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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수학 교사 교육에서

시각적 자료를 이용한 문제 해결 지도 사례

김 남 희
*

1)

Ⅰ. 서론

사범대학의 예비 수학 교사 교육은 이론적

접근 못지않게 실천적 실행의 접근 과정도 필

요하다. 학교 수학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지도

과정은 수학교육의 이론적 수준에서만 논의되

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도가 실제 학교 수업

에서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

적 실행 수준에서의 논의도 요구되는 것이다.

학교 수학의 교수-학습 과정에서는 추상적이

고 형식적인 수학 내용에 대한 의미있는 이해

를 돕기 위해 학습자의 심리적인 요인을 고려

한 지도가 필요하다. 학습자의 심리를 고려한

지도는 여러 가지 형태로 구현될 수 있겠지만

형식화된 수학 내용의 의미와 이해를 뒷받침하

는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 학습 내용에 대한 직

관적 확신을 제공하는 방법도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지도 방법 중의 하나이다. 우정호(2000)는

학교수학의 지도에서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명제에 대한 증명 학습

뿐 만 아니라 수학에 대한 신념과 기대, 문제

해결과 관련된 그림, 개념을 내포하는 전형적

인 예 등을 동원한 심리학적인 요소를 포함하

는 교육적 자극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

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중등수학의 문제는 문자

와 식을 이용한 기호적인 표현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교수-학습의 과정에서는

대수적 결과에 대한 내재적 확신을 주는 직관

적인 자극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2007 개정 교

육과정에 제시된 수학 교수-학습의 제안에서도

수학적 개념, 원리, 법칙 등을 이해하고, 형식

이나 관계를 발견하는 과정에서는 직관이나 구

체적인 조작 활동에 바탕을 둔 통찰 등의 수학

* 전주대학교 수학교육과 (nhkim@jj.ac.kr)

본 연구에서는 사범대학 수학교육과의 ‘수학문제해결방법론’ 강좌 시간을 이용하

여 학교 수학의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위한 교육 활동을 실행하였다. 예비 수학 교

사들을 대상으로 수학의 내용 이해와 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각적 자료를 탐

구하도록 하고, 조별로 동료 학생들에게 그 내용을 지도하는 발표 수업을 진행하였

다. 본 연구의 실행 과정을 통해 예비 수학 교사들은 자신의 수학 학습에 대한 인지

적, 정의적 측면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였고, 수학 학습에 대한 인식의 변화, 자

신의 수학 학습에 대한 반성, 교사로서 준비해야 할 점 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학습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실행한 바와 같은 지도 사례는 학교 수

학의 문제 해결 지도를 위한 예비 수학 교사들의 실천 지향적인 활동을 통해 그들

의 교수 내용 지식의 성장을 도울 수 있다. 또한 직관이나 구체적인 조작 활동에 바

탕을 둔 통찰 등의 수학적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제안을 예비 수학 교사들이 실제 수업의 현장에서 구체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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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경험을 제공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이디어를 말과 글로 설명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활동도 수학적으

로 효율적인 의사소통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언

급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2. 45, 54,

62, 71, 79, 86, 94). 수학 문제 해결 교육자인

폴리아(G. Polya)는 그림은 기하 문제의 대상일

뿐 만 아니라 처음에는 기하적인 것과 무관하

던 문제에서도 중요한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

으므로 쉬운 기하적 표현을 찾아보는 것이 수

학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하였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예비 수학 교사들의 과제 수

행 활동으로 시각적 자료를 이용한 문제 해결

지도의 수행을 계획하였다. 예비 수학 교사들

에게 대수적 해결에 대한 의미와 이해를 뒷받

침할 수 있는 직관적 접근의 방법을 탐구하고

이를 동료 예비 수학 교사들에게 지도하는 과

정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아래에서는 본 연구

의 설계와 실행 과정을 설명하고, 연구자의 강

의 시간에 실행된 예비 수학 교사들의 발표 사

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실행을 통

해 예비 수학 교사들이 얻은 교육적 경험은 무

엇인지, 본 연구에서의 지도 사례가 예비 수학

교사 교육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

고자 한다.

Ⅱ. 연구 설계 및 실행

1. 연구 문제

예비 수학 교사들이 학교수학의 교수-학습을

위한 지도 과정을 실행해 보는 수행 활동이 수

학 교사 교육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탐색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등 수학 교사 양성 과정에서 수

학 교육의 실천적 접근을 염두에 두고 시각적

자료를 이용한 문제 해결 지도 활동을 계획하

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첫째,

예비 수학 교사들이 시각적 자료를 이용한 문

제 해결 과정을 탐구하고 발표(지도)해 보는 활

동에서 그들이 얻은 교육적 경험은 무엇인가?

둘째, 본 연구에서의 지도 사례가 예비 수학

교사 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연구자의 담당 강좌인 ‘수학문제

해결방법론’을 수강하는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행하였다. 연구 대

상 학생들은 중등학교 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

실습 과정을 아직 이수하지 않은 예비 수학 교

사들로서 수학 교수 능력 향상을 위한 별도의

지도 과정이 필요한 학생들이다. 본 연구의 실

행은 2007년 1학기부터 2010년 현재까지 매년

1회 씩 총 4회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다. 2007

년과 2008년의 예비 수학 교사들의 과제 수행

에서는 연구자의 관찰 내용만을 수집하였고,

2009년에는 연구자의 관찰 자료와 함께 학생들

의 과제 수행 자료와 과제 수행 후 작성한 후

기를 기록물 자료로 수집하여 연구 결과를 분

석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 기록된 ‘예비 수학

교사들의 활동 사례’에 대한 연구 대상은 2009

년 1학기 ‘수학문제해결방법론’강좌를 수강한

예비 수학 교사 47명이라고 할 수 있다.

3. 연구 방법

학기 초 첫 강의 시간에 [그림 Ⅱ- 1]과 같은

주별 세부 강의계획서를 배부하고 5주차 강의

시간의 학습 내용인 ‘그림 그리기’에 대한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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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설명한 후 수학의 내용을 함의한 그림

자료를 탐구하는 조별 발표를 진행하였다.

Polya(1945)의 저서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How to solve it)?’에 제시된 발견술의 소사전

목록 중 24번째 내용인 ‘Ⅲ-24: 그림’에 대한

기본 강의를 진행 한 후 Nelsen(1993, 2000)의

저서 ‘Proofs Without Words Ⅰ, Ⅱ’에 소개된

그림 자료들 중에서 중등학교 수학 학습 내용

과 관련된 자료 22개를 발췌, 이를 예비 수학

교사들에게 배부하였다. 그림 자료는 학기 초

에 미리 별도로 준비한 복사물로 배부하였다.

이는 수강생들이 수업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

고 발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예비 수학 교사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각 조별

로 배당된 2개의 자료를 탐구하여 발표하는 것

이다. 4-5명을 한 조로 하여 총 11개의 조를 구

성하고 모든 조가 발표에 참여하여 수강생들

앞에서 자신의 조가 탐구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였다. 이는 발표 수업을 통해 모든 수강생들

이 제시된 22개 그림 자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림 Ⅱ- 1] 강의계획서: 주별 세부 계획 일부

4. 지도 과정

연구자는 먼저 예비 수학 교사들에게 강의

자료에 제시된 그림 자료를 조별로 분담해주

고, 각 조에서 맡은 그림 자료를 탐구해 해석

하고 수학적으로 바르게 설명할 준비를 하도록

안내하였다. 해결된 과제를 전체 수강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발표 수업을 계획

하도록 하여 예비 수학 교사들의 교수 능력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모든 수강생들이 22개 그림

자료의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

였다. 한편 예비 수학 교사들에게는 제시된 그

림 자료를 단지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관

련된 수학 교과서 내용이나 참고 자료를 수집

하여 정리하도록 하는 별도의 안내를 하였다.

각 조에서 담당한 자료의 문제 해결을 마치고

나면 또 다른 풀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여 조

별로 독창적인 문제 해결을 창안해 보도록 유

도하였다. 이는 본 과제 수행도 일종의 문제

해결의 과정이므로 예비 수학 교사들이 반성

단계의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이

었다. 발표를 마친 후에는 모든 자료를 복사해

서로 공유하고 관련된 자료끼리 수합해 참고

자료 노트로 정리하도록 하였다. 이는 장차

수학교사가 되었을 때 수학 수업에 직접 활용

할 수 있는 교재 연구 자료로 보관할 수 있도

록 지도하기 위함이었다. 조 발표를 하고 난

후에는 느낀 점, 배운 점, 이러한 활동이 교사

가 되었을 때 어떤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보도록

[그림 Ⅱ- 2] 탐구 및 발표 실행의 과정



- 496 -

하는 후기 작성을 통해 자신의 학습 활동을 되

돌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연

구자가 실행한 지도 과정을 정리하면 [그림 Ⅱ-

2]와 같이 5단계로 요약해 볼 수 있다.

5. 예비 수학 교사들의 활동 사례

연구자가 실행한 5단계의 지도 과정에 따라

예비 수학 교사들이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면서

각 단계별로 보여준 구체적인 활동을 그 사례

와 함께 요약하여 제시한다.

가. 주어진 그림 자료에 대한 문제 해결

각 조는 먼저 자신의 조에 배당된 그림 자료

2개를 탐구하여 전체 수강생들 앞에서 수학적

[그림 Ⅱ- 3] 그림 자료를 이용한 ‘무한등비급수의 합’ 공식

[그림 Ⅱ- 4] 그림 자료를 이용한 ‘절대부등식 
 

≥ ’

으로 의미있게 설명해야 한다. [그림 Ⅱ- 3]은

고등학교수학 Ⅰ에서 학습하는 ‘무한등비급수

의 합’ 공식에 대한 그림 자료를 해당 조에서

닮음비를 이용해 설명한 자료의 예이다.

[그림 Ⅱ- 4]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의 방정

식과 부등식 단원에서 학습하는 ‘절대부등식


 

≥ ’에 대한 그림 자료를 설명한 예이

다.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완

전제곱식을 이용한 대수적 증명으로 지도하지

만, 이 그림 자료를 이용하면 도형의 넓이를

이용해 기하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여 수업 중

에 교사는 대수와 기하의 연결성을 드러낸 지

도 과정을 실행해 볼 수 있게 된다. 발표를 하

는 조에서는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을 설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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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그림 Ⅱ- 5]와 같이 수학프로그램 Geome-

ters' SketchPad(이하 GSP)를 이용해 역동적인 설

명을 보충하기도 하였다.

[그림 Ⅱ- 5]

GSP를 이용한 역동적 시각화

[그림 Ⅱ-6] 피타고라스 정리

(황선욱 역, 2002, p.143)

나. 관련된 수학 교과서 내용 및 참고 문헌

조사

각 조는 그림 자료에 대한 수학적 설명과 함

께 현재 다루고 있는 그림과 관련된 수학 교과

서 내용을 찾고, 관련된 참고 자료를 찾아 같이

발표해야 한다. 수학 교과서와 참고 자료를 찾

아보도록 한 이유는 예비 수학 교사들에게 수

학 수업 준비를 위한 연구 방법의 예를 지도하

기 위함이었다. 자료를 찾아보면서 예비 수학

교사들은 본 수업에서 다루는 그림 자료들이

수학 교과서에서 그대로 다루어지는 경우도 있

고([그림 Ⅱ- 7] 참조), 그림을 다소 특수한 경

우에 한정하여 다루는 경우도 있으며([그림 Ⅱ-

8] 참조), 전혀 다루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만약 자신이 교사라면

수업 시간에 현재 지도하는 내용에 대한 보충

지도를 행하고자 할 때, 학생들의 수준을 가늠

해 가면서 본 연구 과정의 실행에서 다룬 시각

적 자료들을 재량껏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교과서에서 무한등비급수의 합을 특

수한 경우에만 다루었다면 문자를 이용해 일반

화한 그림 자료를 제시해 심화된 탐구 활동을

안내할 수도 있고, 교과서에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는 다양한 그림을 설명한 후에([그림 Ⅱ- 9]

참조), 때로는 또 다른 접근 방법을 탐구하도록

안내하면서 또 다른 그림 자료들을 소개해 볼

수도 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지도한다면 정리

의 내용과 형식적인 증명 과정만 지도하기보다

는 수학을 사랑한 미국 대통령의 일화를 소개

하면서 현재 학습하는 내용에 대한 흥미를 불

러일으킬 수도 있다([그림 Ⅱ- 6] 참조).

[그림 Ⅱ- 7] 무한등비급수의 합(1)

(최용준․신현성 , 2002, p.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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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 8] 무한등비급수의 합(2)

(우정호 외, 2002, p.198)

자연수의 합   ⋯ 을 구하는 공식을

여러 가지 시각적 자료에 의해 탐색해 보도록

지도하다 보면 학생들로 하여금 주어진 공식을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는 교육적 장점도 있다(Nelsen, 1993,

pp.9-70; 2000, p.83). 폴리아는 문제 해결의 반

성 단계에서 또 다는 풀이 방법을 탐색해 보게

함으로써 풀이 과정과 결과를 개관하고 음미하

는 과정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시

각화된 자료의 해석에서 공식의 세부적인 의미

를 점검해 봄으로써 공식의 의미를 ‘한 눈에’알

수 있게 되는 것은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

정이다(우정호, 1998, p.85; 2000, p.318). [그림

Ⅱ- 10]을 이용하면   ⋯ 을 

  ,



 
 , 


 과 같이 서로 다른 구조의 식

[그림 Ⅱ- 9] 등차수열의 합: 교과서에 제시된 시각화 예

(우정호 외, 2002, p.141; 임재훈 외, 2002, p.99)

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공식의 의미가 달라짐

에 주목하게 되고 현재 다루고 있는 식을 새로

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김남

희 외, 2010, p.25).

[그림 Ⅱ- 10] 자연수의 합 공식: 서로 다른

방법으로 해석

다. 각 조별 탐구 자료에 대한 또 다른 풀이

방법 탐색

연구자는 예비 수학 교사들에게 배당된 그림

자료를 설명하고 그와 관련된 수학 교과서 내

용과 참고 자료를 찾은 후에, 가능하다면 자신

들만의 독특한 풀이를 창안해 보도록 안내하였

다. 이러한 과제를 제시한 이유는 주어진 문제

를 해결하고 난 후, 나아가 또 다른 풀이방법

은 없는지, 문제 해결의 과정과 결과를 새로운

시각에서 생각해고 검토해 보는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 과제는 창의적이고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과제여서 모든 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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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산출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조에서 보여

준 몇 개의 사례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삼각함수의 덧셈정리를 유도하는 그림 자료

는 좌표평면 위의 단위원을 이용하는 방법, 회

전이동에 의한 합성변환을 이용하는 방법 등과

더불어 삼각함수의 덧셈정리를 유도할 수 있는

또 다른 해결 방법을 제공한다. [그림 Ⅱ- 11]

은 삼각형의 넓이 비교를 이용하여 사인함수의

덧셈정리 공식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림

들이다(Nelsen, 1993, p.30; 2000, p.39).

위 그림 자료의 탐구를 맡은 조에서는 삼각

함수의 덧셈정리를 설명하고 난 후 [그림 Ⅱ-

12]와 같이 자신의 조에서 새롭게 창안해 본

그림을 소개하고 그 그림을 이용한 문제 해결

의 과정을 설명하였다. 앞서 다룬 그림 자료에

서 가장 단순한 도형인 삼각형을 이용한 것에

주목하고, 이를 토대로 삼각형과 몇 개의 보조

선을 이용해 코사인 함수의 덧셈정리를 설명하

였다.

[그림 Ⅱ- 13]은 예비 수학 교사들이 공비가

주어진 등비수열의 합의 의미를 여러 가지 그

림 자료로 해석해 본 사례이다. [그림 Ⅱ- 13]

의 첫 번째 그림은 본래의 과제에 주어졌던 그

림이었고 두 번째 그림은 예비 수학 교사들이

주어진 그림 구성의 규칙을 찾아 그 규칙을 나

머지 그림에 적용하여 새롭게 창안한 것이다.

[그림 Ⅱ- 11] 여러 가지 그림 자료를 이용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그림 Ⅱ- 12] 조 발표 자료

[그림 Ⅱ- 13]

구체적 상황과 의미를 다룬 등비수열의 합

[그림 Ⅱ- 14] 참고 노트 구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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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수학 시간에 학생들은 등비수열

의 합을 구하는 문제를 공식을 단순히 적용해

서 결과를 구하는 문제로만 경험하기 쉽다. 이

사례를 이용하면 주어진 결과를 산출하는 문제

상황이나 맥락을 구성하면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에 상황과 연결된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활동은 구성주의

에서 강조하는 학습 활동인 ‘의미지향적 활동’

이 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맥락을 살린 그

림을 통해 교사는 현재 다루고 있는 학교수학

의 내용을 수학의 다른 연구 분야와 관련지어

설명해 볼 수도 있게 된다. 이를테면, [그림 Ⅱ-

13]은 프랙탈 도형을 등비수열의 관점에서 생

각해 보게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그림 자료를 다룬 예비 수학 교사

들은 중등 수학의 수업에서 등비수열의 합을

지도할 때, 프랙탈 도형을 수열의 합 지도를

위한 동기 유발 소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때 학습자는 주로 초항과 공비를 공식에 대

입하여 계산에 의해 구한 결과와는 달리 문제

의 내용을 이미지로 구체화할 수 있게 되면서

학습하는 수학의 내용들을 친근한 문제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 수업 연구와 준비를 위한 참고 노트 구성

각 조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그림 자료의 설

명을 담은 내용, 해당 수학 교과서의 내용, 관

련된 참고 자료 등을 복사해서 서로 공유하도

록 하였다. 그리고 이를 장차 중등학교 수학

수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교재 연구 자료로 보

관하도록 지도하였다. [그림 Ⅱ- 14]와 같이 전

체 조의 탐구 자료를 모아서 관련 내용을 적절

한 순서로 배치하여 참고 노트를 만들도록 하

였다. 이는 본 강의 시간에 한 조별 활동을 단

지 일회적인 과제 발표 활동에 그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각 조의 탐구

및 발표 활동은 졸업 후 수학 교사가 되었을

때 자신의 수업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긍정적인 태도를 학습한 과정이었으며 그 수행

내용은 앞으로 언제든지 쉽게 참고할 수 있는

참고 노트를 구성한 산출물이다.

[그림 Ⅱ- 15] 탐구 및 발표 활동에 대한 후기 사례

마. 탐구 및 발표 활동에 대한 반성

모든 조의 발표가 끝나고, 각 조의 탐구 자

료를 정리한 후에, 예비 수학 교사들은 과제

준비와 발표 활동에 대해 되돌아보면서 각자가

느낀 점을 후기로 적었다. 후기 작성을 통해

예비 수학 교사들은 문제 해결을 통해 배운

점, 각 조의 발표를 보고 느낀 점, 이러한 활동

이 장차 교사가 되었을 때 학생 지도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등에 대해 생각해 보는 반성

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림 Ⅱ- 15]는 예비

수학 교사들이 기록한 후기의 구체적인 사례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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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 수집

2007, 2008년의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가 관

찰한 것은 예비 수학 교사들이 위와 같은 과제

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의미있는 교육적 경

험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2009년 연구에서

는 학생들이 과제 수행 과정에서 구성한 자료

(발표 자료, 참고 노트 산출물)와 과제 수행 후

예비 수학 교사들이 작성한 후기를 기록물 자

료로 수집하여 그들의 교육적 경험을 분석하고

자 하였다. 2009년 1학기에 실행된 연구 과정

에서 총 47명의 예비 수학 교사들로부터 과제

준비와 발표 활동 후에 작성한 후기를 기록물

자료로 수집하였다.

Ⅲ.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예비 수학 교사들이 시각적 자

료를 이용한 문제 해결 과정을 탐구하고 발표

(지도)해 보는 활동에서 그들이 얻은 교육적 경

험이 무엇인 지를 살펴보기 위해 기록물 자료

를 분석하였다. 예비 수학 교사들이 작성한 후

기는 문제 해결을 통해 알게 된 점, 발표를 하

고 느낀 점 그리고 과제 수행이 장차 교사가

되었을 때 자신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한 바를 자유롭게 쓴 기록물 자료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량화할 수는 없

다. 그러나 동일한 부류의 내용으로 볼 수 있

는 의견을 분류하고, 분류된 내용에서 47명의

의견 중 50% 이상의 빈도로 제시된 공통 의견

에 주목하였다. 공통된 의견에서 연구자가 수

업 중 관찰한 내용에 상응하는 자료를 추출하

여 그 내용을 구체적인 기록물 자료의 사례와

함께 정리하였다.

첫째, 예비 수학 교사들은 제시된 자료를 탐

구하고 발표하는 문제 해결을 통해 학습 내용

에 대한 인지적 영역의 발전 뿐 만 아니라 수

학 학습에 대한 정의적 영역의 신장을 경험하

였다. 나아가 수학을 학습하는 자세, 습관, 태

도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다. 다음은

예비 수학 교사들이 시각화를 통해 추상적인

학습 내용을 구체화하여 내용의 이해, 기억 등

인지적인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표현한

의견들이다.

• 그림을 통해 이해하니까 훨씬 오랫동안 기

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추상적, 형식적이기만 했던 공식들이 한 눈

에 들어오게 되었다.

• 그 동안 우리가 배운 공식들이 그림으로 확

인되니 신기했다. 배운 공식을 다른 방법으

로도 생각하면서 그 공식을 깊이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 새로운 발상과 생각을 엿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다음 의견들에서는 수학에 대한 흥미, 집중,

자신감 등의 정의적 영역의 신장이 확인된다.

• 자칫 지루해지기 쉬운 수학 문제의 해결에

도형을 사용함으로써 흥미도 생기고 재미도

느낄 수 있었다.

• 그림으로 표현되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고 그

림을 따라 그리면서 주의집중도 잘 되었다.

• 삼각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수많은

공식들이 설명되는 것을 보고 수학은 참 아

름다운 학문이란 것을 느꼈다.

• ‘학생들도 깊이 생각하면 이러한 문제 해결

을 창안해 볼 수 있다’는 교수님 말씀에 한

편으론 의아함과 뭔지 모를 자신감이 생기

기 시작했다.

•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접해 보는 것은 신

기하고 흥미로웠다. 수학이 참 흥미로운 과

목이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예비 수학 교사들은 본 연구의 실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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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문제를 다루는 자세와 태도가 변화되었

고, 수학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 문제를 접하는 자세가 바뀌었다.

• 한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고,

여러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겠다

는 생각을 하였다

• 문제를 접했을 때 조급해 하지 않고 그림을

그려보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학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깨닫게 되

었다.

• 기하적 접근을 통해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

어나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안목이 생겨

났다.

• 삼각형만 있어도 많은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보니 삼각형이 정말 대단하

다고 생각한다.

• 문제 해결은 복잡하고 어려운 접근보다도

아주 단순한 사고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 하나의 공식이라도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 다

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우리가 다룬 것은 극히 일부 예이므로 중고

등학교수학 교과서에서 다루는 다른 내용들

에 대해서도 기하적 접근 방법을 더 탐구해

야겠다.

•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보고 넘

기는 공식들에 대해 생각했고, 느꼈고, 그것

을 명확하게 설명하려 노력했는지를 느꼈다.

둘째, 예비 수학 교사들은 조별 탐구 과정과

발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수학 학습에 대해 반

성하게 되었을 뿐 만 아니라 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할 점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는 경험

을 하게 되었다. 발표를 하기도 하고 다른 조

의 발표 내용을 듣기도 하면서 그 동안 자신의

학습 방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반성하는 내용

들이 많이 확인되었다.

• 한 번도 이렇게 공식을 다루어 본 적이 없

었다. 좀 더 다양한 사고로 문제에 접근해

보도록 노력해야겠다.

• 교과서를 유심히 살펴보니 그 동안 책에 있

는 그림도 무심코 쉽게 지나쳐 버린 것이

아쉽기만 하다.

• 수학 공부 할 때 공식만 외우려고 했던 나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다.

예비 수학 교사들은 장차 교사가 되었을 때

학생들에게 좋은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생각

을 드러내었다.

• 교사로서 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라도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어떻게

하면 더 쉬운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설

명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겠다.

• 배우는 입장을 생각하면서 어떤 점에 주의

해야 할 지, 어떻게 말할 때 학생들이 더

잘 알아듣는 지 등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 자주는 못해도 기회가 생긴다면 가끔이라도

이런 수업을 계획해서 학생들에게 즐거운

수업을 만들어줘야겠다.

• 미래의 교사가 되려면 수학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수학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공부가 필요함을 느꼈다.

셋째, 예비 수학 교사들은 이러한 과제 수행

의 과정과 결과들이 실제 자신이 교사가 되었

을 때 학생 지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

였다. 특히 본 연구의 큰 성과는 예비 수학 교

사들이 실제 수학 학습-지도를 위해서는 교사

의 사고실험이 필요함을 느끼고 깨달은 경험이

라고 할 수 있다.

•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것을 이해하고

어떻게 학생들에게 가르칠 것인지를 계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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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것의 실행에 대해 생각해보는 습관이

중요함을 알았다.

• 수업을 미리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 충분한

준비와 연습이 필요함을 느꼈다.

• 공식을 어떠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에 대해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많이 배웠으

므로 학생들에게 쉽게 이해시킬 수 있고 오

래 기억할 수 있는 좋은 설명 방법들을 선

택할 수 있을 것 같다.

• 오늘 발표한 자료, ppt들을 잘 보관해 두었

다가 학생들에게 공식만 외우라고 하기 보

다는 이해를 위해 이러한 그림 증명을 가르

쳐야겠다.

예비 수학 교사들은 자신들이 탐구한 자료들

을 수업에 잘 활용하면 학생들에게 수학에 대

한 흥미, 관심, 친밀감을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생각하였다.

• 나중에 실제 지도과정에서 우리가 발표한

내용을 활용하면 학생들이 수학을 쉽게 학

습하고 수학에 친밀감을 느낄 것이다.

• 말로 설명한 것에 보충하여 색다른 방법으

로 접근하면서 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학습 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 학생들의 주

의를 집중시키기에 좋을 것이다.

•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이 드는 것은 사실이

지만,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머리로 이미지

를 그리면서 수학을 좋아하고 즐기는데 한

몫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오감을 이용하면 기억도 잘 되듯이 눈을 통해

학생들에게 쉽게 이해시킬 수 있을 것 같다.

[그림 Ⅲ-1] 과제 수행을 예비 수학 교사들이 얻는 교육적 경험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림 Ⅲ-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시각적 자료를 이용한 문제

해결 지도 과제를 수행하도록 한 본 연구의 실

행을 통해 예비 수학 교사들은 수학에 대한 인

지적, 정의적 영역에 있어서 신장을 보였을 뿐

만 아니라 수학 학습 태도와 수학에 대한 생각

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문제 해결의 과정을 지도하는 발표 활동

을 통해서도 장차 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지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제적이고도 실천적인 지

식을 갖추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예비 수학 교사들에게 학교수

학의 수업을 계획하고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천적인 수행 과제를 실행하도록 하

였다. 사범대학 수학교육과의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교육 강의 시간을 이용하여 중

등수학 교과서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직관적 시각화에 의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탐구

과정을 진행하였다. 제시된 그림 자료에 대한

탐구 결과를 조별로 발표하도록 하고 그 실행

에 대한 예비 수학 교사들의 활동 후기를 분석

하여 본 연구의 실행이 예비 수학 교사교육에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

본 연구의 실행 과정을 통해 예비 수학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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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자신의 인지적, 정의적 측면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였고, 수학 학습에 대한 인식의

변화, 자신의 수학 학습에 대한 반성, 교사로서

준비해야 할 점 등에 대해 반성해 보는 훌륭한

학습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예비 수학 교사

들에게 이러한 실천적인 실습의 과정을 지도하

는 것이 사범대학의 예비 수학 교사교육에 주

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 수학 교사들에게 수학 문제 해결

지도를 위한 준비 및 실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행은 예비 수학 교사들에게

수업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과 태도를

제공하였다.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과 참고 자

료를 찾아보게 하는 실천적 행동을 지도하면

실제 중등 학생들의 수학적 문제 해결 지도에

도움이 될 이론적 지식 습득과 이를 효과적으

로 활용하는 실제적인 행동들을 실습하는 기회

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학교 수학의 문제 해결 지도를 위한

실천 지향적인 활동을 통해 예비 수학 교사들

의 교수 내용 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

ledge, 이하 PCK)의 성장을 도울 수 있다. PCK

는 이론적 논의를 위한 개념이기도 하지만 실

천 지향성이 강한 개념으로서, 교실 수업을 통

해서 습득되는 경험적 지식으로서 교사의 반성

적 고찰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달한다(박경미,

2009). NCTM(2000)에서 제시하는 학교수학의 6

가지 원리 중 ‘교수의 원리’ 에 따르면 교사는

적절한 교수-학습 보조 자료와 교수 방법을 잘

알고 이를 수업에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과제 수행을 통해 예비 수학

교사들은 가르칠 내용 지식만 단순히 익혀서

전달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자극하고 수학을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지도 자료를 고안하고

학습자가 보다 잘 이해하고 보다 더 집중하도

록 돕기 위해 어떤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지에 대한 실천적인 지식도 소유하게 되었다.

동일한 주제로 수업을 한다할지라도 교사에 따

라 다양한 수업 유형이 존재할 것이고 동일한

교사의 수업이라 할지라도 교사의 교수 내용

지식이 성장함에 의하여 수업을 할 때마다 질

적인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양성현․강옥기,

2009). 예비 수학 교사들은 수업 연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무엇

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 교사로서의 바람직한

연구 자세와 태도 뿐 만 아니라 자신이 가르칠

내용을 학습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도

움이 될 교수 내용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다.

셋째, 예비 수학 교사들이 우리나라 수학 교

육과정의 방향을 구현하는데 관심을 갖고 학교

수학 수업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본 연구의 과제 수행을 통해 예비 수학 교사들

은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제안 사항

에서 강조하는 직관이나 구체적인 조작 활동에

바탕을 둔 통찰 등의 수학적 경험 제공의 제안

을 실제 수업에서 구체화하는 실천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과

제에서 다룬 시각화 자료들을 학생들의 개념

이해를 보조하는 측면에서 또는 심화 학습의

다양한 소재 제공의 측면에서 적절히 활용한다

면 현실 적합한 수준별 수업 운영을 추구하는

교육과정의 방향을 뒷받침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새로운 방향

은 현실 적합한 수준별 수업 지원, 학습 내용

의 적정화, 수학적 사고력 신장, 수학의 가치

제고와 정의적 측면의 강조이다(황혜정 외,

2007, pp.96-97). 본 연구의 실행에서 문제를 다

양한 관점에서 해결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개념이나 공식을 깊

이 생각하는 경험을 제공한 것은 학습자의 수

학적 사고력을 신장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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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본 연구의 실행 과정을 통해 수학에

대한 흥미, 관심, 태도에 있어서 예비 수학 교

사들의 긍적적인 변화가 확인되었듯이, 이러한

과제의 실행은 수학 교사들이 학교 수학의 가

치 제고와 학생들의 정의적 측면의 신장을 꾀

하는 효과적인 지도 방법을 구상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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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lassroom Activities of the Problem Solving Using Visualized

Materials In Pre-service Mathematics Teacher's Education

Kim Nam Hee (Jeonju University)

In this study, we conducted classroom activities that

are exploring and explaining visualized materials for

problem solving of school mathematics with pre-service

teachers in 2007~2009. After finishing these classroom

activities, pre-service teachers recorded an afternote

that includes changes of their thinking about mathe-

matics and mathematics education through these

activities in this study. We collected various opinions

of pre-service mathematics teachers. From the analysis

* key words : visualized materials(시각적 자료), problem solving(문제해결), PCK. mathematics

curriculum(수학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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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data, we searched educational effects of our

classroom activities. Through conducting the practice

like these classroom activities of our study, pre-service

mathematics teachers will have an opportunity of a

practical training that supports the teaching of

mathematical problem-solving. Moreover their PCK

will be enhanced. Also, They will learn a good way

to realize the aim of school mathematics curriculu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