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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의사소통은 수학 교수ㆍ학습 과정에서 학습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에 수학

적 아이디어를 교환하는데 필수적인 활동이다. 2007년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여러 영역에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편찬된 ‘고
등학교 수학’ 18종 교과서에는 의사소통 문제를 다루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고, 실제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수학 수업 시간에 어떤 과제를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할지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 이렇게 수학적 의사소통이 수학 교육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는 시점에서 본 논문은 수학적 의사소통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

이를 토대로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수록된 의사소통 관련 코너의 내용을 분석하

여 유형화하고 나아가 각 유형에 적절한 의사소통 활동을 제시함으로써 차후에 개정될

교과서의 실질적인 의사소통 코너 마련을 위한 정보 및 교사들에게 수학적 의사소통이

활발한 수학 수업을 안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제어: 수학적 의사소통, 과제의 유형, 과제 해결의 방법, 참여자 수, 수학적 의사

소통 모델

1 서론

수학 수업은 교사와 학생, 학생들 간에 일상 언어뿐만 아니라 수학 기호와 용어, 수식 (數
式), 그래프 등의 다양한 표현을 포함하는 수학적 언어를 사용하여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러한 수학적 의사소통과 반성적 사고를 통하여 새로운 개념들 간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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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고 이전의 관계와 연결함으로써 학생들은 수학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32]). 미국수학교

사협의회 (NCTM)가 수학 교육의 일반 목표의 하나로 강조하면서 비롯된 수학적 의사소통

은 우리나라의 2007년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수학과 교육 목표뿐만 아니라 내용, 교

수ㆍ학습 방법, 평가 영역 등에서도 그 능력의 신장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된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 (이하 교과서)의 대부분에는 의사소통 관

련 코너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수학적 의사소통 수업에

대한 의식 부족, 입시 준비에 따른 양적인 문제 해결과 결과를 중시하는 경향, 문제 해결의

과정과 절차보다 교사에 의해 주입된 문제 해결 요령만을 숙지해 버리는 학생들의 학습 태

도로 인해 현행 교육과정이 강조하고 있는 의사소통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수학적 의사소통에 대한 이러한 동향과 현실을 반영하여 수학적

의사소통에 대하여 고찰하고, 본 연구자가 개발한 과제의 유형, 과제 해결의 방법, 참여자

수를 요소로 하는 수학적 의사소통 모델에 따라 교과서의 의사소통 과제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절한 의사소통 활동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수학적 의사소통

2.1 수학적 의사소통의 정의

의사소통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Wikipedia 백과사전에는 “의사소통은 한 사

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다. 의사소통은 보통 언어, 쓰기 또는

신호에 의한 생각, 견해 또는 정보의 전달과 교환으로 정의된다. 의사소통은 서로 인정된

목표나 방향을 향해 생각, 느낌 또는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발전시키는 양방향 과정으로 파

악될 수 있다.” ([41])로 정의되어 있다. 두산세계대백과 사전에 의하면 의사소통 (commu-

nication)의 어원은 ‘나눔 (to share)’을 뜻하는 라틴어인 ‘communicare’ 에서 유래하였다.

근래에는 어떤 사실을 타인에게 전하고 알리는 심리적인 전달의 뜻으로 쓰인다. Dunham

은 의사소통을 “한 사람 또는 집단으로부터 다른 사람에로의 정보의 의미 있는 전달”이
라고 하였고, Schermerhorn은 “의미를 수반하며 상징을 주고받는 대화의 과정”이라고 하

였으며, Gibson은 “송신자와 수신자간의 의미의 전달”이라고 하였다 ([7]). 일반적인 의사

소통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나 견해, 정보를 공통된 기호나 신호 체계를 이용하여 정보

를 타인에게 전달 또는 교환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른다면 수학적

의사소통은 수학적인 기호 체계 즉 문자나 식, 기호 등을 이용하여 수학적 개념이나 법칙

등을 설명하거나, 수학 내용에 대한 느낌 등을 전달하고 듣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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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희ㆍ김선희 (2002)는 수학적 의사소통을 “학생 자신과 학생들 간에 그리고 교사와 학

생 간에 수학에 관한 정보, 아이디어, 느낌, 수학 기호 등을 교환하거나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 읽고, 쓰고, 아이디어를 말하고 듣고 활동하는 것” ([23])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일

반적인 정의와 이종희ㆍ김선희 (2002)의 수학적 정의를 참고하여 본 논문에서는 목적, 표

현 수단, 활동을 명시하여 ‘수학적 의사소통은 수학 교수ㆍ학습 과정 중에 일어나는 수학

과제 해결을 위하여 일상용어, 수학용어, 그림, 표, 그래프, 수학 식, 기호 등의 표현 수단

을 사용하여 참여자들이 수학적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수용하기 위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신체적 표현 등 다양한 활동이다’ ([8])로 규정한다.

위에서 살펴본 정의와 문헌 연구에 의하면 의사소통 과정에는 대화의 주제 즉 전달하고

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하며, 대상과 목적에 따라 의사소통의 방법도 다르게 사용되어야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7]).

2.2 수학적 의사소통의 유형

이종희ㆍ김선희 (2002)는 여러 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 수학적 의사소통의 유형을 다음 <표

1>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23]).

표 1: 수학적 의사소통의 유형

분 류 기 준 내 용

목적에 의한 분류 수학 교수-학습과 관련된 의사소통, 인간관계상의 의사소통

경로에 의한 분류 공식적 의사소통, 비공식적 의사소통

방향성에 의한 분류 수직적 의사소통 (교사와 학생 간의 의사소통)
수평적 의사소통 (학생 자신과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

전달 대상에 의한 분

류

대내적 의사소통 (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사소통)
대외적 의사소통 (일반인이나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의사소통)

반성의 정도에 의한

분류

일방향 의사소통, 기여적 의사소통, 반성적 의사소통, 교육적 의사

소통

교육적 의사소통 전

달 방식에 의한 분류

문어에 의한 의사소통, 구어에 의한 의사소통

신체 활동에 의한 의사소통

한편, Wood(1994)는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 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의사소통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즉, 전형적인 의사소통 유형, 깔때기 유형, 초점형 유형이다. 전형적

인 의사소통 유형은 한 학생의 답이 틀렸을 경우 그 학생에게 답이 틀렸다고만 말해주고,

정확한 답을 제시할 다른 학생을 찾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소통 방식은 단방향적 기능을

반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수학 학습을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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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사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제공되지 않는다. 깔때기 유형은 교사 자

신이 의도하는 방법에 부합하는 해결 방법을 학생들이 제시할 때까지 일련의 유도 질문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 과정을 교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좁혀 가도록 이끌어 나가므로 학

생들에게서 자신의 사고 전략을 학습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고 있다. 마지막으로

초점형 유형은 교사가 이미 정해 놓은 해결 방법에 따라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자

의 답변에 초점을 맞추는 점이 앞의 두 가지 유형과의 차이점이다. 이 유형은 학습의 주도

권이 교사가 아닌 학생들로서 자신의 수학적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정당화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며,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과 비교하고 비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다. 그러므로 수학적 사고 개발을 위한 바람직한 의사소통 유형은 초점형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39]).

수학적인 생각ㆍ태도에 관한 발문을 연구한 片桐重男 (1988)은 문제 해결 과정의 각

단계에서 주로 취해지리라 여겨지는 태도와 그 태도에서 이끌어내어지는 사고 방법에 대

응되는 발문을 기록한 ‘수학적인 생각ㆍ태도에 관한 발문분석일람’ 을 만들어 어느 정도

표준화된 발문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의 <표 2>는 발문분석일람의 발문 가운데 본 논문에

서 정한 수학적 의사소통의 정의에 포함된 내용을 발췌하여 수학적 의사소통의 수단 또는

활동과 관련지은 것이다 ([31]).

표 2: 문제해결 과정의 의사소통 발문

발문의 내용 수학적 의사소통의 표현수단 또는 활동

말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여라. 일상어로

말해 보아라 (추상화의 생각)
일상용어, 말하기, 듣기, 읽기

그림으로 나타내 보아라 (도형화에 대한 생각) 그림, 신체적 표현

알 수 있는 것을 써서 생각해 보아라 읽기, 수학적 아이디어쓰기

분명하게 말할 수 없겠는가 일상용어, 수학용어, 말하기

수를 써서 나타낼 수 없겠는가 (수량화에 대한

생각)
수학 식, 기호, 쓰기

식이나 기호가 어떤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가 (식,

표현에 관한 생각)
수학 식, 기호, 말하기

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가 (식에 관한 생각) 수학 식, 기호, 쓰기

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정당화에 대한 이

유)
말하기, 듣기

보다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가 (정확하게 하려는

태도)
수학용어, 말하기, 듣기

보다 간단하고 알기 쉽게 말할 수 없는가 (명확

하게 하려는 태도)
수학용어, 말하기,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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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실을 근거로 그렇게 생각했는가 (연역적

인 생각)
일상용어, 수학용어, 말하기

알고 있는 말의 뜻을 바탕으로 달리 나타내 보아

라 (표현, 성질, 조작의 생각)
일상언어, 수학용어, 말하기,

쓰기

그림을 그리거나 식을 써서 보다 확실하게 나타

내어라 (도형화, 식에 대한 생각)
수학 식, 기호, 그림, 쓰기

계산법을 간결하게 정리할 수 없는가 (알고리즘

의 생각)
수학 식, 기호, 쓰기

어떤 규칙이 있을 것 같은가, 자료를 모아 보아

라 (귀납적인 생각)
신체적 활동

2.3 수학적 의사소통의 필요성

수학적 의사소통은 수학 학습의 기본적 요소이다. 이것은 위에서 살펴본 여러 학자들의

논의와 함께 NCTM의 규준, 우리나라 수학과의 성격과 목표, 선행 연구에서도 그 필요성

이 잘 나타나 있다.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은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반성해 볼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한다. 아이디어의 교환과 사려 깊은 비평이 어우러질 때 학생들은 정교화 되고

발전한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비평 기능과 다른 사람들의 논리를 이해하는 능력을 기

를 수 있다. 학생들은 구두 설명이나 적절한 수학적 기호와 표현을 이용하여 더 분명하고

더 일관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출수록 수학적 사고 능력도 발달할 것이다 ([33]). NCTM의

Guiding Principles for Mathematics Curriculum and Assessment에 제시된 의사소통의 필요

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학적 사고와 추론을 의사소통하는 것은 이해를 발전시키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의사

소통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분명히 하는 한 방법이다. 의사소통을 통하여 아이디어를

반성, 세련 (refinement), 논의의 대상이 되며 흔히 사고의 정당성을 요구한다. 의사소

통 과정은 또한 개념의 의미를 구성하고 확고 (permanence)하게한다. 학생들이 수학에

대하여 사고하고 추론하도록 도전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과 사고의 결과를 의사소통

하게 되면 그들은 구어적 문어적 표현 속에서 분명히 하고 확신하는 것을 배운다. 다

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학생들에게 그들 자신이 이해한 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수학적 사고가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되는 담화는 학습자들에게 추론

하고 추측하며 관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연마하도록 도운다 ([35]).

Hiebert는 진정한 수학적 이해는 절차를 모방하고 해결 방법을 흉내 내기보다 서로 자신

의 방법을 설명하고 정당화하며, 다른 학생의 동의를 구하고 오개념을 드러내어 불완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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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피상적인 지식을 뛰어 넘을 때 성취되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 자신과의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는 반성적 사고와 사회적인 상호 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을 통하여 꾀할

수 있다 ([33]). 또한 Skemp는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사고의 상호 작용은 반영적 지능1)을

발달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학 학습의 첫째 원리는 수학적 아이디어를 의사소

통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하여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자신의 아이디어

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진술하고, 다른 아이디어와의 관계를 밝혀 정당화하며, 취약한

부분을 수정해서 대화를 하기 전보다 더욱 견고하고 결합력이 강한 구조를 만든다 ([38]).

3 수학적 의사소통의 역사적 고찰

Herbert(1967)는 교실 수업의 대부분은 교사와 학생들 간에 어떤 형태의 주제에 대하여 서

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7]). 최근 특히 강조되고 있는 수학적

의사소통은 고대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교

사의 직접적인 지식의 전달보다 학생과의 대화를 통한 학습을 장려한 역사적인 예를 알아

보고자 한다.

3.1 수학 수업에서 대화의 역사

고대 희랍 교육은 시민들에게 그 표준을 전달하는 방법으로서 상호 작용적 방법에 의존했

다. 기원전 3세기 중엽에 소크라테스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 대화법은 일련의 문답으로 진

행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교사는 학생을 지식과 결론으로 이끈다. 그의 목적은 여러 가지

사고 과정을 거쳐 학생들이 그들 스스로 발견한 진리를 깨닫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문답

법과 그의 모범에 의하여 수행된 이 방법은 사실 귀납적 방법이었다 ([34]).

역사상 최초의 수학 수업으로 알려진 소크라테스와 메논의 사동과의 문답식 대화 장면

에서 사동은 소크라테스의 친절하고 정교한 발문에 따라 자신의 적극적인 사고 활동을 펼

치기보다 단순히 ‘알고 있습니다’ , ‘네’ , ‘그렇습니다’ 등의 대답만 하였지만, 친절하고

계획된 발문과 논박, 지식의 상기, 탐구심 유발 등 교실 수업 구성에 의미 있는 방법적 아

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Socrates의 산파법은 교사들에게 그 시사점을 주고

1) Skemp는 지능의 역할에 대하여 직관적인 것과 반영적인 것으로 분류하였는데, 직관적 지능은 지각된 실
재적 대상 사이의 관계로 사고활동을 거치지만 무의식적으로 또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며, 반영적 지능
은 개념과 개념사이의 관계의 인식 능력을 포함한 내면적 활동 통제능력으로 직관적으로 얻어진 결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사고과정을 의식하고 때로는 그 사고 진행을 되돌아보는 것이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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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플라톤의 대화편「메논 (Menon)」에 포함된 ‘주어진 정사각형의 넓이의 두 배가 되

는 넓이를 갖는 정사각형을 구하는 문제’ 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화에 나타난 수학적 의

사소통과 관련된 발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

S: 이 정사각형에서 이 네 변이 같다는 것도 아느냐? (선행 지식의 상기를 위한 발문)

S: 그럼 그 변의 길이는 얼마이겠느냐? 분명히 말해 봐. 잘 생각해 보고 그 변을 그

림으로 나타내 보아라. (구체적인 표상)

S: (변의 길이가 2배인 정사각형은 넓이가 2배라는 사동의 답에) 그러니까 얘야, 변

의 길이가 2배가 되면 넓이는 2배로 되는 것이 아니라 4배로 되는 것이다. (논박을

통한 수정과 보완)

S: 그래 그래.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대답하면 돼. (격려와 스스로 구성한 지식

의 표현)

고대 중국의 수학책인 주비산경이나 1557년에 Robert Recorde가 서술한 수학책인 ‘Whet-

stone of Witte’는 대화형식을 사용하여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19세기 Colburn은 문제 해

결 단계마다 학생들이 근거를 제시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권장하면서 학습자 스스로 계산

하도록 하고, 교사는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부분을 직접 알려주기보다 그 요소를 발견한 후

그것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후 미국의 교사인 Charles Davies는 학생들의

이해를 강조하여, 용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에게 도형에 관련된 논리적 증명을

하도록 하고 교사가 학생들 스스로 말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8]).

3.2 Piaget와 Vygotsky의 사회적 상호 작용의 역할

Piaget와 Vygotsky는 지식의 구성을 순수한 개인적 차원의 정신 활동인 동시에 사회적 활동

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사회적 상호 작용을 중요시 하지만, 그 역할에서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즉, Piaget는 개인적으로 구성한 논리를 보다 객관화하기 위해 사회적 상호

작용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Vygotsky는 근접발달영역이라는 개념이 잘 설명해

주고 있듯이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해 개인적인 논리의 구성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서, Piaget는 개념 형성에 있어서 개인적인 내적 구성이 선행되고,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해 탈중심화2)가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Vygotsky는 다른

2) Piaget는 인지적 혼란 상태에서 평형상태로의 복귀과정을 탈중심화의 과정이라 보고 있다.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취하게 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상호 작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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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의 사회적 상호 작용 즉, 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개념 형성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10]).

지식이 사회적 참여를 통해서 구성된다는 Vygotsky의 주장은 동료들 간에 혹은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상호 작용을 통한 지식의 구성 및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한 것으로,

학생의 언어 발달과 개념적 사고의 발달, 그리고 의식 구조의 발달은 의사소통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25]). 교육의 역할은 아동에게 그의 근접발달영역에 있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잠재적 발달 수준으로서 아동의

능력이나 발달 상태는 성인의 안내나 능력 있는 또래와의 상호 작용으로서의 의사소통을

통해 가장 잘 드러난다고 보았다 ([10]).

Piaget는 Vygotsky처럼 개념 발달에 있어서 사회적 상호 작용의 역할을 일차적 요인으로

크게 부각시키지는 않았지만 그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으며, 아동의 발달 단계 중 구체

적 조작기 이후에야 진정한 의미의 협동 활동으로서의 사회적 상호 작용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의 협동은 객관적인 검토, 협동 작업, 사고의 교환, 상호 비판 등을 의

미하며, 이것이 바로 Piaget에 있어서의 사회적 상호 작용이다 ([10]). 그에 따르면 다른 사

람과의 사회적 상호 작용은 각자의 생각을 검토하고 조합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특히, 논리ㆍ수학적 지식을 구성함에 있어서 지적인 사회적 상호 작

용은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회적 상호 작용은

개인의 인지적ㆍ정의적ㆍ사회적 측면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교사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들 사이에서는 대화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며, 읽기, 쓰기, 듣기, 말

하기, 토의하기, 표상하기, 수학적 언어와 기호의 사용 등 어느 부분에서 취약점이 드러나

는지 잘 관찰하여 도움을 줌으로써 상호 작용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3.3 최근의 수학적 의사소통의 강조 배경

NCTM(1989)은 모든 학생들을 위한 수학 교육의 일반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수학에 대한

가치 이해, 수학을 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 수학 문제의 해결자, 수학적으로 의사

소통하는 것과 수학적 추론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수학에서의

의사소통은 그 후 2000년에 NCTM에서 발간한 학교 수학을 위한 원리와 규준 (Principles

and Standards for School Mathematics)에서는 그 내용이 더욱 강화되었다.

교과서의 의사소통 관련 코너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기반으로 2007 개정 수학과 교

육과정에 명시된 의사소통 내용으로서 1) 수학과 목표에 나타난 의사소통, 2) 내용 영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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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지도, 3)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발문 및 4) 의사소통을 신장시키는 교수ㆍ학습 방

법의 네 가지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의사소통 수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

제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수학과 목표에 나타난 의사소통

1990년 이후로 학교 수학 교육에서 강조하는 세계적인 흐름의 하나가 수학적 힘의 신장이

다. 수학적 힘을 신장시키기 위해 조사와 추론 방법, 그리고 의사소통 방법 등이 중요시

되고 있다 ([26]).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은 창의적 사고력, 논리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추

론 능력 등과 함께 수학적 힘의 하나이지만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명시적으로 강조되지

않다가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수학과 교육 목표뿐만 아니라 내용, 교수ㆍ학습 방법, 평가

등에서도 그 능력의 신장을 강조하였다. 학생들은 적절한 수학적 표현, 수학적 사실, 성질,

관계 등을 활용하고, 수학적으로 추론함으로써 여러 가지 현상과 문제를 수학적으로 고찰

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수학적 표현과 의사

소통, 토론 등은 반성적 사고를 유발시키고 수학적 사고를 명확히 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은 교수ㆍ학습 과정에서

수학 용어, 기호, 표, 그래프 등의 수학적 표현을 이해하고 정확히 사용하며, 수학적 아이

디어와 다양한 상황을 말과 글로 설명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다른 사람과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할 뿐만 아니라 수학적 언어를 사용하여 토론함으로써 자신의 사고를 명확히 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2]).

오늘날의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수준 높은 정보를 자유롭게 교환하고 자신의 사고를

표현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고 협의하는 과

정에서 자신의 이해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 ([2]). 그러므로 수학 수업 시간의 의사소통

활동은 수학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수학 외의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

각한다.

수학과의 내용 영역별 의사소통 지도의 의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에 나타난 수학과의 내용 영역별 지도의 의의에서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첫째, ‘수와 연산’ 단원의 집합과 명제에 대한 학습은 학생들이 수학적 문장을 이해하고

표현하며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문자와 식’ 단원의 문자, 다항식, 방정식, 부등식은 일상적인 상황을 수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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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는 데에 활용된다. 문자와 식은 수학을 의사소통하는데 사용되는 언어이며, 추상적

인 단계에서 개념을 조작하고 적용하는 수단과 일반화와 통찰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다.

셋째, ‘기하’ 단원은 실생활 문제를 수학적으로 해결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초가 되며,

도형의 성질에 대한 증명은 논리적 사고와 수학적 창의성을 신장시켜 문제해결의 과정을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넷째, ‘함수’ 단원의 학습은 수학 내외적인 여러 현상을 이해하고 조직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동적인 변화 현상을 함수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현대

사회의 경제 현상 및 기술 공학적인 상황 등을 수학적인 언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해 준

다.

다섯째, ‘확률과 통계’ 단원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

는 경험으로, 의사소통 활동을 통하여 가능한 모든 경우를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분류

하고 정리하고 세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므로 내용 영역별 학습의 결과로 기대되는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교사는 그 영역

에서 수행할 수 있는 의사소통 활동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수학적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발문

수업은 교사와 학생 또는 학생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며, 특히 교사의 발문

은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들의 사고를 촉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발문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수학 수업에서

의미 있는 발문을 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2]).

수학 수업에서 의미 있는 발문을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발문은 학생의 인지 발달과 경험을 고려하여 선택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의미 있

게 처리한다.

(2) 가능하면 열린 형태의 발문을 하여 창의적인 답이 나올 수 있게 한다.

학생들이 교사의 발문에 대해 머릿속의 생각을 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이든 수학적으로 표

출하도록 하여 수학적 사고와 아이디어가 교환되고, 공유될 수 있는 교수ㆍ학습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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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는 교수ㆍ학습 방법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수학 교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학과 수업에 적용 가능

한 다양한 교수ㆍ학습 방법과 그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의 하나로,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교수ㆍ학습에서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수학 용어, 기호, 표, 그래프 등의 수학적 표현을 이해하고 정확히 사용하게 한다.

(2) 수학적 아이디어를 말과 글로 설명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다른 사람과 효율적

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한다.

(3) 수학을 표현하고 토론하면서 자신의 사고를 명확히 하고 반성함으로써 의사소통이

수학을 학습하고 활용하는 데 중요함을 인식하게 한다.

따라서 교사는 다양한 수학적 의사소통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적절한 과제를 선정하여

제시하고, 과제에 맞는 모둠 활동을 사전에 계획하여 토론과정에서 수학적 아이디어를 이

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수업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4 의사소통 모델

의사소통 모델에는 Shannon & Weaver(1949)가 전자체제의 계발에 응용했던 의사소통 모

형 ([7]), Shannon & Shramm의 통신과정 모델 ([21]), Rogers & Kincaid의 의미수렴 모형

([21]), Moynihan의 학습자 중심 모델 ([23]) 등이 있다. 본 절에서는 Shannon & Weaver의

모형과 최근 연구자가 개발한 과제의 유형, 과제 해결의 방법, 참여자 수를 요소로 하는

수학적 의사소통 모델을 살펴보고자 한다.

4.1 Shannon & Weaver의 의사소통 모형

다음의 <그림 1>은 Shannon & Weaver의 의사소통 모형이다. 이 모형을 수학적 의사소통

과 관련지으면 투입은 수학적 개념이나 지식, 과제로 볼 수 있다. 기호화는 수학 개념이나

과제 등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가시화 하는 것이다. Skemp는 수학적 개념을

기호로 나타내고, 반대로 기호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수학적 의사소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기호가 두 사람의 마음속에 같은 개념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아이디어가 전달될 수

있다. 의사소통의 첫 번째 기능은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호의 사용은 가능

한 정확해야 하며, 상대방의 수준에 맞게 배려하여 기호를 선택하여야 하며, 개념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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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잘 확립된 상태에서 기호를 도입하여 그 구조에 연결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38]).

채널은 메시지를 학생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칠판, 교사의 음성, 그리고

다양한 시청각 기제 등을 말한다. 학생에 의해 수신된 산출은 교과목에 대한 학생의 사전

지식을 포함한 수많은 요인에 의존하며, 투입을 한 사람에 의하여 의도된 것은 아니다. 마

지막으로 피드백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으로서 교사는 학생의 반응에 따라

투입을 조정하고 해독의 오류 등을 감소 또는 제거시킬 수 있다 ([34]).

투입 기호화
의사소통의 채널

해독 산출

피드백

그림 1: Shannon & Weaver의 의사소통 모형 ([34])

4.2 수학적 의사소통 모델

<그림 1>의 모델에서 투입, 기호화와 의사소통 채널, 해독과 산출은 의사소통 모형의 요

소로서, 이것을 <표 3>과 관련시키면, 투입은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과제의 유형으로, 기

호화와 의사소통 채널은 과제 해결의 방법, 해독과 산출은 의사소통의 대상인 학생들의 모

둠에 의해 일어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은 의사소통 활동에서 의사소통의 대상에 해당하는 과제의 유형 (무엇을)을 Mo

와 Go로, 과제 해결의 방법 (어떻게)을 Mm과 Gm으로, 그리고 의사소통 참여자 수 (누구

와)에 따라 1, 2, T로 나누어 이 세 요소를 바탕으로 한 수학적 의사소통의 분류 모델이다.

이러한 세 요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제의 유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수학식이나 기호, 그래프 등으로 표현된 과제 (Mo)와 대부분 일상용어로 이루어져 있어 수

학적 모델링이 필요한 과제 또는 Mo 이외의 과제 (Go)이다. 이 두 가지 과제 유형 (Mo와

Go)을 해결하는 방법은 수학 기호나 식, 대수적 알고리즘을 이용한 해결 방법 (Mm)과 직

관이나 통찰 등을 이용하거나 수학적 문장을 논리적 추론을 통해 이해함으로써 해결하는

방법 또는 Mm 이외의 해결 방법 (Gm)의 두 가지로 나누었다. 그리고 과제 해결에 참여

하는 사람이 혼자 (1)인가, 두 명 (2)인가, 3인 이상 (T)인가로 나누었다. 수학 수업 시간의

과제 해결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사소통 활동은 이러한 세 요소의 조합으로 만들어지

는 어떤 범주 내에 포함되어진다는 면에서 보면 <표 3>은 의미가 있다. <표 4>는 모델의

요소에 따라 분류한 교과서의 의사소통 과제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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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수학적 의사소통의 분류 모델 [8]

요 소 분 류 내 용

과제의 유형

(무엇을)
Mo 수학식이나 기호, 수식, 그래프와 다이어그램 등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바로 알 수 있는 과제

Go 물리적ㆍ구체적 현상을 설명하는 문제가 많으며, 비수학적인 일상 언어

를 주로 사용하여 표현된 문제 상황으로 수학적 모델링이 필요한 과제

또는 Mo 이외의 과제

과제 해결의

방법

(어떻게)

Mm 수학 기호나 식, 대수적 알고리즘을 이용한 해결 방법

Gm 직관이나 통찰, 수학적 문장을 논리적 추론을 통해 이해함으로써 해결하

는 방법 또는 Mm이외의 해결 방법으로, 비 수학적인 용어나 일상 언어

를 사용하여 설명하는 방법도 포함됨

참여자 수

(누구와)

1 반성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자신과의 의사소통 (1인)
2 짝활동이나 교사와의 일대일 의사소통 (2인)
T 소집단 토론 및 전체 토론학습에서의 의사소통 (3인 이상)

표 4: 모델의 요소에 따른 학습 과제의 예 [8]

무엇을 - 어떻게 누가 분류 학습 과제의 예

Go-Gm
1 Go-Gm-1 수학 학습태도 등에 관한 자기 평가서 작성하기, 수학

내용에 대한 느낌에 대해 일기 쓰기, 의인화된 개념에

게 소개 글 쓰기 등

2 Go-Gm-2 배운 내용에 대한 느낌에 대해 동료나 교사에게 편지쓰

기 등

T Go-Gm-T 모둠별로 수학 신문 만들기 등

Mo-Gm
1 Mo-Gm-1 주어진 식이나 그래프에 알맞은 문제 상황 만들기

2 Mo-Gm-2 수학 내용에 대해 편지쓰기, 수학적 개념을 자신의 언어

로 진술하기, 수학 기호, 수학식, 그래프로 나타내어진

문제를 해석하고 짝에게 말로 설명하기 등

T Mo-Gm-T 모둠별로 그래프를 보고 상황을 설명하기 등

Go-Mm
1 Go-Mm-1 문장제를 수식으로 나타내기, 경험과 실생활 상황을 수

학적으로 표현하기 등

2 Go-Mm-2 영화, 현실세계, 자연, 게임, 건축 등에 숨은 수학 원리

주고받기 등

T Go-Mm-T 비구조적이며 개방적인 문제 (문제중심학습)를 관련된

수학적 사실을 이용하여 소집단별로 해결하기 등

Mo-Mm
1 Mo-Mm-1 혼자서 수식 계산하기, 풀이과정 반성하기 등

2 Mo-Mm-2 짝활동으로 문제 풀이 과정을 비교하고, 서로의 풀이에

대해 피드백 주고받기 등

T Mo-Mm-T 소집단별로 구체적인 예를 통해 일반화 유도하기, 문제

해결 전략을 소집단별로 발표하고 비교하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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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의사소통 모델의 세 가지 요소 중에 두 가지인 과제의 유형과 그 해결 방법에

따른 수학 학습 활동 유형에 대하여 교육 과정의 내용 영역과 관련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8]).

첫째, Go-Gm 유형은 수학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느낌이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경우나, 일상 언어를 포함한 수학 과제에 대하여 알고리즘에 의하기보다 수학적 문장을 이

해하고 논리적 설명으로 해결하는 경우이다. ‘수와 연산’ 단원의 집합과 명제에 대한 학

습을 할 때나 ‘기하’ 단원에서 문제 상황을 읽고 추론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때 주로

나타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유형은 정확한 추론과 말의 논리적 관계의 옳고 그

름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중요한 의사소통 활동이다. 둘째, Mo-Gm 유형은 수학 기호나

식으로 나타내어진 과제를 자신의 말이나 글로 해석하거나, 형식적인 기호로 나타내어진

수학 개념을 재정의 또는 내면화하기 위해서 그 의미를 설명하거나 글로 써서 진술하는

경우이다. ‘수와 연산’ , ‘문자와 식’ 단원의 학습에서 공식이나 법칙을 관계적으로 이해

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때의 의사소통 활동으로, 이러한 유형은 기호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용어의 정의나 개념을 도구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학생에게 짝활동 등

을 통해 수학적인 사실을 구체화하거나 개념을 서로 설명하고 질문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Go-Mm 유형은 일상 언어로 된 문장을 읽고 수학 기호나 식을 사용하여 표

현한다든지, 물리적ㆍ사회적 현상을 방정식이나 그래프를 이용하여 수학적으로 모델링함

으로써 수학의 문장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이다. 수학 교육 목표에 실생활과의 관련성이

강조되면서 수학 교과서에는 사회적ㆍ물리적 현상을 설명하고 이를 수학적으로 해석하고

모델링하여 해결하는 문장제 문제가 많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읽고 수량 관계를

파악하여 이를 수식이나 그래프로 나타내거나 수학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

는 경우로, 다양한 해석과 해결 전략, 정답의 합리성에 대하여 의사소통한다. ‘문자와 식’
단원의 문장제 문제를 방정식이나 부등식으로 나타내어 해결하는 경우, ‘함수’ 단원의 수

학 외적인 여러 현상을 함수식이나 그래프로 나타내어 수학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그리고

‘기하’ 단원에서 실생활 문제를 수학적으로 해결하는 문제 등은 대표적인 Go-Mm유형의

의사소통 활동을 필요로 하는 과제이다. 넷째, Mo-Mm 유형은 수학식이나 기호로 나타내

어진 과제로서 해결 방법이 대부분 절차적이다. 동치표상에 의한 수학 내용 사이의 연결

이나 ‘문자와 식’ 단원의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로서 다양한 계산 절차에 대하여

의사소통하고, 식의 정확성 등에 대해 토론한다.

<그림 2>는 이러한 분류 모델을 토대로 도식화한 수학적 의사소통 모델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수학적 과제 (Mo, Go)가 주어졌을 때, 일상 언어, 수학적 언어, 수학적 표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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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등을 사용하여 말하기, 쓰기, 읽기, 그림이나 그래프 그리기, 모델링하기 등의 다

양한 의사소통 활동을 통하여 추론하고, 토론과 협상을 통해 자신의 오개념을 수정하며 정

당화하는 등 과제를 해결 (Mm, Gm)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 때 학습자 자신의 반성

적 사고 (1)에 의해 또는 짝활동 (2)과 소집단 또는 전체 토론 (T)과 같은 상호 의사소통을

통하여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자신의 사고를 수정 또는 명확하게 하여

수학적 사고를 발전시켜 결국 수학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Mo, Go

그림 2: 수학적 의사소통 모델

5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의 의사소통 코너 분석

개정된 모든 중ㆍ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에는 의사소통을 위한 문항들과 활동들을 제시하는

코너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의사소통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한 분석 대상 교과서는 2007년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된 2009

년도 고등학교 1학년이 사용한 검인정 교과서 18종이며, 각 교과서의 읽어두기에 명시되어

있는 의사소통 관련 코너를 중심으로 각 코너의 문제 및 내용을 <표 3>에 따라 분석하고

유형화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차후에 집필되어지는 교과서 내의 의사소통 코너가 수업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ㆍ제시하고자 한다.

5.1 교과서 목록

교과서의 출판사와 저자 그리고 본 논문에서의 표기 기호는 <표 5>와 같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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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교과서 목록

출판사 저자 기호 출판사 저자 기호

성지출판 (주) 계승혁 외 3인 SJ 도서출판 지학사 이강섭 외 3인 JH2

천재교육 김서령 외 6인 CJ2 (주)고려출판 이만근 외 3인 KR

(주)교학사 김수환 외 9인 KH (주)금성출판사 이재학 외 6인 GS2

더텍스트 김해경 외 5인 DT1 천재교육 이준열 외 6인 CJ1

(주)지학사 신항균 외 4인 JH1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최봉대 외 5인 JA2

(주)금성출판사 양승갑 외 8인 GS1 천재문화 최용준 외 4인 CJ3

(주)두산 우정호 외 9인 DS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허 민 외 6인 JA1

대한교과서 (주) 유희찬 외 8인 DH1 좋은책 신사고 황선욱 외 2인 SS

더텍스트 윤재한 외 7인 DT2 대한교과서 (주) 황우형 외 10인 DH2

5.2 의사소통 관련 문제 코너의 명칭과 내용 분석

검정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3])에 ‘단원마다 수학적 추론 능력,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력을 신장시키는 적합한 소재, 문제 등이 고르게 포함되도록 한다’ 고 명시되어 있어 대부

분의 교과서가 이 기준에 부합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또한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을

포함한 여러 가지 현상을 학습 소재로 적절히 활용한다’ 는 교과서 내용의 선정 기준에 따

라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의사소통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표 6>은 교과서의 의사소통 문제가 탑재된 코너의 명칭과 문항의 빈도수, 발문에 나타

난 의사소통 방식 중 주로 사용된 것과 내용 분석 및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교과서에 따

라서는 특별히 의사소통 코너를 명시하지 않고, ‘생각나누기’ , ‘의견나누기’ , ‘열린 수학

교실’ , ‘함께 풀기’ , ‘토론 과제’ 등 다양한 명칭으로 의사소통 활동을 안내하는 교과서도

있었다. 몇몇 교과서는 추론하기, 의사소통하기, 문제해결하기, 직관과 통찰 등으로 문제

의 유형을 구분해 두었지만 사실, 이러한 구분을 하는 데 있어 분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그 구분이 다를 수도 있으며 의사소통 활동을 통해 추론을 하거나 문제해결을

할 수도 있으므로 하나의 유형으로 단정 짓기도 어렵다고 본다. 각 교과서의 의사소통 문

제가 모두 같은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표 6>의 의사소통 방식과 문제의 유형은 모든 문

제에 대한 설명을 망라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 둔다 ([1], [5], [6], [9], [11], [13], [15], [16],

[17], [18], [19], [22], [24], [26], [27], [29], [3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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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교과서 의사소통 관련 코너 내용 분석

출판

사

의사소통

탑재코너

빈도

수

의사소통의

방식
내용 분석 및 특징

SJ 『생 각 나 누

기』
10 말하기 ㆍ수학을 말과 글로 설명하거나 수학적으로 표

현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하여 수학적 의사소

통 능력을 신장하고자 함.

ㆍ 주로 서술형의 문제로서 답에 대한 이유나

정당성의 근거를 토론 또는 설명하도록 요구함

CJ2 『모자이크수

학』
31 ㆍ그래프로 나타내

기

ㆍ말하기

ㆍ쓰기

ㆍ읽기

ㆍ그림그리기

ㆍ 학습 내용과 관련된 수학적 소재나 생활 주

변의 현상을 이용한 글이나 또는 만화 속에서 개

념을 확인하거나 오류를 찾도록 하는 문제, 오

해하기 쉬운 개념에 대해 잘못된 점과 이유 말

하기.

ㆍ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여 서술형 문

제에 대한 해법, 정당성의 이유 등을 설명하도록

함.

ㆍ 아이콘으로 의사소통 문제임을 명시함

KH 『열린수학』 5 ㆍ읽기

ㆍ말하기

ㆍ 단원별로 단원의 내용과 관련된 흥미 있는

소재를 선택하여 그래프나 대화 내용, 규칙을 읽

고 수학적 개념 확인하기

ㆍ 주로 친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것을

강조하여 의사소통

DT1 『열린수학교

실』
『생 각 키 우

기』

32 ㆍ그림그리기

ㆍ말하기

ㆍ식으로 나타내기

ㆍ그래프 그리기

ㆍ『생각 키우기』코너에서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함. 경험을 이용하여 수학적

으로 사고하고 말하는 활동이 많음

ㆍ 대단원마다『열린수학교실』코너를 만들어 모

둠활동을 통해 수학사와 주변 현상을 수학적으

로 설명하도록 함

ㆍ 단순히 문제해결을 요하는 서술형 문제가 많

음

GS1 『의사소통』 31 ㆍ말하기

ㆍ기호로 나타내기

ㆍ읽기

ㆍ그래프 이해하기

ㆍ 물음에 대한 완성형 문제가 많다.

ㆍ 단순한 단답형 문제에 대해 구하여라 대신

토론해보자, 설명하여라, 말하여라 등의 발문으

로 의사소통문제임을 나타내고자 함

DS 『수 학 적

의사소통』
8 쓰기 ㆍ 배운 내용에 대해 편지 쓰기, 수학 학습 중의

경험에 대해 수학 일기 쓰기, 수학 학습 태도에

대해 스스로 평가해 보기 등의 1인 활동과 수학

개념을 의인화하여 서로의 개념에게 소개 글 쓰

기, 수학신문 만들기 등의 모둠 활동을 통해 다

양하게 수학을 표현하는 활동을 제시함

ㆍ 단순한 문제풀이가 아닌 수학과 관련된 다양

한 활동을 단원마다 제시함

KR 『생 각 다 듬

기』
『뛰어넘기』

9 말하기 ㆍ 아이콘으로 표현된 여러 활동 중 의사소통

활동을 통한 문제해결을 뜻하고 있으나, 대부분

결과만을 요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의사소통

활동과 관련된 발문이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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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 『의 견 나 누

기』
『발표하기』

39 말하기 ㆍ 수학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

을 목적으로 소주제마다 의견나누기, 발표하기

등을 두지만, 의사소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

ㆍ 질문의 답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은 개방형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하도록 하는 경우

가 많음.

JH1 『조사하기』
『토론하기』
『표현하기』

48 ㆍ말하기

ㆍ듣기

ㆍ기호로 나타내기

ㆍ그래프 읽기

ㆍ 수학적 개념을 말로 표현하고 글로 쓰고, 토

론함으로써 원활한 의사소통능력을 기를 수 있

도록 함

ㆍ 문제해결 과정과 정당화에 대한 근거를 토론

하고, 문장으로 표현된 수학 내용을 기호나 식

으로 된 수학적 언어로 표현하도록 하는 문제가

다수임.

DH1 『수학 탐험』
『한걸음 더』

37 ㆍ말하기

ㆍ기호로 나타내기

ㆍ그림그리기

ㆍ그래프 그리기와

읽기

ㆍ 중단원마다 제시된『수학탐험』코너에 실생활

과 관련된 의사소통하기 문제를 제시하여 수학

을 말과 글로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의사소통 능

력을 기르고자 함

ㆍ 소단원별로『한걸음 더』코너에 의사소통 문

제를 두고 해결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토론하도

록 함

DT2 『열린토론』
『모둠과제』

6 ㆍ읽기

ㆍ말하기

ㆍ 쓰기 (기호로 나

타내기)

ㆍ 대단원 마다 실생활 문제 또는 흥미있는 이

야기를 제시하여 그 이유에 대해 토론하도록 함

ㆍ 단순히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수학적 개념과 관련된 사고력 문제를 제시함

JH2 『모둠학습』
『중단원확인

하기』

9 ㆍ말하기

ㆍ쓰기

ㆍ식으로 나타내기

ㆍ『모둠 학습』을 통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

시키고 협동심을 기를 수 있도록 함

ㆍ『중단원 확인하기』문제에 의사소통을 명시하

고 있으나, 문제해결 과정보다 단순히 문제해결

을 요하는 발문으로 구성됨

CJ1 『의사소통』 44 ㆍ말하기

ㆍ쓰기

ㆍ그림그리기

ㆍ그래프 해석하기

ㆍ 수학 기호 사용

하기

ㆍ 거의 모든 학습요항에 대하여 의사소통 코너

를 두고 개념 확인 및 수학적 사고를 발전시킬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함

ㆍ 모둠원끼리의 토론을 통해 생각을 정리하고,

일반화하도록 함

ㆍ 의사소통 활동 내용이 구체적으로 표현됨

JA2 『함께 풀기』 28 ㆍ말하기

ㆍ도식화하기

ㆍ 확인과 정리가 필요한 학습내용을 토론 과제

로 제시하거나, 생활 속의 수학을 함께 이야기

하도록 하여 수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함

ㆍ 다양한 풀이 방법이 있거나, 조건의 일부가

바뀐 문제, 지나치기 쉬운 개념들을『함께 풀기』
로 제시하여 해결방법을 찾도록 함으로써 교사

에 의한 일방적인 지식의 전달을 지양함

CJ3 『토론과제』 24 ㆍ말하기

ㆍ그림그리기

ㆍ 수학 기호로 나

타내기

ㆍ『토론과제』및『수행과제』코너에 표현하기,

조작하기, 설명하기, 추론하기 등 다양한 의사

소통 활동을 통한 문제해결 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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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1 『도약하기』 21 ㆍ말하기

ㆍ도식화하기

ㆍ 수학 기호로 나

타내기

ㆍ 중단원마다『도약하기』코너에 의사소통, 추

론,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문제를 제시

함

ㆍ 일종의 논술형 문제로서 비교하거나 구체적

인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는 문제 다수

ㆍ 단순한 계산문제이거나 배운 학습내용에 대

해서는 문제해결 과정을 설명하도록 함

SS 『활동수학』 12 ㆍ말하기

ㆍ그림그리기

ㆍ 수학 기호로 나

타내기

ㆍ 중단원마다『활동수학』코너를 두어 여러 가

지 수학적 상황에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함으

로써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고자 함.

ㆍ 수학사적인 소재를 많이 이용함

DH2 『의사소통』 44 ㆍ말하기

ㆍ읽기

ㆍ쓰기

ㆍ식과기호로 나타

내기

ㆍ그래프 그리기

ㆍ 학습 요항마다 의사소통 문제를 제시함 논술

형으로 방법이나 개념의 차이 등을 토론하도록

하는 유형이 많음

ㆍ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방법을 토론해

보아라’ 등의 발문을 사용하여 문제해결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는 문제가 다수 있음

ㆍ 문제 상황을 읽고 수학적으로 표현하도록 하

는 문제가 많음

5.3 의사소통 관련 코너의 분석 결과

2007년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된 2009년도 고등학교 1학년이 사용한 검인정

교과서 18종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관련 코너 이름, 의사소통의 방식, 내용 분석 및 특징을

중심으로 의사소통 관련 코너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너의 명칭에 대하여 살펴보면, ‘의사소통’ 또는 ‘수학적 의사소통’ 이라는 용

어를 사용한 교과서는 18종 가운데 4종이었으며 그 외에 ‘생각 나누기’ , ‘의견 나누기’ ,
‘발표하기’ , ‘토론하기’ , ‘함께 풀기’ , ‘표현하기’ 등으로 수학적으로 말하고 표현하는

의사소통의 의미를 담고 있는 교과서가 다수였다. 반면에 ‘모자이크 수학’ , ‘한걸음 더’ ,
‘수학 탐험’ , ‘생각다듬기’ 등의 이름으로 의사소통과 큰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과제의 내

용은 의사소통하기를 요하는 교과서도 있었다. 형식보다는 실제의 내용과 활동이 중요하

지만, 의사소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수학 학습을 하는데 있어 의사소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교사와 학생들에게 좀 더 분명하게 심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둘째, 교과서마다 의사소통으로 명시된 문제의 빈도 차가 컸는데, 이것은 교과서에 따

라서 중단원이나 대단원을 마칠 때 수행평가나 읽기 자료로 한 문제씩 제시되는 경우는 빈

도가 낮았고, 학습 요항마다 의사소통 코너를 두거나 단원별 연습 문제에 의사소통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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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하는 경우는 빈도가 대체로 높았다.

셋째, 과제의 기술 (記述)형식에 있어서는 쓰기, 읽기, 듣기, 말하기 등 수학적 의사소통

의 방식을 포함한 용어를 사용한 과제들이 많았다. 즉, 단순히 ‘풀어라’ , ‘답을 구하여라’
등의 표현이 지양되고 대신에 ‘말하여라’ , ‘토론하여라’ , ‘설명하여라’ , ‘친구에게 문제

내용을 들려주고 문제를 해결 하여라’ , ‘함께 얘기해 보자’ 등으로 표현하여 의사소통의

의미가 드러나도록 문제를 기술하고 있었다. 같은 문제라도 ‘풀어라’ , ‘구하여라’ 등의 문

제는 문제해결 유형으로 분류하고, ‘말하여라’ , ‘설명하여라’ , ‘예를 들어라’ , ‘토론하여

라’ 등은 의사소통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넷째, 과제의 내용은 자신의 수학 학습 태도에 대하여 반성하기, 편지쓰기, 일기쓰기를

비롯하여 수학 신문 만들기, 만화나 주어진 글을 읽고 토론하기와 같이 수학적 내용과 아

이디어를 포함하지만, 계산이나 공식, 알고리듬을 이용하는 일반적인 수학 문제와는 많이

다른 과제들도 다수 있었다. 또한 수학사적인 소재를 활용한 과제, 여러 가지 답과 풀이

과정이 나올 수 있는 개방형 문제나 일종의 논술형 문제로서 풀이 과정을 비교하거나 구

체적인 예를 들어서 개념을 설명하도록 하는 문제, 계산이나 알고리즘을 요하는 일반적인

수학 문제에 대해서 풀이의 차이점이나 풀이 과정의 오류를 찾게 하거나, 다른 조건으로

대치되었을 때의 결과를 추측해 보도록 하거나 다양한 사고와 발전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문제 등이 있었다. 또 실생활이나 주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소재를 이용하여 수학 교과와

실생활과의 관련성을 강조한 문제도 다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추론이나 사고력, 문제해결

력을 요구하는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문제의 해결 방법, 차이점 등을 설명하도록

한 서술형, 논술형 문제가 있는 반면 간단한 단답형의 완성형 문항을 ‘의사소통’ 유형으로

분류한 교과서도 있어서 교과서 저자들의 의사소통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에 의해

의사소통 문제가 선정ㆍ기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수학적 의사소통의 실행 방법 면에서 살펴보면, 쓰기를 통한 의사소통 방식에서

는 배운 내용에 대해 편지 쓰기, 수학 일기 쓰기, 개념을 의인화하여 서로의 개념에게 소

개 글 쓰기 등 색다른 쓰기 활동을 다수 소개한 교과서가 1종 있었고, 한 교과서는 문제를

식이나 기호로 ‘표현하기’ , ‘설명하기’ , ‘추론하기’ 의 단계를 제시하고 과제를 해결하도

록 하여 일련의 의사소통 활동 과정을 안내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구체적

인 의사소통 활동을 안내하는 발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읽기를 통한 의사소통

방식은 사실 교과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모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특별히 몇몇

교과서에서는 신문기사나 실생활 문제, 만화, 흥미 있는 이야깃거리를 읽기 자료로 제시

하기도 했다. 말하기는 일반적인 의사소통의 의미와 가장 근접해서인지 의사소통 방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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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5.4 수학적 의사소통 분류 틀에 따른 교과서 과제의 예

다음은 교과서 의사소통 관련 코너에 탑재된 학습 과제의 예를 수학적 의사소통 모델의

요소에 따라 유형별로 제시하고, 활동 내용과 유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한 의사소통 활동을

안내한 것이다.

<그림 3> Go-Gm-1유형과 Go-Gm-2유형([15])

그림 3: Go-Gm-1유형과 Go-Gm-2유형 ([15])

<그림 3>의 왼쪽 그림은 계산이 아닌 일상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수학 교과에 대한

학습 태도와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활동으로 자신과의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Go-Gm-1). 이러한 과제는 스스로 평가해 보는 데서 끝내기보다 서로 발표하게 하

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수학 공부 습관을 비교해봄으로써 잘못된 학습 방법을 고쳐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오른쪽 그림은 약간의 수학적 언어와 수학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일상

언어를 사용하여 배운 내용에 대한 자신의 느낌이나 수학적 사실에 대하여 선생님께 편지

를 쓰는 과제이다 (Go-Gm-2). 이러한 활동은 선생님과의 대화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일상 언어와 수학적 언어 및 표현을 사용하여 배운 내용에 대해 자신의 사고를 정리하고

반성하며, 분명하게 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교사는 학생의 잘못된 표현에 대

한 첨삭 지도나, 학생의 관심 주제에 대한 문제 제시 등으로 학습 동기 및 수학 교과에 대

한 관심을 고취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 활동은 동료 학생과의 편지나 대화로 이

루어질 수도 있는데,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ㆍ정의적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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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Go-Mm-2유형([24])과 Go-Gm-T유형([17])

그림 4: Go-Mm-2유형 ([24])과 Go-Gm-T유형 ([17])

<그림 4>의 왼쪽 그림은 친구가 마음속으로 생각한 수를 알아맞히는 수학 마술을 통해

그 속에 숨어 있는 수학 원리를 알아보게 하는 활동으로 대부분 일상 언어로 표현되어 있

어 수학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게임인 것 같지만, 항등식의 원리를 알아야 마술을 이해할

수 있다 (Go-Mm-2). 짝활동을 통한 이러한 과제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나

현상들 가운데에는 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내용들이 있음을 알도록 하도록 하여 수학의

유용성을 학생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오른쪽 그림은 주어진 이야기를 읽고, 토론 활동을 통해 논리적으로 추론하게 하는 활동

이다 (Go-Gm-T). 이 과제는 한 명이 주어진 글을 읽고, 나머지 학생들은 경청하도록 하여

문제 해결 과정과 그 답의 도출뿐만 아니라 수학 외적인 목적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

다. 즉,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하는 태도와 다른 사람의 말에 주의 깊게

경청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여 서로 존중하고 예의 바른 의사소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 Mo-Gm-2유형([6])과 Go-Gm-T유형([15])

그림 5: Mo-Gm-2유형 ([6])과 Go-Gm-T유형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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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의 왼쪽 그림은 그래프를 읽고, 친구에게 그 상황을 수학적으로 설명하도록 하

는 의사소통 활동이다 (Mo-Gm-2). 이 문제에서 거리와 시간과의 관계 등 함수적 사고를 이

용하여 그래프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사회적ㆍ물리적 현상을 효율적으로 기술

하는 도구로서의 그래프의 역할에 대해 알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때 너무 세부적인

사항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래프의 개략적인 형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제는 현실 상황이나 물리적 현상을 수학식이나 그래프 등으로 모델링할 수 있으

며, 수학은 이들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이며 도구임을 알게 하여 수학의 유용성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오른쪽 그림은 실수와 복소수를 주제로 하여 모둠별로 이 내용에 적합한 수학 신문을 만

들도록 하는 과제이다 (Go-Gm-T). 신문 만들기라는 일반적인 과제에 대하여 허수와 실수의

개념을 바탕으로 일상 용어를 주로 사용하여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과제 해결을 통해 수

학 개념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하며, 수학 문제 해결 능력이 다소 부족한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어서 학생들에게 수학 교과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할 수 있는 과제이다.

<그림 6> Go-Gm-T유형([17)과 Go-Mm-T유형([30])

그림 6: Go-Gm-T유형 ([17)과 Go-Mm-T유형 ([30])

<그림 6>의 왼쪽 그림은 일상 언어를 사용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물리적ㆍ구체적인 현

상을 제시하고, 그 원리를 수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맨홀의 뚜껑이

원 모양인 이유에 대하여 원의 성질이라는 수학적인 사실을 이용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

는 문제이다 (Go-Gm-T). 이 때, 원형 맨홀 뚜껑이 맨홀 속으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는지

토론해 보도록 하고, 뚜껑의 모양이 삼각형, 사각형인 맨홀이라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 조

별로 토론하고 발표해 보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수학적 개념이 사용된 예

를 브레인스토밍 기법으로 찾아내어 조별로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수학이 활용되는 다양한

사례를 경험하거나 수학이 인류 문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게 하며, 실생활과의 연

- 163 -



수학적 의사소통에 대한 고찰과 ‘고등학교 수학’의 의사소통 코너 분석

관성을 깨닫게 하여 수학의 유용성과 수학 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2]).

오른쪽 그림은 중국의 수학 책에 나오는 이차방정식 문제를 읽고, 문제 뜻에 맞도록 기

호나 문자를 사용하여 식을 세워 수학적으로 푸는 문제이다 (Go-Mm-T). 수학 용어보다는

거의 일상 언어로 표현된 문제를 대수 기호를 사용하여 수학적 상황으로 표현하고 분석하

는 능력이 필요한 과제이다.

<그림 7> Mo-Mm-T유형([30], [31])

그림 7: Mo-Mm-T유형 ([30], [31])

<그림 7>의 두 문제는 모두 수학식으로 표현된 문제를 수학식이나 절차 등을 이용하여

해결하는 Mo-Mm 유형의 문제이다. 왼쪽 그림은 수학식으로 주어진 문제를 수학적 개념

과 법칙 등을 사용하여 해결하는 문제로서, 조별로 다양한 절차와 계산 방법을 발표하고

비교할 수 있는 의사소통 문제이다 (Mo-Mm-T).

오른쪽 그림은 주어진 공식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차방정식의 근의 공식

x =
−b±

√
b2 − 4ac

2a
과 같음을 설명하도록 하고, 결국 두 공식이 동치임을 이해하게 한

다. 두 가지 공식을 이용하여 이차방정식의 해를 구한 후 어떤 공식이 활용하기에 용이한

지 서로 토론해 보도록 할 수 있다 (Mo-Mm-T).

6 결론

고대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에 나타난 수학적 의사소통 활동은 대화체로 씌어진 교과서나

학습자 스스로 계산하고 논리적 증명을 하도록 강조하고 있는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

에도 교사의 일방적인 지식의 전달보다 학생과의 대화를 통한 학습에 관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이 후에도 Piaget와 Vygotsky와 같은 학자들에 의해 상호 작용의 역할이 논의되

고, NCTM에서 모든 학생들을 위한 수학 교육의 일반 목표로 제시하면서 1990년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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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힘을 신장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수학적 의사소통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2007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는 수학과 교육 목표뿐만 아니라 내용, 교수ㆍ학

습 방법, 평가 등에서도 그 능력의 신장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2007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따라 개편된 중ㆍ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에는 의사

소통 코너가 마련되고 의사소통이라고 명시된 과제도 있어, 교육과정의 내용을 반영한 수

학적 의사소통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ㆍ고등학교 수학 교과서 중에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 18종을 분석한 결과 교과서마다 다양한 명칭으로 의사소통 문제를 마련하고

있었으며, 과제의 기술 형식에 있어서는 ‘말하여라’ , ‘함께 얘기해 보자’ 등으로 의사소

통의 정의나 의미에 포함된 형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간단한 단답형의 완성형 문제를 의

사소통 유형으로 구분한 교과서도 있었다. 과제의 내용은 편지쓰기, 일기쓰기, 수학 신문

만들기, 수학사적인 소재의 문제, 개방형 문제 등 일반 수학 문제와는 다른 다양한 형태의

과제들을 수록하고 있는 교과서가 다수 있었으며, 수학적 의사소통의 실행 방법 면에서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수학 기호나 식으로 나타내기, 그래프를 그리고 해석하기 등 수

학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의사소통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수학적 의사소통의 실질적

활동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어떤 과제로 어떤 방식으로 수학적 의사소통 활동

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안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최근

개발한 과제의 유형, 과제 해결의 방법, 참여자 수를 요소로 하는 수학적 의사소통 모델을

활용하여 교과서의 의사소통 과제를 유형화하여 과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의사소통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 연구가 차후에 편찬되어질 교과서에 수록될 수학적

의사소통 관련 코너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의사소통 과제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수학적 의사소통 활동의 긍정적인 발전 방향 제시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참고 문헌

[1] 계승혁, 김홍종, 박복현, 남진영, 교육과학기술부 검정 고등학교 수학, 성지출판 (주), 2008.
[2]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5, 2008.
[3] 교육인적자원부, 수학ㆍ영어 교육과정 개정 고시 (제2006-75호, ’ 06.8.29)에 따른 검정도서

(수학, 영어) 편찬상의 유의점, 2006.
[4] 김남희, 나귀수, 박경미, 이경화, 정영옥, 홍진곤, 예비교사와 현직교사를 위한 수학교육과정

과 교재연구, 경문사, 2006.
[5] 김서령, 이정례, 선우하식, 이진호, 조동석, 김민정, 박효정, 교육과학기술부 검정 고등학교

수학, 해법 천재교육, 2008.

- 165 -



수학적 의사소통에 대한 고찰과 ‘고등학교 수학’의 의사소통 코너 분석

[6] 김수환, 최영기, 이중권, 김진호, 윤오영, 김경현, 최현근, 이향수, 김용준, 안미숙, 교육과학

기술부 검정 고등학교 수학, (주)교학사, 2008.
[7] 김종두, 교육과 의사소통, 양서원, 2005.
[8] 김향숙, 이성애, 수학적 의사소통 모델 개발을 위한 요소 탐색 및 분석, 중등교육연구, 제58

집 제1호, pp.1-37, 2010.
[9] 김해경, 서동엽, 최은자, 김상철, 김성남, 윤성식, 교육과학기술부 검정 고등학교 수학, 더텍

스트, 2008.
[10] 류성림, 수학교육에서 피아제와 비고츠키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역할에 관한 고찰, . Res. Sci.

Math. Educ. 제22권, pp.109-131, Taegu. Univ. Educ., 1999.
[11] 신항균, 이광연, 신범영, 김홍섭, 김정화, 교육과학기술부 검정 고등학교 수학, (주)지학사,

2008.
[12] 안태종,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 분석과 활용, 경북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3] 양승갑, 신준국, 윤갑진, 성덕현, 양경식, 김창규, 이승우, 조성철, 박상우, 교육과학기술부

검정 고등학교 수학, (주)금성출판사, 2008.
[14] 우정호, 수학학습-지도원리와 방법,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15] 우정호, 박교식, 박경미, 이경화, 김남희, 임재훈, 신보미, 최인선, 박인, 지은정, 교육과학기

술부 검정 고등학교 수학, (주)두산, 2008.
[16] 유희찬, 조완영, 조정묵, 임미선, 유익승, 한명주, 박원균, 남선주, 정성윤, 교육과학기술부

검정 고등학교 수학, 대한교과서 (주), 2008.
[17] 윤재한, 박진석, 조도상, 김영제, 권백일, 신재봉, 정지현, 장인선, 교육과학기술부 검정 고등

학교 수학, 더텍스트, 2008.
[18] 이강섭, 왕규채, 송교식, 양인웅, 교육과학기술부 검정 고등학교 수학, 도서출판 지학사, 2008.
[19] 이만근, 이재실, 오은영, 조성오, 교육과학기술부 검정 고등학교 수학, (주)고려출판, 2008.
[20] 이미연, 수학적 과제 유형이 수학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21] 이성흠,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의사소통, 교수설계, 그리고 매체활용), 교육과학사, 2008.
[22] 이재학, 정상권, 박혜숙, 홍진곤, 박부성, 김정배, 김상훈, 교육과학기술부 검정 고등학교 수

학, (주)금성출판사, 2008.
[23] 이종희, 김선희, 수학적 의사소통, 교우사, 2002.
[24] 이준열, 최부림, 김동재, 서정인, 전용주, 장희숙, 조석연, 교육과학기술부 검정 고등학교 수

학, 해법 천재교육, 2008.
[25] 이해영, 초등학교 5, 6학년 교사들의 수학적 의사소통 수업에 대한 인식과 교수실제, 한국교

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26] 최봉대, 강옥기, 권언근, 정용욱, 양성덕, 조현공, 교육과학기술부 검정 고등학교 수학, (주)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8.
[27] 최용준, 김덕환, 이한주, 위경아, 김윤경, 교육과학기술부 검정 고등학교 수학, 해법 천재문

화, 2008.
[28] 한길준, 소크라테스의 대화법과 수업에서의 수학적 대화의 역사, 한국수학사학회지 제21권

- 166 -



김향숙・이성애

제1호, pp.157-166, 2008.
[29] 허민, 박문환, 박진호, 김용식, 한용익, 김창일, 정상일, 교육과학기술부 검정 고등학교 수학,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8.
[30] 황선욱, 강병개, 김수영, 교육과학기술부 검정 고등학교 수학, 좋은책 신사고, 2008.
[31] 황우형, 권혁진, 김인수, 김동화, 조남일, 박승렬, 이채형, 차순규, 이병하, 김혜란, 김원중,

교육과학기술부 검정 고등학교 수학, 대한교과서 (주), 2008.
[32] 片桐重男, 문제해결과정과 발문분석, 이용률 외 공역, 1992.
[33] Hiebert, J., Carpenter, T. P., Fennema, E., Fuson, K. C., Wearne, D., Murray, H., Olivier, A.,

& Human, P., 어떻게 이해하지?, 김수환 외 공역, 경문사, 2004.
[34] Hills, P. J., 교수, 학습, 그리고 의사소통, 장상호 역, 교육과학사, 1987.
[35] NCTM, Curriculum and evaluation standards for school mathematics. Reston, VA: Author,

1989.
[36] NCTM, Principles and Standards for School Mathematics. Reston, VA: Author, 2000.
[37] NCTM, 학교수학을 위한 원리와 규준, 류희찬 외 공역, 경문사, 2007.
[38] Skemp, R. R., 수학학습 심리학, 황우형 역, 사이언스 북스, 2000.
[39] Wood, T. (1994). Pattern of interaction and culture of mathematics Classroom. In S. Lerman,

(Ed.), Cultural perspectives on the mathematics classroom, 149-168. Dordrecht: Kluwer Aca-
demic Publishers.

[40] http://www.nctm.org/standards/content.aspx?id=23273
[41] http://en.wikipedia.org/wiki/communication

- 167 -



The Korean Journal for History of Mathematics Vol. 23 No. 3 Aug. 2010 141–168

Note on mathematical communication and the Analysis of
communication-corner in ‘high school Mathematics’ tex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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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ematical communication is necessary to exchange mathematical idea among par-
ticipants in teaching-learning process. The promotion of mathematical communication
competence is clearly stated in many parts of the 2007 revised curriculum. As a result,
mathematical communication tasks are contained in ‘high school Mathematics’ text-
book. At this point of time when increasing importance of mathematical communica-
tion is realized, we will check over mathematical communication and analyze commu-
nicative tasks corner in ‘high school Mathematics’ textbook in this paper And thereby
we hope this study help prepare for practical communicative tasks corner suggesting a
way for invigoration of mathematical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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