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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년 아동들의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에 관한 사례 연구1)

- 말하기, 쓰기 능력을 중심으로 -

한 혜 숙 (조선대학교)

노 수 혁 (고려대학교 대학원)

Ⅰ. 서 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학문이나 직업의 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

활에서도 다양한 과학 기술 정보를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는 능력이 필요하며, 수학은 이러한 과학 기

술 정보를 소통하는데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수단이다. 학생들은 수학 수업을 통해 다양한 상황을 수

학적 언어를 써서 표현하고, 타인의 수학적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며, 수학적 언어를 사용하여

토론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교육과학기술부, 2007). 이러한 언어적 표현과 의사소통, 토론

은 반성적 사고를 유발시키고 수학적 사고를 명확히 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우정호, 2006).

또한 NCTM(2000)은 의사소통은 수학교육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수학적 아이디어에 대한 의사소통

을 통하여 학생들은 자신의 사고를 정교화하고 명료화하고 조직하고 확고히 할 수 있으며 수학적 사

고를 관찰 가능하게 하고, 더욱 심층적인 수학적 사고발달을 촉진한다고 하며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강조하는 세계적 경향을 반영하여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전 7차 교육과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명시하여 초⋅중⋅고등

학교 수학과 교육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수학적으로 사고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길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른다.

수학적으로 사고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길러, 사회현상이나 자연현상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른다.

수학적으로 사고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길러, 여러 가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른

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p. 4)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 신장의 교육목표로의 명시뿐만 아니라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에서

도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강조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7).

1) 본 논문은 2010년 3월 한국학교수학회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을 수정․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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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현(2005)은 제 7차 수학과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실태 분석 연구에서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강의식 수학 수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은 교사와 학생,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생 사이에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활발히 전개

되기 힘들고 교사에 의한 강의와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단순한 학생의 반응이 주를 이룬다(박홍문,

2007). 또한, 이러한 전통적인 수학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제한된 말하기와 쓰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표현적 의사소통인 말하기와 쓰기보다는 수용적 의사소통인 듣기와 읽기가 강조된다(정은실, 1997).

한편 우리나라에서의 수학적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들은 수학적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에 대한 연구와 수학적 의사소통을 강조한 수업의 효과에 대한 연구, 수학적 의사소통 분석에 대한

연구 등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사소통의 유형 중 표현적 의사소통인 말하기, 쓰기에 대한 심

도 있는 분석을 시도하는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일선 교육현장에서 강의식 수학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만 이러한 강의식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의사소통 중 듣기, 읽기능력에 비해 말하기, 쓰기 능력의 중

요성이 상대적으로 간과될 수 있음에 주목하여 초등학교 5학년 아동 3명을 대상으로 도형 영역에서

의 그들의 말하기, 쓰기 능력이 어떠한지 심도 있게 분석하고, 더불어 그 아동들의 말하기 능력과 쓰

기 능력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수학적 의사소통

이야기하고, 쓰고, 말하고, 듣고, 읽는 과정을 통하여 아이디어가 토의되고, 발견된 사실이 공유되

고 가설이 확인되고 지식이 획득된다. 이러한 사회적 과정을 집약한 것이 의사소통이다. 이러한 의사

소통은 학생들의 비형식적이고 직관적인 사고와 추상적 언어와 기호를 서로 연결하도록 하는 것을

돕고 수학적 개념들의 실체적, 도식적, 기호적, 언어적, 정신적 표상사이를 연결시키는 것을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NCTM, 1989).

NCTM(1989)에서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목표로서 수학적 힘의 신장을 위해 수학적으로 의사소통

하는 것을 강조한 이래 수학 교육에서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수학교육에서는 자신의 사고를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학생들의 수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 수학적 의사소통을 강조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수학적 의사소통은 <표1>에서와 같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정

의들을 바탕으로 수학적 의사소통은 주어진 상황에 적합한 수학적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수학적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과정이라 정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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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2007)

수학적인 아이디어에 대해 토론하거나, 물리적 자료, 그림, 도식 등을 표현하거나, 반대로

수학적인 표현을 읽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듣고 이해하는 것

박현숙(2000)
자신의 수학적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고 능숙하게 전달하면서 다른 사람의 수학적

사고를 공유함으로써 수학적 지식을 강화하는 사회적 과정

이영만(1993) 학생들이 탐구하고, 토의하고, 묘사하고, 설명하는데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인 과정

이재돈(1999)
학생과 학생 사이, 교사와 학생 사이에 수학에 관한 생각, 아이디어, 신념, 전략, 태도, 느낌

등을 교환하기 위해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아이디어를 토론하는 등의 활동 또는 과정

이종희⋅김선희

(1998)

학생 자신과, 학생들 간에 그리고 교사와 학생간에 수학에 관한 정보, 아이디어, 느낌, 수학

기호 등을 교환하거나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 읽고, 쓰고, 아이디어를 말하고 듣는 등의 활

동 또는 과정

황혜정⋅최승현

(1999)

계산, 개념, 추론, 또는 문제해결 영역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에서 주어진 문제 상황

과 관련된 수학적 내용을 토대로 수학적 용어, 기호, 문장 등을 이용하여 그 해결 과정의

근거 및 이유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것

NCTM(1989)

학생들이 수학을 읽고, 쓰고, 토론하는 과정. 즉, 수학적 개념을 구체물과 그림, 다이어그램

을 관련지을 수 있고, 수학적 개념과 상황에 대한 그들의 일상 생활 언어는 수학적 언어

및 기호와 관련지을 수 있으며, 수학을 표현하고, 토론하고, 읽고, 쓰고, 듣는 것을 포함

<표1> 수학적 의사소통의 정의

2. 수학적 의사소통의 수단

수학적인 힘은 수학적인 기호, 식, 그래프와 같은 수학적 언어를 능숙하고 유창하게 구사하여 사고

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하므로 수학적 언어 구사능력은 매우 중요한 수학적인 능력이다. 수학적 언어

를 능숙하게 구사한다는 의미는 수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수학적 언어를 통하

여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과정을 통하여 수학적 사고는 명확하게 형성된다(우정호, 2006). 다시 말

해서 수학적 의사소통은 수학적 언어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적절한 수학적 언어의 사용이 없다면

바람직한 수학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고 나아가 명확한 수학적 사고의 형성도 기대하

기 어려울 것이다. 김남운(2000)은 수학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수학적 언어는 수학적 용어와

기호로 이루어져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1) 수학적 용어

수학적 용어는 감각할 수 있는 세계를 표현하는 비교적 구체적이거나 일상언어에서 사용되는 것

에서부터 극히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들 수학적 용어는 밖으로 드

러나는 것이든 언어적인 것이든, 객관적 실재의 여러 측면을 묘사하고, 그림으로써 수학적 실재를 구

성하는 기초를 제공한다. 결국 수학의 대상은 일부는 구체적이고 대부분은 추상적인 언어적 대상이

다(Ernest, 1991). 수학적 대상은 일부는 구체적이고 대부분은 추상적인 언어적 대상임은 수학적 개

념 이해의 어려움의 주요 요인이 되므로 수학적 개념을 학습시키는데 있어서 이러한 용어의 특성을

주의해야 한다. 용어의 특성이 구체적 참조물이나 예를 가지고 있고 그에서 추상된 것이라면 정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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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구체적 참조물이나 예를 통한 이미지 형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수학 내적으로 정

의된 용어라면 구체적 실례보다는 언어적 정의와 그 추상성에 기초한 개념 구성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고정화, 1998).

2) 수학적 기호

Skemp(1987)는 기호를 어떤 관념과 심적으로 연결된 소리나 볼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보았으며 기

호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고 이러한 각각의 기능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의사소통과 밀

접한 관련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① 의사소통

② 지식의 기록

③ 새로운 개념의 형성

④ 다중 분류를 쉽게 함

⑤ 설명

⑥ 반영적 활동을 가능하게 함

⑦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줌

⑧ 일상적인 조작의 자동화

⑨ 정보의 재생과 이해

⑩ 창조적 정신활동

이와 비교하여 Pimm(1991)은 수학의 기호적인 특징이 수학의 가장 분명한 특징이라 생각하여 다

음과 같이 기호의 기능을 제시하였다.

① 기호는 수학의 구조를 설명한다.

② 절차를 간편하게 한다.

③ 수학에 대하여 심사숙고할 수 있게 한다.

④ 사고의 완전성과 영속성을 촉진한다.

수학에서의 기호는 시각적 기호와 언어⋅대수적 기호로 구분되고 이 두 가지 기호의 수행 기능은

다르지만 상호보완적이므로 각각의 기호의 역할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Skemp, 1987).

3. 선행연구

수학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세계적 흐름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수학적 의사소통

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우리나라의 수학적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

면, 수학적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와 수학적 의사소통을 강조한 효과에 대한

연구, 수학적 의사소통 분석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아래 <표3>과 같이 수학적 의사소통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생들의 표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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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인 말하기와 쓰기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는 거의 없다. 또한, 정은

실(1998)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수학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의식 수업에서는 듣기와 읽기와 같

은 수용적인 의사소통을 강조하고, 말하기, 쓰기와 같은 표현적인 의사소통은 주로 교사를 모방하는

정도로 제한되며, 학생들은 교사의 설명을 듣거나 교사의 질문에 대답하며 교과서를 읽고 칠판에 쓰

여진 식을 쓰는 등의 제한된 말하기와 쓰기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고 지적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형영역에서의 말하기, 쓰기능력에 대한 심도 있

는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구 분 연 구

수학적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

해결방법이 다양하고 인지적 요구수준이 높은 수학적 과제를 제공하는 것은

학생들의 수학적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하다(이미연⋅오영열, 2007).

구체물은 수학 수업에서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며 수학학

습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이미애⋅김수환, 2001).

수학적 의사소통능력 중에서 말하기는 구체적-형식적 조작기 인지발달단계의

영향을 받고 쓰기는 장독립적-장의존적 인지양식에 영향을 받는다(이종희⋅황

보경, 2001).

수학적

의사소통을

강조한 효과에

대한 연구

학업성취

도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김선희⋅이종희, 1998; 박은경,

2005; 채미애, 2001).

학업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박윤정⋅권혁진, 2008).

수학적

성향

수학적 성향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박윤정⋅권혁진, 2008).

수학적 의사소통을 강조한 수업의 결과 수학적 성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

다(박은경, 2005; 채미애, 2001).

수학학습

태도

수학학습태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박윤정⋅권혁진, 2008).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한 연구에서 수학학습태도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김미

란⋅송영무, 2006; 이숙희⋅김진환, 2004).

수학적 의사소통 분석에

대한 연구

신준식(2007)은 Flanders의 언어상호작용 분석법으로 초등학교 5학년 수학 수

업에서의 수학적 의사소통을 분석하여 교사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적 의사소통능력을 분

석한 결과 말하기능력이 가장 낮은 수준이고 쓰기능력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연구가 있었다(신성기, 2009; 염정숙, 2004).

<표 3> 수학적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I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강원도 고성군에 소재한 한 초등학교의 5학년 2개 학급의 아동들 중에서 학교장 및 담

임교사의 도움을 받아 연구 참여에 대한 아동 및 학부모의 동의 여부, 선행 학습의 유무, 학업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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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도, 생각 표현 능력 등에 따라서 선행 학습을 받고 있지 않는 아동들 중 아동과 학부모 모두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아동의 학업 성취도가 중상위권에 속하며 학교와 가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아동 3명(남학생 2명, 여학생 1명)이 선정되었고, 연구 참여에 대

한 학생 및 학부모 동의서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 수학 학습 태도 검사와 의사소통 불안 검

사가 실시되었다. 수학 학습 태도 검사로는 아동들의 수학 학습에 대한 생각, 행동, 태도, 습관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1992)에서 개발한 수학 학습 태도에 관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아

동들의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쓰기, 말하기 능력)을 측정하기에 앞서 아동들이 수업 시간 또는 평소

타인과의 의사소통 시 느끼는 불안감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하여 McCroskey(2001)가 개발한

Personal Report of Communication Apprehension(PRCA-24)를 사용하였다. PRCA-24 검사지는 총

24개의 5 단계 Likert-type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사지는 McCroskey(2001)가 제시한 채점 및 분

석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아래의 <표 4>는 연구 참여자의 특성을 내용별로 정리한 표이다.

연구 참여자

내 용
재경 종녕 소현

성 별 남 남 여

수학 성취도 상 중상 중

수학 학습 태도* 132 93 112

의사소통 불안** 35 67 48

<표 4> 연구 참여자의 특성

* 수학 학습 태도 검사에서 152점이 최고점이다

** 의사소통 불안 검사의 경우 80-120은 불안 정도가 높은 것으로, 24-50은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2. 검사 도구

1) 지필 검사: 쓰기 능력 검사

도형 단원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아동들의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 중 쓰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자는 초등학교 3, 4학년 도형 영역에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총 15개의 문항을 개발하였다. 초등학

교 두 개 반의 학생들(60명)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난이도, 어휘, 문제 제시 방식 등

을 수정하였고, 초등학교 교사 2인과 수학교육전문가에 의해 검사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2) 면담 검사: 말하기 능력 검사

도형 단원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아동들의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 중 말하기 능력에 대한 평가는 학

생 개별 면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면담 문항은 쓰기 능력 검사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3, 4학년 도

형 영역에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가 개발한 총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 2명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실시하여 어휘 및 문제 제시 방식 등을 수정하였고, 초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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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과 수학교육전문가에 의해 검사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검사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받는 과

정에서 쓰기의 경우 학생들이 쓰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지만 말하기는 우선 정리된

사고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논의 결과 면담 문항의 난이도를 쓰기 능력 검사보

다 약간 낮게 설정하였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각 3명 아동의 쓰기 능력과 말하기 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아동이 작성한 지필 검사지, 면담 과

정이 녹음된 오디오 테이프, 연구자의 면담 기록지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쓰기 능력 검사는 약 40분 동안 실시되었으며, 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연구자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생각 또는 문제 풀이 과정을 검사지에 가능한 자세하고 명확하게 서술하도록 요청하였다. 개별 면담

검사는 약 40-50분 동안 실시되었으며, 각 연구 참여자들에게 검사 과제들을 한 문제씩 제시하고 풀

이하도록 요구하면서 연구자는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기 전에 약 1-2분 동안 머릿속으

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쓰기 및 말하기 능력 검사의 경우 자료 분석

은 성취도와 의사소통 두 가지 측면에서 실시되었다. 성취도 측면에서의 분석은 각 문항이 요구하는

수학적 개념을 아동이 알고 있는지의 유무에만 초점을 두었다. 즉, 아동이 각 문항에서 요구하는 수

학적 개념을 알고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1점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점을 주었다. 의사소통

측면에서의 분석은 학생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수학적 개념 또는 수학적 아이디어를 적절한 수학적

용어, 기호, 식, 그림 등을 사용하여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정도에 중점을 두어, 학습 결손 또는 오개

념 등으로 인하여 잘못된 반응을 보인 경우는 의사소통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

력의 분석을 위해서 본 연구자는 <표 5>과 같이 의사소통 평가 기준표를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의

사

소

통

4점 문제 상황에 적절한 수학적 언어, 기호, 식, 그림을 조화롭게 사용하여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설명

3점

문제 상황에 적절한 수학적 언어, 기호, 식, 그림을 일부 누락하였으나 대부분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설명

대부분 문제 상황에 적절한 수학적 언어, 기호, 식, 그림을 사용하였으나 설명이 불완전하거나 명료하

지 않음

2점
때때로 적절한 수학적 언어, 기호, 식, 그림을 사용하고 비논리적이거나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나름대로의 근거가 보이며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려고 노력한 설명

1점 부적절한 수학적 언어, 기호, 식, 그림을 사용하여 분명하지 않거나 비논리적으로 설명

0점
무응답

문제 상황과 관련 없는 설명

<표 5> 의사소통 평가 기준표

Ⅳ. 연구 결과

본 장에서는 각 연구 참여자별로 쓰기 능력과 말하기 능력 검사 분석 및 논의 내용에 대해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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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한다.

1. 재경의 사례 분석

학교 내에서 재경이의 학업 성취도는 상위권에 속했다. 재경이는 수학 과목을 가장 좋아한다고 하

였고, 수학을 공부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나 규칙성과 문제해결 부분이 조금 어렵다고 하였다. 재경

이는 친구들과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하며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것도 좋아한다고 하였다. 재경이의

수학 학습 태도는 132점이었고, 의사소통 불안 지수는 35점으로 의사소통 불안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쓰기 능력 검사 결과에 의하면 재경이는 검사에서 요구하는 모든 수학적 개념을 올바르게 알고

있었다. 재경이의 성취도는 24점(24점 만점)이었다. 재경이가 정답을 제시한 문항을 대상으로 풀이

과정 또는 개념 설명의 과정에서 나타난 수학적 용어, 기호, 식, 그림 등의 표현이 정확하고 논리적

인지를 토대로 의사소통 능력 점수를 산출한 결과는 87점(96점 만점)이었다. 재경이는 도형 영역에서

학습한 수학적 개념을 대부분 잘 알고 있었고 정답을 구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으나 자신의 문제 해

결 과정 또는 수학적인 아이디어를 수학적 용어나 기호를 사용하여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능력이 정답을 구하는 능력보다 미흡하게 나타났다.

말하기 능력 검사 결과에 의하면 재경이는 검사에서 요구하는 모든 수학적 개념을 올바르게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이의 성취도는 22점(22점 만점)이었다. 문제 해결 과정이나 수학적 개념

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재경이의 의사소통 능력 점수는 86점(88점 만점)이었다. 재경이는 대

부분의 문항에서 적절한 수학적 기호, 용어 그림 등을 사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로 잘 표현할 수

있었다. 재경이가 두 개의 문항에서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거나 문제 해결 방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각 문항에서 의사소통 능력 점수를 3점 받았다. 하나는 평

행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묻는 문항에서 대각선이라는 용어를 적절하지 못하게 사

용하고 있었다. 재경이는 수직이 아닌 선분을 설명할 때 대각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재경이의 경우 전반적으로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쓰기 능력보다 말하기

능력이 조금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지만 재경이는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서 나타내는 것보다 말로

설명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이야기 하였다.

2. 종녕의 사례 분석

학교 내에서 종녕이의 학업 성취도는 중상위권에 속했다. 종녕이는 과학 과목을 가장 좋아하며 수

학 공부도 재미있다고 하였다. 친구들과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하고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것도 어

렵지 않다고 하였다. 종녕이의 수학 학습 태도는 93점이었고, 의사소통 불안 지수는 67점으로 의사소

통 불안 정도가 높지도 낮지도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쓰기 능력 검사 결과에 의하면 종녕이는 대부분의 문항에서 요구하는 수학적 개념을 올바르게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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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녕이의 성취도는 22점(24점 만점)이었다. 종녕이가 정답을 제시한 문항

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능력 점수를 산출한 결과는 74점(88점 만점)이었다. 종녕이도 재경이와 마찬가

지로 답을 구하는 것 보다 자신이 알고 있는 수학적 개념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문제 해결 과정을 논

리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능력이 미흡하게 나타났다.

종녕이는 자신이 알고 있는 수학적 개념을 적절한 예나 그림을 이용하여 잘 표현할 수 있었으나

수학적 언어를 사용하여 형식적으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내곤 했다. 예를 들면, 다각형, 대각선

의 개념에 대해서 예와 예가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었고,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개념을 기술하도록 요청했을 때 적절한 수학적 언어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보였고, 그러한 개념에

대해서 자신만의 비형식적인 정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각형의 경우 ‘각이 여러 가지 있는 도형’으로 다각형의 정의를 형성하고 있었고 대각선에 대해서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었다.

서로 마주보는 각을 이어주는 선 - 대각선에 대한 종녕이의 정의-

수선의 개념을 묻는 문항에서 종녕이는 수선의 개념을 이해한 듯 보였으나 말하기 능력 검사 결

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종녕이는 수선의 개념에 대해서 오개념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녕이는 수선을 ‘가로선 사이의 가장 짧은 선’으로 기술하였다. 여기서 가로선은 평행선의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종녕이의 경우 수선을 평행선 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수

선의 개념을 설명하는데 항상 평행선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종녕이는 때때로 부적절한 수학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예를 들면 ‘밑변’이

라는 용어 대신 ‘밑면’이라는 용어를, ‘마주보는 변’ 대신 ‘마주보는 면’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

다. 이런 경우 부적절한 수학적 용어의 사용으로 의사소통 점수의 감점 요인이 되었다.

말하기 능력 검사 결과에 의하면 종녕이는 수직의 개념을 제외하곤 검사에서 요구하는 모든 수학

적 개념을 올바르게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의 개념을 묻는 문항에서 종녕이는 수직이란

‘평행선 사이의 거리이긴 한데..직각이 되는 것, 평행선 사이에 줄을 그어서 직각이 되는 것이 수직’

이라고 대답하였다. 종녕이는 어떤 도형에서 마주보는 변이 평행인 변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도형에

서 수직인 두 변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종녕이의 말하기 성취도는 21점(22점 만점)이었다. 문제 해결 과정이나 수학적 개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종녕이의 의사소통 능력 점수는 76점(84점 만점)이었다. 종녕이는 쓰기 검사에서

와 마찬가지로 수학적 개념이나 자신의 문제 해결 과정을 말로 설명하는데 있어서 논리적이고 명확

하게 설명하는 능력이 수학적 개념의 이해도 보다 미흡하게 나타났다. 종녕이는 말하기 검사에서도

‘밑변’ 대신 ‘밑면’을 ‘마주보는 변’ 대신 ‘마주보는 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평행선의 개념을 묻는 문항에서 종녕이는 적절한 평행선의 예를 찾을 수 있었고 그림으로도 표현

할 수 있었으나 평행선의 개념을 말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수학적 언어를 이용하여 논리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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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능력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종녕이는 쓰기보다 말하기 능력이 약간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생각을 쓰도록 요청했을

경우에는 완전한 문장을 이용하여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서술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말하기의 경우 대체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잘 설명할 수 있었다.

종녕이도 재경이와 마찬가지로 말하기가 쓰기보다 더 어렵게 느껴진다고 말하였다. 그 이유로는

자신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 하였다.

3. 소현의 사례 분석

학교 내에서 소현이의 학업 성취도는 중위권에 속했다. 소현이는 국어 과목을 가장 좋아하며 특히

글쓰기를 좋아한다고 하였다. 수학에 대해서는 특별한 성향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수학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은 없다고 하였다. 학교 내에서 소현이의 수학 성적은 중위권인데 반해 소현이는 수학 학습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었다. 소현이의 수학 학습 태도는 112점이었고, 의사소통 불안 지수는 48

점으로 의사소통 불안정도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쓰기 능력 검사 결과에 의하면 소현이는 일부 수학적 개념을 알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정다각형, 수선의 개념은 알고 있지 못했다. 예각의 경우는 정확한 예각의 정의를 알고

있었으나 때때로 직각을 예각의 한 예로 사용하난 오류도 범하고 있었다. 소현이의 성취도는 18점(24

점 만점)이었다. 소현이가 정답을 제시한 문항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능력 점수를 산출한 결과는 59점

(68점 만점)이었다.

소현이의 경우 자신의 생각이나 문제 해결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수학적 용어를 사용하기 보

다는 비수학적 용어 또는 일상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주어진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인지 묻는 문항에서 ‘직각’이라는 용어 보다는 ‘ㄴ자의 각’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설명했

고, 마름모의 대각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대각선’이라는 용어 대신에 ‘십자가 모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수직인 선분의 길이’라는 표현

대신에 ‘옆의 변의 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그러나 소현이는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구하는지 알고 있었다. 단지 그 방법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수학적

용어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이 문항에 대해서 소현이는 의

사소통 능력 점수 3점을 받았다.

소현이도 앞서 소개한 두 명의 아동과 마찬가지로 평행선과 한 직선이 만날 때 크기가 같은 각들

을 찾는 문항에서 정확하게 그 각들을 찾을 수 있었으나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부분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수학적 용어를 사용하고 비논리적이고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어 의사소통 점수 2점을

받았다. 마주보는 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평행인 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소현이도 재경, 종녕이와 마찬가지로 대각선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특정 도형에 대각선을 그어

개수도 정확하게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각선의 개념을 글로 표현하도록 요청하였을 때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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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서술하였다.

대각선이란 점과 점을 이어 도형을 만든 뒤 남은 점들을 이은 것 -대각선에 대한 소현이의 정의-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 모두 대각선의 개념에 대해서 자신만의 비형식적인 정의를 구성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교과서에서 제시한 대각선에 대한 형식적인 정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말하기 능력 검사 결과에 의하면 소현이는 검사에서 요구하는 대부분의 수학적 개념을 올바르게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현이의 성취도는 21점(22점 만점)이었다. 문제 해결 과정이나 수학적

개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현이의 의사소통 능력 점수는 78점(84점 만점)이었다. 소현이

는 종녕이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자신의 생각이나 문제 해결 과정을 말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몇몇 수학적 용어의 사용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밑변’ 대신 ‘밑면’을 ‘빗변’ 또는 ‘높

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할 상황에선 ’옆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쓰기 검사에서와 마찬가지로 ’

마주보는 각‘을 ’평행인 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종녕이와 마찬가지로 소현이도 다각형의 개념을 올바르게 구성하고 있었으나 다각형이란 무엇인

지 설명하도록 요청하였을 때 다각형을 단순히 ‘각이 있는 도형’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연구자와

대화를 통해서 소현이는 다각형이란 ‘각이 있고 선분으로 제대로 이어져있는 곡선이 없는 도형’이라

고 다시 정의하였다. 아동들이 다각형을 단순히 ‘각이 있는 도형’ 또는 ‘각이 많은 도형’이라고 인식하

는 현상은 다각형(多角形)이라는 용어의 의미에서 비롯되는 현상으로 파악된다.

평행선의 개념을 묻는 문항에서 소현이는 종녕이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평행선의 예를 찾을 수

있었고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있었으나 평행선의 개념을 말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수학적 언

어를 이용하여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능력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의사소통 능력

점수는 2점(4점 만점)을 받았다.

종녕이와 소현이 모두 평행선을 두 선이 똑바로 서있는 상태로 표현하고 있었다.

소현이도 다른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쓰기 보다는 말하기 능력이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스스로는 타인에게 말로 설명하는 과정이 쓰는 것 보다 어렵게 느껴진다고 하였다. 쓰기의 경우 상

대방 또는 타인의 반응을 고려하는 것 없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이고 반면 말하기의 경우

말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반응까지도 고려하게 되어 아동들이 심리적으로 더 어렵고 힘들게 느낀

것 같았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도형 영역에서 초등학교 아동 3명의 말하기 능력과 쓰기 능력이 어떠한지또 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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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말하기 능력과 쓰기 능력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3명의 아동 모두 성취도에 비해서 말하기 능력과 쓰기 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들

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수학적 개념 또는 문제 해결 과정을 설명하는 능력이 답을 구하는 능력보다

미흡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아동들은 다각형, 대각선 등의 수학적 개념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

고 있었다. 다각형의 경우 예와 예가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었고, 그 이유 또한 설명할 수 있었다.

대각선의 경우에는 특정 다각형에 대각선을 그릴 수 있었고, 대각선의 개수 또한 정확하게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각형이나 대각선의 개념을 적절한 수학적 언어를 이용하여 말과 글로 표현하도록

요청하였을 때 아동들은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보였다. Lesh(1979)는 아동들이

수학적 개념 또는 수학적 아이디어를 다양한 표상(representation)을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아동들이 그 수학적 개념에 대해서 개념적 이해(conceptual understanding)를 하

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척도도 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이 수학적 개

념을 그림 또는 구체적인 예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능력에 비해서 적절한 수학적 언어를 사용하여 말

또는 글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다소 미흡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이 초등학교

수준의 아동이어서 정확한 수학적 언어의 사용이 강조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아동들의 수학적

사고 및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학적 언어의 사용도 중요하게 고려

되어 진다. 따라서 초등학교 교실에서도 아동들이 수학적 개념을 수학적 언어를 사용하여 충분히 익

힐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교사들은 아동들이 사용하는 수학적 언어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비록 본 연구에 참여한 3명의 아동 모두 말하기가 쓰기보다 훨씬 어렵다고 대답하였지만 말하기

능력이 쓰기 능력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

상으로 수학적 의사소통능력을 분석한 결과 말하기 능력이 가장 낮은 수준이고 쓰기 능력이 가장 높

은 수준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신성기, 2009; 염정숙, 2004)와 상반된 결과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아

동들의 경우 쓰기는 상대방 또는 타인을 고려하는 것 없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면 된다고 생

각하여 쓰기 과정에서 논리성, 연결성, 완성도를 깊이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말하

기의 경우에는 말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반응까지도 고려하면서 설명을 하게 되어서 아동들이 심리

적으로 더 어렵고 힘들게 느꼈으나 말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

로 아동들이 최대한 상대방이 본인의 설명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노

력하였다. 이런 이유로 말하기 능력 검사에서 의사소통 능력 점수가 좀 더 좋게 평가되기도 하였다.

쓰기 또한 말하기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표현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아동

들은 쓰기를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았다. 교사는 아동들에게

타인과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방법의 하나로, 즉,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써 쓰기 활동

을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는 5학년 3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도형 영역에서의 말하기, 쓰기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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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의 듣기, 읽기 능력에 대해서 다루지 못했지만 듣기, 읽기 능력 또한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의 일부이므로 후속 연구에서 아동들의 듣기, 읽기 능력에 대한 심도 깊은 연

구가 이루어지길 제안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아동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지를 개

발하고 적용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파악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나 아동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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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plore in depth about 5th graders' mathematical speaking and 
writing abilities and to investigate differences on those abilities. The study involved 3 5th graders and their 
speaking and writing abilities in geometry area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children had difficulties in selecting and using appropriate mathematical languages to explain mathematical 
concepts, mathematical ideas, and problem solving steps. The children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showed 
higher ability in speaking than wri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