으로 주목

하는 학생들의 다이어그래밍을 통한 탐구 과정의 한 측면에 해당하며,

두 관점 사이의 조정된 분석 틀을 통해서만 포착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인식론적 거리라고 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맥락-기반 관점 및 물질-기반

관점의 개념 요소들을 서로 연결시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렇게 부분적

으로 통합된 국소적인 이론은 기존의 각각의 이론적 관점들만으로는 설

명하기 어려운 다이어그래밍을 통한 수학 학습 현상의 새로운 측면에 대

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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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에서는 다이어그램과 수학 학습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다룬 기

존 연구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기호로서의 다이어그램을 바라보는 관점

을 구조-기반, 맥락-기반, 물질-기반 관점 등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각 관점의 연구들의 기저에 있는 인식론적인 배

경과 주요한 분석 초점을 비롯하여 다이어그램과 수학 학습 사이의 관계

에 관하여 설명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구분 된 관점들에 대해 네트워킹 전략을 적용하여 관점들 사이의 비교

및 상호적인 연결을 시도하였다. 특히, 구조-기반 및 맥락-기반 관점 사

이의 네트워킹, 그리고 맥락-기반 및 물질-기반 관점 사이의 네트워킹을

통해 실제 수업 사례를 분석하여 이론과 실제에 관한 다면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 각 장에서 다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먼저 문헌 고찰을 통해 다이어그램과 수학 학습 사이의 관

계를 다룬 선행연구들의 경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다이어그램 및 다이

어그램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수학 학습에 대해 다루어 온 연구들은 인간

의 정신적인 활동으로서의 분석적인 과정에 종속된 과정으로 설명하는

전통적인 접근 방식으로부터, 점차 물질적인 다이어그램 자체와 그것과

의 상호작용의 기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접근 방식으로 그 초점이

이동되어 온 것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이어서 기호학의 관점에서 수학

학습에서의 다이어그램의 역할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에 관하여 Peirce의

기호학에 기반을 둔 수학교육 연구들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

히, Peirce가 말하는 다이어그램적 추론의 개념을 수학교육적으로 재해석

한 이론적인 문헌들에 대해 고찰하여, 연구자들이 주로 주목했던 서로

다른 초점으로서 다이어그램의 구조적인 측면, 맥락적인 측면, 물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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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등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세 측면을 기준으로 기호로서의

다이어그램을 바라보는 관점을 구조-기반, 맥락-기반, 물질-기반 관점

등의 세 가지로 구분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도출한 관점들 사이의 네트워킹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서로 다른 이론적 관점들 사이의 상호적인 대화와 연결

을 위한 방법론으로서 네트워킹 전략에 관해 살펴보았다. 특히 Prediger

et al.(2008)가 제시한 네트워킹 전략 틀을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 시도하

고자 하는 네트워킹의 개요를 제시하였다. 이어서 관점들 사이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의 네트워킹으로서 세 관점으로 구분되는 실제적인 연구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각각의 관점들을 이해하고 관점들 사이의 차

이를 비교하였다. 특히 다이어그램과 수학 사이의 관계, 기반을 두고 있

는 인식론적 배경, 주요한 연구 초점, 수학 학습에 대한 개념화 방식, 다

이어그램의 역할, 교사의 역할 등의 측면에서 세 관점을 비교하여 종합

하는 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틀을 바탕으로 관점들 사이의 가

능한 네트워킹 조합으로서 구조-기반 관점과 맥락-기반 관점, 그리고 맥

락-기반 관점과 물질-기반 관점 사이의 가능한 연결 지점을 확인하고

연결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구조-기반 관점과 맥락-기반 관점의 경우

각각의 분석 틀을 동일한 수학 학습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변

증법적으로 결합시켜 논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맥락-기반 관점과

물질-기반 관점의 경우 두 관점에서 공통으로 주목하는 경험 요소를 중

심으로 분석 틀 수준에서의 조정을 통해 하나의 분석 틀을 도출하여 사

례 분석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논의한 관점들 사이의 네트워킹을 실제 수업 사

례에 대한 분석에 적용해 보고 그 결과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두 가지 조합의 네트워킹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는 두 가지 수업 사

례의 과제와 맥락에 대해 설명하고, 실제적인 학생들의 수학 학습 분석

에 적용하기 위한 분석 틀을 구체화시켰다. 구조-기반 관점과 맥락-기반

관점 사이의 네트워킹을 위한 분석 틀로서 TRSR(Duval, 2006)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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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Bussi & Mariotti, 2008)의 분석 틀이 제시되었으며, 맥락-기반 관

점과 물질-기반 관점 사이의 네트워킹을 위한 분석 틀로서 Menz(2015)

의 다이어그래밍 분석 틀에 Arzarello(2006)의 기호적 묶음 개념을 반영

한 새로운 분석 틀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두 가지 네트워킹

을 통해 수업 사례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각각의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구조-기반 관점과 맥락-기반 관점의 분석 틀을 적용하

여 살펴본 평행사변형의 성질 과제 수업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

하였다. 두 관점에서의 분석 결과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었지만 이들을

적절하게 결합시켜 해석해봄으로써 논증 기하 학습에서의 교수학적 인공

물로서의 다이어그램의 역할에 관한 다면적인 이해와 통찰을 추구해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두 관점의 분석 틀을 하나의 분석

틀로 조정시킬 대안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맥락-기반 관점과

물질-기반 관점의 분석 틀을 조정하여 도출한 새로운 분석 틀을 적용하

여 살펴본 피타고라스의 정리 과제 수업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

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의 다이어그래밍을 통한 탐구 과정에서 역동적으

로 변화하는 인식론적인 거리라고 하는 새로운 측면에 관한 통찰을 얻고

현상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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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이어그램과 수학 학습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다룬 기

존 연구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기호로서의 다이어그램을 바라보는 관점

을 구조-기반, 맥락-기반, 물질-기반 관점 등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각 관점의 연구들의 기저에 있는 인식론적인 배

경과 다이어그램과 수학 학습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설명하는 방식에 있

어서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네트워킹 전략을 적용하여 세

관점들 사이의 연결을 시도하였다. 구조-기반 관점과 맥락-기반 관점,

그리고 맥락-기반 관점과 물질-기반 관점 사이의 네트워킹을 통해 실제

수업 사례를 분석하여 이론적 관점 사이의 연결 가능성 및 다이어그램을

통한 수학 학습 현상에 관한 다면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두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수학 학습에 기여하는 기호로서의 다이어그램을 바라보는 세 가

지 관점, 즉 구조-기반 관점, 맥락-기반 관점, 물질-기반 관점의 구분 틀

은 다이어그램을 통한 수학 학습 현상이 지닌 복잡성과 다면성에 관한

통찰을 제공한다. 즉, 이러한 틀을 통해 다이어그램을 통한 수학 학습 현

상에는 기호 체계에 대한 인지적인 이해의 차원(구조-기반 관점), 수학

적 활동 내에서의 실천적인 기호 사용 방식의 차원(맥락-기반 관점), 그

리고 학습자의 신체 및 다이어그램 자체의 물질적인 움직임의 차원(물질

-기반 관점) 등의 복합적인 차원의 레이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

으며([그림 Ⅲ-11] 참조), 다이어그램과 수학 사이의 관계성을 어떠한 관

점에서 바라보는지에 따라 연구자들이 주로 주목하는 초점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관련 선행연구들은 위의 세 가

지 차원의 관계성 중 한 가지 차원만을 배제적으로 고려해온 것은 아니

지만, 그들 사이에 서로 다른 정도의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비대칭적

으로 고려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앞서 본 연구의 Ⅲ장에서



- 129 -

구조-기반 관점과 관련하여 논의된 바 있는 Duval(1995)의 경우 다이어

그램 자체의 구조적인 요소를 변형하고 조작하는 서로 다른 전략의 유형

을 물질적인 상호작용 방식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는 등 물질적인 움직임

의 차원의 요인에도 주목한 바 있다. 하지만 그의 설명에서 이러한 물질

적인 조작 전략들은 "조작적 이해(operative apprehension)"(p. 147)라고

하는 특정한 이해 방식과 결합했을 때에만 적절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것

으로 설명되었다는 점에서 그의 연구는 인지적인 이해의 차원의 요인을

물질적인 움직임의 차원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반면에 Duval의 조작적 이해 개념을 재해석하여 기하 학습

상황에서의 다이어그램과의 상호작용의 유형을 구분하여 제시한

Herbst(2004)의 경우, 학생들이 새로운 추측을 생성하는 '생성적인 상호

작용'의 상황에서는 참조하는 수학적 대상과 다이어그램 사이의 초기 연

관성이 일시적으로 분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그림 Ⅱ

-5]의 (d) 참조). 이와 같은 설명 방식은 기호 체계에 따른 참조적인 관

계성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Duval과 같은 구조-기반 관점을 일정

부분 따르고 있긴 하지만, 그러한 참조 관계로부터 벗어난 물질적인 다

이어그램 자체와 학습자 사이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의 필요성에도 주목하

였다는 점에서 물질-기반 관점의 입장과도 부분적으로 공명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한편, 앞서 맥락-기반 관점에서 논의된 바 있는 사회-문화적인 맥락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주로 의미론적인 의사소통 모델에 바탕을 둔 분석

방식을 채택하여 발화의 리듬이나 억양과 같은 언어의 물질적인 측면이

나 그와 결합되어 동원되는 비언어적인 물질적 기호들은 의미의 운반선

과 같은 종속적인 요인으로서만 고려해온 경향이 있다(de Freitas &

Sinclair, 2014). 이러한 맥락-기반 관점 하의 연구들은 대부분 교사와 학

생 또는 학생들 간의 대화문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때 다

이어그래밍, 제스처와 같은 물질적 차원에서의 움직임의 요인들은 주로

발화와 발화 사이의 괄호 안에 위치하게 되어 의미작용의 체제에 종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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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수적인 요소처럼 다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경향성은 다이어그램 자

체보다는 그것을 둘러싼 다른 맥락적인 차원의 요인, 특히 언어-담론적

인 요소들의 의미작용을 물질적인 차원의 요인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고려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고에서 제시

한 기호로서의 다이어그램에 관한 관점 구분 틀은 다이어그램과 수학 학

습 사이의 관계에 관해 탐구한 연구들이 현상의 다양한 측면들 중 어떠

한 지점에 대한 이해에 관하여 기여하고 있는지를 비추는 렌즈로서 기능

할 수 있다.

둘째, 구조-기반 관점과 맥락-기반 관점 사이의 분석 초점과 분석 결

과상에서의 차이를 적절하게 결합시켜 고려했을 때, 교수학적 인공물로

서의 다이어그램과의 상호작용 과정 및 그 과정에서의 다이어그램의 역

할에 관한 상호보완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두 관점은 앞서 Ⅲ장에서 살

펴보았듯이 다이어그램이 포함된 수학 학습 현상이라는 공통된 현상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지만 연구의 주요 초점과 그에 따른 수학 학습에 대

한 개념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현상에서 주목하는 측

면에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관점

의 분석을 수행한 후에 분석 결과 수준에서의 결합을 시도하는 상대적으

로 소극적인 방식의 네트워킹을 시도하였다. 실제 기하 수업 사례에 대

해 각각의 관점을 적용하여 분석해본 결과 두 관점은 역설적으로 동일한

현상의 서로 다른 측면에 주목한다는 바로 그 지점에서 상호보완적인 대

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즉, 맥락-기반 관점에서의 분석은 다이어그램

을 통한 수학 학습 과정에서의 상호작용적인 측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함

으로써 기호 체계에 대한 인지적인 이해의 차원에 주로 주목하는 구조-

기반 관점에서의 설명이 지닌 한계를 보완해주었다. 또한 구조-기반 관

점에서의 분석은 교수학적인 인공물로서의 다이어그램을 다루는 활동에

있어서 학생들이 부딪힐 수 있는 가능한 어려움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실천적인 기호 생산 및 활용을 촉진시키는 기호적인 잠

재성의 측면에 주로 주목하는 맥락-기반 관점에서의 설명을 보완해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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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결과는 서로 다른 관점들 사이의 차이점이 단지 서로 다른

초점의 연구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는 장벽이라거나 이론적

관점의 선택을 마치 공존 불가능한 "둘 중 하나(either-or)"의 문제처럼

제한시키는 장애물이 아니라, 적절한 결합에 의해 각각이 독립적이면서

도 상호보완적인 방식으로 종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Scheiner,

2020).

또한 이와 같은 결과는 기하 학습에서의 다이어그램의 역할에 관한 몇

몇 선행연구들의 대조적인 입장과 관련하여(Hershkowitz, 2014), 다중적

인 관점에서의 접근을 통해 다차원적인 현상의 서로 다른 측면을 상호보

완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설명력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하 학습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기하 영역이 본질적으로 다이어그램과

같은 시각적인 차원의 요소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경험적인 측면과, 추상

적이고 형식적인 차원과 연관된 이론적인 측면과 동시에 관계되는 이중

성을 갖는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e.g., Hershkowitz et al., 1990). 이

러한 맥락에서 다이어그램을 통한 학생들의 기하 학습 과정에 대하여 단

일한 관점만을 적용한 설명은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관점을 연결시켜서 적용하는 다중적인 관점에서의 접근 방

식이 관련된 이해를 효과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접근 방법이 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구조-기반 관점과 맥락-기반 관점에서의 분석 결

과를 상호보완적으로 결합시켜 보았을 때, 특정한 구조적인 측면을 의도

적으로 불완전하게 설계한 다이어그램이 학생들의 적절한 인지적인 이해

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위험성을 지니는 동시에 학생들의 비형식적인 기

호 생산을 유도하여 기호적 중재 활동을 촉진시키는 교수학적 중재물이

될 수 있는 이중성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수학적 도구

로서의 다이어그램의 이중적인 측면을 교사나 전문가가 적절하게 통제하

여 활용할 수 있다면, 일정한 학습 목표를 추구하는 학교 수학의 맥락

안에서 학생에게 스스로 추측을 생성하고 검증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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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과 모호성에 대처해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Durand-Guerrier et al., 2012).

셋째, 맥락-기반 관점 및 물질-기반 관점 사이의 조정을 통해 학생들

의 수학 탐구 과정에서의 다이어그래밍 활동을 분석한 결과 학생과 다이

어그램 사이의 인식론적 거리의 변화라고 하는 현상의 새로운 측면에 대

한 관찰과 해석이 가능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피타고라스 정리 과

제 수업 사례에서 학생과 다이어그램 사이의 인식론적 거리는 순간적으

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사건을 통해 잠시 좁혀졌다가, 이내 새

로운 탐색 모드로 돌입하며 다시 멀어지는 등의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

었다(Chen & Herbst, 2013; Thom & McGarvey, 2015). 이러한 현상의

새로운 측면에 대한 관찰과 해석이 가능했던 것은 물질-기반 관점에서

의 분석 틀과 맥락-기반 관점에서의 분석 틀을 조정하여 적용함으로써,

물질-감각적인 차원에서의 직·간접적인 다이어그래밍 과정에 주목하는

동시에 그에 동반하는 다른 양식의 기호적 자원을 함께 주목하였기 때문

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다이어그래밍 과정에서의 다이어그램 자체와 관

련된 통시적인 변화 양상과 함께, 다른 양식의 기호적 자원과의 결합된

의미와 관련된 공시적인 변화 양상을 동시에 주목하였기 때문에 포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어느 정도의 분석 초점상의 유사성을 공유하

는 두 관점 사이의 2차원적인 조정을 통해 도출한 새로운 분석 틀을 통

해 현상을 들여다보는 작업은 단일한 관점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웠던

현상의 새로운 측면을 표면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현상에 대한 이해를 심

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Prediger et al. 2008; Sabena et al., 2014).

또한 본 연구에서 두 가지 관점 사이의 조정을 통해 포착한 다이어그

래밍 과정의 역동성은 논증 기하 상황에서 다이어그래밍을 비롯한 신체

적인 제스처로부터 학생들의 기하적인 아이디어의 발견과 같은 인식론적

인 사건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대안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학생들

이 일상적인 지필 환경에서 주어진 정적인 다이어그램 내에서 물리적으

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잠재적인 기하적 대상 및 관계성에 관한 추측들



- 133 -

을 생산해내는 과정은 많이 연구되지 않은 영역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다이어그래밍 과정에서의 인식론적 거리

변화의 측면을 다이어그램 자체의 물질적인 행위성이 다이어그래밍 활동

에 작용하는 방식과 관련지어 고려해볼 수 있다(de Freitas & Sinclair,

2014). 본 연구에서 분석한 사례에서 학생들이 잠재적인 도형들을 현실

화시킬 때 그들의 연필 끝이 움직이는 경로는 주어진 다이어그램에 포함

된 선을 따라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거나, 마치 주어진 점이나 선분을

잡아 끄는 것처럼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다. 즉, 학생들의 연필 끝이 주어

진 다이어그램의 선과 방향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들은 명확한 확신이 없

는 채 다이어그래밍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과 물질적 행위성을 지닌 다이

어그램 사이에 만들어지는 인식론적 거리가 어떤 비결정적인 공간을 이

루고 거기에 다이어그램 자체의 행위성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결과로서 해

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설명은 선행연구들이 학생들의 보조선 도입을

주로 정신적이고 인지적인 측면과 관련지어 설명하고자 했던 것에 반하

여(e.g., 임재훈 & 박경미, 2002; Palatnik & Dreyfus, 2019), 인지 주체의

의식적인 의도의 통제에서 벗어난 다이어그램 자체의 물질성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대안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수행한 관점들 사이의 네트워킹은 수학교육

현상에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을 유효하게 받아들이고 이들을 적절하게

결합시키고 조정하여 활용할 수 있을 때 수학 교육 현상의 복잡성과 역

설, 모호성을 보다 잘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Scheiner, 2019). Niss(2019)는 수학교육 영역에서 단일하고 일관된 연구

방식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경계하며 다양한 연구 질문, 이론적

틀, 방법론과 결과 해석 방식을 포용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시도는 수학 학습에 기여하는 기호로서의 다이

어그램과 관련하여 기존의 수학교육 연구자들이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취하고 있던 가정들을 표면화 시키고 그들 사이의 긴장을 명시적으로 드

러냄으로써 “우리 각자의 관점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측면들에 대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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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감하고 비판적인 이해”(Cobb, 2007, p. 32)를 추구하는 데에 기여한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복수의 관점에서의 분석 틀을 공통의

수학 학습 현상에 적용하여 각각의 관점에서의 해석 방식을 보완하거나

단일한 관점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현상의 새로운 측면을 드러내는

과정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연구 방법 측면에서 관점의 다양성을 생산

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연구 사례로서도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다이어그램의 기호성을 바라보는 관점을 구조-

기반, 맥락-기반, 물질-기반 관점 등의 세 가지로 구분하는 틀을 제시하

였다. 이와 같은 틀은 수학 교수-학습 현상에 수반되는 다이어그램의 역

할과 중요성에 관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본 연구는 이러한 세 가지 관점 사이의 생산적인

연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관점들 사이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종

합을 위한 예비적인 시도로서 부분적인 네트워킹이 시도되었으며, 이를

통해 현상의 다차원적인 특성에 대해 상호보완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이

전에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현상의 새로운 측면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단,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세 관점의 구분은 보다 넓은 스펙트럼으로 나

누어질 수 있는 모든 관점들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며, 다이어그램을 통

한 수학 학습에 주목한 연구들의 근간에 놓인 인식론적인 입장을 반드시

이러한 세 관점들 중 하나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 역시 아니다. 이와 같

은 한계는 극히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수학교육 연구들이

다루는 수학교육 현상에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시각적 표현이 포함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모든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문헌 분석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제약으로부터 기인한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

서 미처 포괄하지 못한 새로운 차원이나 요인들을 밝혀냄으로써 본 연구

에서 제시한 틀을 보완하고 확장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네트워킹을 통해 분석한 사례는 논증 기하라고 하는 내용 영역에 국한되

며 총 3차시의 수업에서 관찰된 소수의 학생들의 사례만을 다루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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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보다 다양한 사례에 적용하여 검증될 필요가 있다. 덧붙여, 본 연구

에서는 일부 선행연구들의 네트워킹 사례를 참조하여 두 가지 조합의 부

분적인 네트워킹만을 시도하였지만, 다른 조합이나 보다 포괄적인 수준

에서 세 관점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식 등의 네트워킹이 가능한지에 관한

추가연구의 필요성 역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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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cess of learning mathematics involves a type of diagram as a

visual representation. Many researchers have long studied the role

and importance of diagrams as signs contributing to mathematics

learning, with several different focuses. Accordingly, theoretical

perspectives explaining and interpre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iagrams and mathematics learning have become increasingly

diversified. For this diversity of perspectives to serve as abundant

resources for research and practical progress in the field of

mathematics education, a meta-approach that considers the

interrelationships between perspectives is required, but such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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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scarce. This study attempts to distinguish between three

perspectives on diagrams as signs by examining the theoretical

literatur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agrams and mathematics

learning based on semiotics. Then, through a review of the empirical

studies from each perspective, the distinguished perspectives are

compared, and the possibility of a connection between the

perspectives is explored. Finally, partial networking between

perspectives is attempted by applying multiple perspectives to the

analysis of geometry-class episodes, and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presented.

A review of the theoretical literature that reinterprets

diagrammatic reasoning in semiotics in relation to mathematics

learning showed that researchers focused on the following three

aspects when considering the epistemological potential of diagrams as

signs: structural objects that can be constructed and transformed

according to the systematic rules of operation, empirical objects

included in the context of practical semiotic activity, and material and

sensory objects that enable perceptual observation and

experimentation. Based on these three aspects, a framework that

divides the perspectives on diagrams into three categories of

structure-based, context-based, and material-based perspectives was

proposed: the structure-based perspective describes the relationship

between diagrams and mathematics based on the structure of the

diagram and the system of conventional rules for constructing and

transforming it. The context-based perspective views the relationship

between diagrams and mathematics as dynamically changing

according to the context of the mathematical activities in which

diagrams are utilized. The material-based perspective views that the

potential of new mathematical meaning construction is inheren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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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rams themselves as material-sensory objects.

For the networking of the perspectives,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each perspective were made understandable through the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their differences were compared, and their possible

connections were discussed based on the comparison. The analysis of

the practical studies identified as taking each perspective clarified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of each perspective: (1) epistemological

background, (2) primary focus in analysis, (3) conceptualization of

mathematics learning, (4) role of diagrams in mathematics learning,

and (5) role of teachers in relation to diagrams. By synthesizing

these analyses, a framework for comparing the differences in the

ways of characterizing the three perspectives was derived. Based on

this framework, the possible connections between the perspectives

were discussed according to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focus of the analysis from each perspective. Specifically, we

developed a way to network the following two combinations of

perspectives and apply them to the analysis of classroom episodes: a

combination of structure-based and context-based perspectives and a

combination of context-based and material-based perspectives.

The results of applying the two combinations of networking to the

analysis of classroom episodes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pplying the structure-based and context-based perspectives

to the same classroom episode significantly differed. However, by

dialectically combining and interpreting the results, it was possible to

seek a complementary understanding of the multifaceted phenomena

of mathematics learning through diagrams as pedagogical artifacts.

Second, the analysis of a classroom episode using a new analytical

framework derived by coordinating the context-based and

material-based perspectives captured a new aspect of the phenome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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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ed ”epistemological distance,” which dynamically changes in the

students’ diagramming process. Because this aspect is difficult to

capture with the analytical framework from each perspective, we

deepened our understanding of the phenomenon by networking

between perspectives.

By exploring related literature, this study proposes a framework

that divides the perspective on diagrams into the following three

categories: structure-based, context-based, and material-based. Such a

framework is meaningful in that it enables a multi-faceted

consideration of the role and importance of diagrams observed in

mathematics teaching and learning. Furthermore, this study sought a

way to establish a productive connection between these three

perspectives. Partial networking was conducted as a preliminary

attempt for an integrated and systematic synthesis between

perspectives. Through this work, it was possible not only to

recognize the multidimensional characteristics of a phenomenon as

complementary, but also to reveal new aspects of the phenomenon.

However, this study is limited in that it cannot cover all possible

perspectives because the classification of perspectives was derived

through a review of the limited literature. Accordingly, follow-up

studies that supplement and expand the framework presented in this

study will be needed. Moreover, further research is needed on

whether other combinations of perspectives or networking at a more

integrative level are possible.

keywords : Diagram, Diagrammatic reasoning, Sign, Mathematics

learning, Epistemological perspective, Net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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