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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수학 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 초․중등 교사의 인식 비교를 중심으로 -

1)

방 정 숙 (한국교원대학교)✝

권 미 선 (남양주양지초등학교)

본 연구는 교사들이 생각하는 좋은 수학 수업을 알아보기 위해 4개의 대영역(교육과정과 교육내용, 교수․학습, 교실

환경 및 수업 분위기, 평가)과 48개 하위 요소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초등학교 교사 223명과 중학교 수학 교사

151명의 반응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초등 교사는 대영역 중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영역을, 중등 교사는 교수․

학습 영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세부 요소 별로 살펴보면, 초․중등 교사는 공통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을 신장시키는 수업, 학생 수준에 맞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실시한 수업, 학생과 교사간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

는 수업 등을 좋은 수학 수업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초등 교사는 좋은 수학 수업과 관련된 23개 요소에 대해서

중등 교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중등 교사는 수학적 표현 능력을 신장시키는 수업, 동기 유발이 잘 이루

어지는 수업의 2개 요소에 대해서만 초등 교사보다 유의미하게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

로 우리나라 본연의 좋은 수학 수업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이에 따른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I. 서 론

학교 수학의 궁극적인 목적 중의 하나는 좋은 수학 수업을 통한 학생들의 수학적 능력의 신장일 것이다. 학

생들에게 기대되는 수학적 능력에는 배우는 지식에 대한 이해와 기능의 숙달뿐만 아니라 문제해결력, 추론 및

사고능력, 의사소통 능력, 창의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2011). 이에 따라 어떤 수업이 좋

은 수학 수업인지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미국수학교사협의회(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Mathematics〔NCTM〕, 2000)에서는 기회

균등과 수월성이 보장되며 공학 시설이 잘 갖춰진 교실에서 수학적으로 견고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바탕으

로 능력과 지식을 풍부히 갖춘 교사가 세련되게 안내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의미 있는 수학적 과제를 탐구하고

여러 방법으로 수학을 표현하며, 생산적이고 반성적으로 수학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좋은 수학 수

업의 일면으로 그리고 있다. 또한 미국의 최선의 관행을 위한 주지사 협의회(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Center for Best Practices)와 각주 교육대표자 협의회(Council of Chief State School Officers)에서 발행한 ‘수학

과 공통 핵심 규준’(Common Core State Standards for Mathematics, [CCSSM], 2010)에서는 각 학년에서 학습

해야 할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 이외에 8가지 수학적 관행(mathematical practice)을 제시함으로써 좋은

수학 수업이려면 이러한 관행, 즉, 문제를 이해하고 끈기 있게 문제를 해결하기, 추상적이고 양적으로 추론하기,

실행 가능한 논쟁을 구성하고 다른 사람의 추론을 비평하기, 수학으로 모델링하기, 적절한 도구를 전략적으로 활

용하기, 정확성(precision)에 집중하기, 구조를 찾고 활용하기, 반복된 추론에서 규칙성(regularity)을 찾고 표현하

기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전문성을 개발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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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 수학 교사가 체계적인 교육과정 하에 수업 내용을 적절히 재구성하여, 다양한 지도 방법으로 학생들의

적성과 인간관계를 강조하고 평가를 활용하는 수업 등을 좋은 수학 수업의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다(최승현,

2002).

이렇듯 최근 좋은 수학 수업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NCTM, 2007; Sowder, 2007), 좋

은 수학 수업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제반 요소 중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요소는 교사와 관련된 요소이다. 교사들

이 무엇을 좋은 수학 수업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식이 달라지며 그 결과로 실제 구현

되는 수업 모습도 달라지기 때문이다(Klieme, & Vieluf, 2011; Philipp, 2007).

그러나 그동안 좋은 수학 수업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연구자의 관점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이다(강현영,

이동환, 고은성, 2012; 권미선, 방정숙, 2009). 즉, 수학 수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교사들이 어떠한 수업을

좋은 수학 수업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별반 이루어지지 않았다. 좋은 수학 수업을 구현하는 주체는

바로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들의 인식은 연구자의 관점 못지않게 중요하다(Cai, Perry, Wong, & Wang, 2009;

Wilson, Cooney, & Stinson, 2005). 특히 교사들은 쉽게 변화하지 않는 하나의 고유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기 때

문에 교사들이 생각하는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 급선무이다.

한편, 교사들이 생각하는 좋은 수학 수업에 대한 인식은 그 교사가 처한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Stigler & Hiebert, 1999). 좋은 수학 수업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각 나라별로 좋은 수학

수업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 공통점뿐만 아니라 차이점도 드러난다(Cai et al., 2009; Cai & Wang, 2010).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교사들이 생각하는 좋은 수학 수업의 모습은 다른 나라의 교사들이 생각하는 좋은

수학 수업의 모습과 다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사가 생각하는 좋은 수학 수업에 대한 고유한 인

식을 알아보되, 관련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초․중등 교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수학 수업에 대한 인식의 차이

또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좋은 수학 수업의 특징

수업은 문화적인 활동이며(Stigler & Hiebert, 1999), 좋은 수학 수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은 각 나라의 문

화에 따라 다르기 마련이다(Cai et al., 2009). 이에 우리나라 교사들이 생각하는 좋은 수학 수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구현되는 좋은 수학 수업의 특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등학교에서의 좋은 수학 수업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예외적으로, 이윤미와 강완(2008)은 수학 수업에서

가치 있는 수학적 과제(mathematical tasks)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5학년 도형과 측정 수업을 관찰하면서 교사가

과제를 어떻게 제시하는지, 과제 해결을 위한 기회를 어떻게 제공하는지, 과제를 해결할 때 교사의 행동은 어떻

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과제의 해결 방법에 관해서 질문하기, 과제 내용을 안내 또는 설명하기,

활동 결과를 발표할 기회를 제공하기, 교사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확고하게 하기 등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

자들은 특별히 좋은 수학 수업과 관련지어 연구하지는 않았으나, 좋은 수학 수업의 핵심 구성 요소 중의 하나가

과제임을 감안하면(NCTM, 2007; Silver & Mesa, 2011), 초등 교사가 좋은 수학 수업을 구현하기 위해서 과제를

어떻게 제시하고 실행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른 예로 Pang(2009)은 좋은 초등학교 수학 수업을 구현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장기간의 수업 관찰을 통해서

우리나라 좋은 수학 수업의 특징을 부각하였다. 구체적으로 일관된 수업의 흐름(활동 안내, 개별 또는 모둠별 활

동, 논의 및 정리) 속에서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수학적 의미에 기초한 학습 계열이나 활동의 능숙한 재구

성, 활동에 기초한 수학적 개념이나 원리 소개, 수학적 사고에 초점을 둔 담화, 학생들이 제시한 여러 가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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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중 중요한 내용에 대한 명백한 강조 등이 특징으로 드러났다.

한편, 중등학교 좋은 수학 수업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이대현과 최승현(2006)의 연

구에 따르면 중학교에서 좋은 수학 수업의 경우는 다음 특징 중 두 가지 이상이 잘 조합된 형태로 나타났다. 구

체적으로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수준에 맞게 재구성한 수업, 실생활 소재로 동기 유발을 한 수업, 다양한 형태의

ICT를 활용한 수업, 메타인지 학습 전략을 도입한 수업, 학생들의 수학적 태도 개선을 목표로 하는 수업, 학생

들의 적성을 고려한 수업, 인간적인 관계를 강조한 수업, 학생들 관심 분야로 문제를 만든 수업, 수준별 소집단

협력 수업, 수행평가를 도입한 수업 등이 속한다. 한편 연구자들은 좋은 수학 수업을 하는 교사들이 교과 연구회

나 다른 단체에 가입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다른 예로 김도한 외(2010)는 수학과 교육과정 개정을 준비하면서 창의 중심의 수학 수업을 구현하는 초·중등

교사 8명을 대상으로 해당 수학 수업에서 창의 요소별 특징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창의적 의사소통으로 개

념을 찾아가는 수학 수업, 문제해결을 통해 새로운 개념에 초점을 둔 수학 수업, 수학적 사고와 다양한 경험에

초점을 둔 수학 수업, 수학적 상황을 포함한 과제로 의사소통 능력과 수학적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수업, 표현하

는 것이 힘인 수학 수업, 학생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수학 수업, 학생 스스로 추측하고 정당화하는 활동에 초점을

둔 수업, 학생이 주체가 되어 수학적 의미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수업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좋은 수학 수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온 수학 내용 중심의

수업에서 수학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표현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의 과정을 아우르는 수업이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교사 주도의 수업 경향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수학적 사고를 유도하고 학생들과 함

께 교수·학습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들은 최근 일련의 교육과정 개정과

더불어 교수·학습 방법에서의 변화와 관련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제7차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부각한 결과로 수업에서 학생들의 능동적 역할이 강조되었고,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

과정에 의한 수학과 교육과정을 통해 ‘수학적 의사소통’, ‘수학적 사고능력’, ‘학생들의 긍정적 성향’, ‘수학적 창의

성’ 등이 강조된 결과로 이에 부합하는 수업의 특징들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다만 좋은 수학 수업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많은 교사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실제 그런 수업을 하는 소수의 교사를 대상으로 질

적 연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2. 좋은 수학 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최근 좋은 수학 수업에 대한 연구 증가와 더불어 연구자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교사의 인식을 살펴보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Wilson et al., 2005). 또한 각 나라 고유의 좋은 수학 수업에 대한 인식을 보다 잘 이해하

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포함하여 비교분석하는 연구 경향이 있다(Cai et al., 2009; Cai & Wong, 2010).

예를 들어, Cai 외(2009)는 중국, 홍콩, 호주, 미국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학 · 수학 학습 · 교사와 교수

(teaching)에 대한 인식을 비교분석하였다. 첫째, 수학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결과, 중국과 홍콩 교사들은 수학의

주된 속성을 이상적인(Platonic)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었고 수학의 논리적인 구조에 초점을 두었으며 추상적인

지식의 총체로 수학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호주와 미국 교사들은 기능적인 관점으로 수학을 강조하였으

며, 수학을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일 사용하는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했다. 한편, 네 나라 교사들은 언어로

서의 수학에 대해서 모두 강조하는 공통점도 있었다.

둘째, 수학 학습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수학 학습에서 이해가 궁극적인 목표라

는 것과 학생들의 구체적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였으나 이해와 연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중국과 홍콩 교사들은 이해하기 전이나 이해한 후에 암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

데, 이는 암기를 통해 이해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활동이 아니라는 생각이 바탕에 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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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습과 관련하여 중국과 홍콩 교사들은 연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대조적으로 미국과 호주 교사는 이해

를 한 후에 암기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과중한 연습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교사와 교수 측면에서, 효과적인 교사의 특징으로 강력한 수학적 배경 지식, 교수기술의 숙련자,

학생들에 대해 알고 돌보기, 능숙한 학급 경영 등이 언급되었는데, 숙련된 교수 기술에 대해서는 네 나라 교사들

이 모두 언급한 반면에, 미국 교사만은 강력한 수학적 배경지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대신 학급 경영에

대해서는 미국 교사만 언급하는 등의 차이가 드러나기도 했다. 한편, 효과적인 수업의 특징으로 학생들이 활발하

게 참여하는 수업, 소집단을 활용하는 수업, 일관성 있는 수업, 개별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유연한 수업, 학생들

의 흥미를 신장하는 수업 등이 언급되었는데,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나 흥미 신장 측면에서는 강조하는 정도가

비슷했으나, 소집단 활용 수업에 대해서는 호주와 미국 교사들만 언급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같이 동양과 서양의 교사들은 수학 및 수학 교수·학습에 대해서 공통된 인식뿐만 아니라 두드러진 차이

점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분명 나라간 좋은 수학 수업의 구현 양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좋은 수학 수업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몇 가지 관련 연구를 살펴

보면, 우선 권미선과 방정숙(2009)은 좋은 수학 수업에 대한 초등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연구결과 초등

교사들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수업, 학생 수준에 맞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실시한 수업, 학생

과 교사간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는 수업,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수업 내용을 선정한 수업, 필수적인

수학과 기본 개념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하는 수업을 좋은 수학 수업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답하였다. 대조적으

로 ICT를 활용한 수업, 계산을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수업, 문제 행동 관련 학생의 관리가 잘 이루어

지는 수업,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수업, 교실 내 규칙을 통해 학생들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수업은 좋은 수학

수업에서 덜 중요한 요소로 답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중학교에서의 좋은 수학 수업과 관련된 선행 연구와 차이가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예를 들어, ICT를 활용한 수업이나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수업은 이대현과 최승현(2006)의 연구에서 좋은 수

학 수업의 특징 중의 하나로 제시되었으나, 초등 교사들은 이와 같은 특징이 좋은 수학 수업에서 중요하지 않다

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중등 교사들이 생각하는 좋은 수학 수업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더욱 부각된다.

그러나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관련된 연구로 좋은 수학 수업을 하기 위해

교사가 갖추어야 하는 역량에 대해 초․중․고 교사의 인식을 비교한 연구가 있다(강현영 외, 2012). 인식 비교

결과, 초등 교사의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친숙한 용어를 선택하고 지도하는 내용을 눈높이에 맞게 설명할 수 있

는 능력이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이라고 답하였고, 중등 교사의 경우에는 학습 내용과 관련된 수학적 개념

및 내용과 이들 사이의 상호 관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이라고 답했다. 더불어 두

교사 집단을 비교한 결과, 학생들에게 친숙한 용어를 선택하고 지도 내용을 눈높이에 맞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문제해결 전략에 대한 지식, 학생들의 사고를 촉진할 수 있는 질문을 제시하는 능력, 교수 학습 평가 전

략들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초․중등 교사의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또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모든 요소에 대해 초등 교사가 중등 교사보다 더욱 높은 평균점을 보였다. 대체적으로 초등 교사들은 학생 중심

적인 경향을 보였으며, 중등 교사는 지식 중심적인 특징을 보였다.

교사들이 무엇을 좋은 수학 수업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좋은 수학 수업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역량이 달라질 것이다. 표집 방법 및 분석대상 교사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으나 강현영 외

(2012)의 연구에서 초·중등 교사가 생각하는 역량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수학

수업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권미선과 방정숙

(2009)의 연구를 확장하여, 좋은 수학 수업에 대한 중등 교사의 인식 자료를 수집하여 두 교사 집단 간의 비교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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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사 223명과 중학교 교사 15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좋은 수학 수업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좀 더 신뢰로운 결과를 얻기 위해 설문 대상을 표집

할 때 지역을 고려하였다.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확률표집 중 유층군집표집법을 사용하였다. 전체 표집 수는 전

국 초등교사 약 163,000명 중 약 0.2%인 326명으로 정했으며, 각 지역의 교원 수를 고려하여 서울 54명, 광역시

84명, 중소도시 114명, 읍면 74명으로 표집 인원을 정하였다. 실제 분석된 설문 대상은 서울 31명, 광역시 73명,

중소도시 69명, 읍면 50명으로 총 11개교 223명이었다. 중학교 교사의 경우 비확률표집 중 지역에 따른 할당표본

추출을 사용하였다1). 설문 응답을 희망한 수학 교사 중 지역을 서울, 광역시(모든 광역시 당 1개교 이상), 중소

도시, 읍면 지역을 나누어 네 지역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표집을 실시하였으며, 실제 분석된 설문 대상은 서

울 37명, 광역시 58명, 중소도시 49명, 읍면 7명으로 총 29개교 151명이었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리커트 척도(Likert - scales)로 이루어진 설문지를 사용하여 좋은 수학 수업에 대한 초·중등

교사의 전반적인 인식을 알아보았다2). 본 연구는 초·중등 교사의 인식을 비교할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초등 교

사의 인식을 살펴본 권미선과 방정숙(2009)에서 사용되었던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좋은 수학 수업

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4개 대영역(즉,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교수․학습, 교실 환경 및 수업 분위기,

평가)과 7개 중영역(교육과정 구성, 교육내용 선정, 교수․학습 방법, 학습자, 수업자료, 교실 환경 및 수업 분위

기, 평가)으로 구분하여 전체 48개 문항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나타내게 하

였다. 이외에 대영역과 중영역 각각에 대해서 교사들이 생각하는 상대적인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 영역별

로 우선순위를 표시하게 하였다. 설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 a =.9455이며,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수학교육 전문가와 현장 교사 총 6인의 검토가 이루어졌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좋은 수학 수업의 요소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요소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

또한 교사들이 어느 영역에 우선순위를 두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순위에 대한 빈도와 비율(%)을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어떠한 수업을 아주 좋은 수학 수업 또는 좋은 수학 수업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

아보기 위해서 설문지에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아주 좋은 수학 수업이라고 생각할 경우 5점, 좋은

수학 수업이라고 생각할 경우 4점, 보통이라고(즉, 좋은 수학 수업이라고 생각하지도, 좋은 수학 수업이 아니라

고 생각하지도 않음) 생각할 경우 3점으로 표시하게 하였다. 좋은 수학 수업의 요소에 대한 교사들의 응답 평균

은 최소 3.12점 이상, 최대 4.51점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교사들의 응답이 3점과 5점 사이에 집중되어 있는 것

을 고려하되, 어느 요소에 대해서 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점수에 따라

1)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있어서 초·중등 교사의 표집 방법이 달랐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 이 방법은 대규모의 교사 인식을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유용하지만 설문지에 따른 조사 연구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와 결론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제한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Philipp,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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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점 이상 3.40점 미만, 3.40점 이상 3.70점 미만, 3.70점 이상 4.00점 미만, 4.00점 이상 4.30점 미만, 4.30점 이

상 4.60점 미만의 5개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초․중등 교사의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두 집단 분석에 적합한 t 검정(양

측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유의 수준은 .05로 하였다(<표 4>～<표 15> 참조). 또한 한 요소에 대해 어떠한 집단

이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t 검정에서 유의 수준 0.05로 단측 검정을 실시하였다. 단측

검정 결과는 지면의 한계로 따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단측 검정 결과가 유의하게 나왔을 경우에만 어떠한 집

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욱 중요하게 인식했는지를 진술하였다. 또한 양측 검정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으나 단측 검정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경우는 추가적으로 기술하였다. t 검정에서는 두 집단의 흩어진 정

도(분산)가 같고 다름에 따라 검정통계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지므로(원태연, 정성원, 2010), 먼저 두 집단 간

의 분산의 동질성을 확인한 후 이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좋은 수학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가. 영역별 교사들의 인식

좋은 수학 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크게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교수․학습, 교실환경 및 수업 분위기,

평가로 구성된 4개의 대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좋은 수학 수업에서 어떠한 영역이 중요한지 우선순

위를 조사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초등 교사의 경우,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영역을 60.5%(135명), 교수․학습

영역을 32.7%(73명), 교실환경 및 수업 분위기 영역을 5.8%(13명), 평가 영역을 0%(0명)가 1순위로 꼽았다. 반면

중등 교사3)의 경우, 교수․학습 영역을 49.0%(74명),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영역을 33.8%(51명), 교실환경 및 수

업 분위기 영역을 16.6%(25명), 평가 영역을 0%(0명)가 1순위로 꼽았다. 이를 통해 좋은 수학 수업과 관련하여

초등 교사들은 “무엇”을 가르칠지에 더 초점을 두는 반면에 중등 교사들은 “어떻게” 가르칠지에 더 초점을 두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초․중등 교사 모두 평가를 좋은 수학 수업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교수․학습

교실환경 및 수업

분위기
평가

초등 교사
60.5%

(135명)

32.7%

(73명)

5.8%

(13명)

0

(0명)

중등 교사
33.8%

(51명)

49.0%

(74명)

16.6%

(25명)

0

(0명)

<표 1> 좋은 수학 수업의 대영역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나. 문항별 인식

좋은 수학 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조사 결과 문항 별 평균은 초등에서 최대 4.45점 최소 3.24점, 중등에

서 최대 4.51점 최소 3.12점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고). 평균에 따라 초․중등 교사들이 좋은 수학 수업과 관

련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4)

3)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연구 대상’에서 기술하였듯이 초등학교 교사와 중학교 수학 교사이기 때문에, 결과를 기술할 때

각각 ‘초등학교 교사’와 ‘중학교 (수학) 교사’라고 지칭하는 것이 정확할 수 있으나, 계속 반복되는 말이기 때문에 간편하게

‘초등 교사’와 ‘중등 교사’, 또는 ‘초·중등 교사’로 기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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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좋은 수학 수업의 세부 요소 별 평균

우선 초․중등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좋은 수학 수업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응답한 요소(본 연구 결과에서는

평균 4.30점 이상 4.60점 미만)가 많았는데(<표 2>에서 * 참조), 이를 살펴보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

키는 수업, 학생 수준에 맞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수업, 학생과 교사간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는 수업, 필수

적인 수학과 기본 개념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하는 수업, 수학의 중요한 부분으로 구성된 교육과정 하에 실시된

수업, 수학적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는 수업, 수학과 기본 개념 사이의 연계성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하는 수업,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수업, 수학의 과정적 측면을 신장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 수업이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초등 교사의 경우에만 좋은 수학 수업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요소들이 있었는데,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수업 내용을 선정한 수업, 일관성, 위계성, 연계성을 유지하고 있는 교육과정 하에 실시된 수

업, 수학에 대한 허용적인 분위기의 수업, 실생활 소재를 활용한 수업, 학생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 내

용을 선정한 수업, 학습자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수업이 이에 해당된다. 이 여섯 가지 요소에 대한 중등 교사

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개인차를 고려하여 수업 내용을 선정한 수업 등 다섯 가지 요소에 대해 좋은 수학 수업

(4.00점 이상 4.30점 미만)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실생활 소재의 활용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요소(3.70점 이

상 4.00점 미만)로 인식하고 있었다.5)

한편, 중등 교사의 경우에만 좋은 수학 수업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요소가 있었는데, 동기유발이 잘

이루어지는 수업이 이에 해당된다. 참고로 이 요소에 대해 초등 교사들은 동기유발이 잘 이루어지는 수업을 좋

은 수학 수업(4.00점 이상 4.30점 미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초․중등 교사가 공통적으로 보통이다(좋은 수학 수업이라고 생각하지도, 좋은 수학 수업이 아니라고 생각하

지도 않음)라고 응답한 요소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ICT를 활용한 수업이 이에 해당된다(<표 2>에서 * 참조).

한편, 초등 교사의 경우에만 보통이라고 응답한 요소는 없었던 반면에, 중등 교사의 경우에는 두 가지 요소가 포

함되었다. 첫째, 중등 교사들은 민주적인 분위기의 수업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반면(3.10점 이상 3.40점 미만), 초

등 교사들은 좋은 수학 수업과 관련하여 그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더 인식하고 있었다(3.70점 이상 4.00점 미만).

4) 각 요소는 평균의 내림차순에 의해 정렬하였음.

5) 초․중등 교사 간 유의한 차이 여부는 영역별 비교 분석에서 자세히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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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평균 초등 교사 중등 교사

아주
좋은
수학
수업
이다

4.6
～
4.3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수업*
․학생 수준에 맞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실시한
수업*

․학생과 교사간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는 수업
*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수업 내용을 선정한
수업

․필수적인 수학과 기본 개념을 알 수 있도록 지도
하는 수업*

․수학의 중요한 부분(수학의 기본개념, 이해, 추론,
문제해결, 의사소통)으로 구성된 교육과정 하에
실시된 수업*

․일관성, 위계성, 연계성을 유지하고 있는 교육과
정 하에 실시된 수업

․수학적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는 수업*
․수학과 기본 개념 사이의 연계성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하는 수업*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주는 수업*
․수학에 대한 허용적인 분위기의 수업
․실생활 소재를 활용한 수업
․학생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 내용을 선
정한 수업
․학습자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수업
․수학의 과정적 측면(추론, 문제해결, 의사소통 등)
을 신장 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 수업*

․학생과 교사간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는
수업*

․동기유발이 잘 이루어지는 수업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수업*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주는 수업*
․수학과 기본 개념 사이의 연계성을 알 수 있
도록 지도하는 수업*

․학생 수준에 맞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실
시한 수업*

․수학적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는 수업*
․필수적인 수학과 기본 개념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하는 수업*

․수학의 과정적 측면(추론, 문제해결, 의사소
통 등)을 신장 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한 수업*

․수학의 중요한 부분(수학의 기본개념, 이해,
추론, 문제해결, 의사소통)으로 구성된 교육
과정 하에 실시된 수업*

4.3
~
4.0

․필수적인 수학과 기본 개념으로 구성된 수업
․교사가 모든 학생들이 수학을 할 수 있다는 믿음
을 가지고 균등한 기회를 주는 수업
․효과적인 발문을 사용하는 수업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지는 수업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수업
․동기유발이 잘 이루어지는 수업
․수업 시간 중 즉각적인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이
해를 점검하는 수업
․학생들의 배경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수업 내
용을 선정한 수업
․학생들의 관심 분야를 활용한 수업
․수업 시간을 마무리 할 때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이해를 점검하는 수업
․구체적 조작물을 활용하는 수업
․수학적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는 수업
․학습 목표에 따른 학습 내용이 구성된 수업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하여 수업 내용을 선정한
수업

․일관성, 위계성, 연계성을 유지하고 있는 교
육과정 하에 실시된 수업

․수학적 표현 능력을 신장시키는 수업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수업 내용을 선
정한 수업

․효과적인 발문을 사용하는 수업
․수학적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는 수업
․학생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 내용을
선정한 수업

․학습 목표에 따른 학습 내용이 구성된 수업
․수업 시간을 마무리 할 때 평가를 통해 학생
들의 이해를 점검하는 수업

․학습자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수업
․필수적인 수학과 기본 개념으로 구성된 수업
․교사가 모든 학생들이 수학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균등한 기회를 주는 수업

․수학적 추론 및 증명하는 것을 신장시키는
수업

․수학에 대한 허용적인 분위기의 수업

좋은
수학
수업
이다

<표 2> 좋은 수학 수업 요소에 대한 초․중등 교사의 인식 비교

둘째, 중등 교사들은 계산을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수업에 대해서 보통이라고 응답한 반면(3.10점 이

상 3.40점 미만), 초등 교사들은 그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더 인식하고 있었다(3.40점 이상 3.7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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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4.0

․수학과 기본 알고리즘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하는
수업
․실생활 활용과 연계된 평가를 실시하는 수업
․수학적 추론 및 증명하는 것을 신장시키는 수업
․수학적 표현 능력을 신장시키는 수업
․수학과 기본 개념 지도 후, 개념을 알도록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수업
․동기를 유발시키는 소재를 활용한 평가를 실시하
는 수업
․놀이를 활용한 수업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수업

좋은
수학
수업
이다

4.0
～
3.7

․각 학년에 걸쳐 명료하게 기술되어 있는 교육과
정 하에 실시된 수업
․민주적인 분위기의 수업
․수학 교과 내용의 학습 결손을 최소화시키는 수
업
․적절한 집단 구성이 이루어진 수업
․수학과 기본 용어를 알 수 있도록 지도하는 수업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수업 내용을 선정한 수업
․물리적 환경이 잘 조성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교실 내 규칙을 통해 학생들의 관리가 잘 이루어
지는 수업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수업

․학생들의 관심 분야를 활용한 수업
․동기를 유발시키는 소재를 활용한 평가를 실
시하는 수업

․실생활 소재를 활용한 수업
․학생들의 배경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수업
내용을 선정한 수업

․수학과 기본 알고리즘을 알 수 있도록 지도
하는 수업

․수학과 기본 용어를 알 수 있도록 지도하는
수업

․수학과 기본 개념 지도 후, 개념을 알도록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수업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하여 수업 내용을 선정
한 수업

․교실 내 규칙을 통해 학생들의 관리가 잘 이
루어지는 수업

․각 학년에 걸쳐 명료하게 기술되어 있는 교
육과정 하에 실시된 수업

․수업 시간 중 즉각적인 평가를 통해 학생들
의 이해를 점검하는 수업

․수학 교과 내용의 학습 결손을 최소화시키는
수업

․실생활 활용과 연계된 평가를 실시하는 수업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지는 수업
․구체적 조작물을 활용하는 수업

3.7
～
3.4

․문제 행동 관련 학생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수
업
․계산을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수업

․문제 행동 관련 학생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
는 수업

․적절한 집단 구성이 이루어진 수업
․놀이를 활용한 수업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수업 내용을 선정한 수
업

․물리적 환경이 잘 조성된 상태에서 이루어지
는 수업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수업

보통
이다

보통
이다

3.4
～
3.1

․ICT를 활용한 수업*

․민주적인 분위기의 수업
․계산을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수
업
․ICT를 활용한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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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초·중등 교사의 인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알아보고자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우선 t 검증(양측 검정)을 통해 비교한 결과 48개 요소 중 25개의 요소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

요소에 대해 t 검증(단측 검정)으로 비교한 결과 23개 요소에서 중등 교사보다 초등 교사가 더 좋은 수학 수업

이라고 인식하였고, 2개의 요소에 대해서는 초등 교사보다 중등 교사가 더 좋은 수학 수업이라고 인식한 것으로

드러났다(자세한 결과는 <표 4> ～ <표 15> 참조>).

유의한 차이를 보인 요소

초등 교사가 더 높은 인식을

보인 문항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수업 내용을 선정한 수업

․필수적인 수학과 기본 개념으로 구성된 수업

․학생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 내용을 선정한 수업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하여 수업 내용을 선정한 수업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수업 내용을 선정한 수업

․학생들의 배경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수업 내용을 선정한 수업

․수학과 기본 알고리즘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하는 수업

․수학과 기본 개념 지도 후, 개념을 알도록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수업

․계산을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수업

․실생활 소재를 활용한 수업

․놀이를 활용한 수업

․학습자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수업

․학생들의 관심 분야를 활용한 수업

․구체적 조작물을 활용한 수업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수업

․적절한 집단 구성이 이루어진 수업

․물리적 환경이 잘 조성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지는 수업

․민주적인 분위기의 수업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수업

․수학에 대한 허용적인 분위기의 수업

․수업 시간 중 즉각적인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이해를 점검하는 수업

․실생활 활용과 연계된 평가를 실시하는 수업

중등 교사가 더 높은 인식을

보인 문항

․수학적 표현 능력을 신장시키는 수업

․동기 유발이 잘 이루어지는 수업

<표 3> 좋은 수학 수업 요소에 대한 초․중등 교사의 유의한 인식 차이

2.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영역에 대한 인식

가. 교육과정 구성 영역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교육과정 구성 영역의 세부 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일관성, 위계성, 연계성을 유

지하고 있는 교육과정 하에 실시된 수업에 대해 초등 4.40점, 중등 4.27점, 수학의 중요한 부분(수학의 기본개념,

이해, 추론, 문제해결, 의사소통)으로 구성된 교육과정 하에 실시된 수업에 대해 초등 4.41점, 중등 4.34점, 각 학

년에 걸쳐 명료하게 기술되어 있는 교육과정 하에 실시된 수업에 대해 초등 3.96점, 중등 3.83점, 학생 수준에 맞

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실시한 수업에 대해 초등 4.45점, 중등 4.42점의 문항 평균을 보였다. 교육과정 구성

영역과 관련한 모든 요소들은 양측 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다만, 단측 검증 결과 일관성, 위계성,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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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유지하고 있는 교육과정 하에 실시된 수업에 대해서 초등 교사가 중등 교사보다 높은 인식을 나타냈다.

문항 교사 평균
표준

편차
T-값

유의

수준

일관성, 위계성, 연계성을 유지하고 있는 교육

과정 하에 실시된 수업

초등 4.40 0.66
1.794 .074

중등 4.27 0.70

수학의 중요한 부분(수학의 기본개념, 이해, 추

론, 문제해결, 의사소통)으로 구성된 교육과정

하에 실시된 수업

초등 4.41 0.68
1.018 .309

중등 4.34 0.70

각 학년에 걸쳐 명료하게 기술되어 있는 교육

과정 하에 실시된 수업

초등 3.96 0.86
1.440 .151

중등 3.83 0.83

학생 수준에 맞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실시

한 수업

초등 4.45 0.65
.403 .687

중등 4.42 0.72

*p < .05

<표 4> 교육과정 구성 영역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교육과정 구성 영역 중 세 가지 요소는 초․중등 교사 모두 4점 이상의 평균 점수를 보였고, 한 가지 요소만

4점 미만의 평균 점수를 보였다. 이를 통해 초․중등 교사 모두가 학생 수준에 맞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실

시한 수업, 수학의 중요한 부분으로 구성된 교육과정 하에 실시된 수업, 일관성, 위계성, 연계성을 유지하고 있는

교육과정 하에 실시된 수업에 대해 좋은 수학 수업이라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교육과정의 명료한

기술이 좋은 수학 수업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나. 교육내용 선정 영역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1) 교육내용 측면

교육내용 선정 영역 중 교육내용 측면의 세부 문항에 대한 문항 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수업 내용을 선정한 수업이 초등 3.88점, 중등 3.60점, 필수적인 수학과

기본 개념으로 구성된 수업이 초등 4.29점, 중등 4.12점, 수학의 과정적 측면(추론, 문제해결, 의사소통 등)을 신

장 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 수업이 초등 4.30점, 중등 4.35점, 학습 목표에 따른 학습 내용이 구성된 수업

이 초등 4.15점, 중등 4.15점의 문항 평균을 보였다.

문항 교사 평균
표준

편차
T-값

유의

수준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수업 내용을 선정한 수업
초등 3.88 0.83

3.384 .001*
중등 3.60 0.74

필수적인 수학과 기본 개념으로 구성된 수업
초등 4.29 0.66

2.289 .023*
중등 4.12 0.78

수학의 과정적 측면(추론, 문제해결, 의사소통 등)

을 신장 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 수업

초등 4.30 0.72
-.685 .494

중등 4.35 0.68

학습 목표에 따른 학습 내용이 구성된 수업
초등 4.15 0.75

.004 .997
중등 4.15 0.70

*p < .05

<표 5> 교육내용 측면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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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목 중 수학의 과정적 측면을 신장 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 수업이 초·중등 모두 높은 평균을

보였다. 특히 필수적인 수학과 기본 개념으로 구성된 수업에 대한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초등 교사보다 중등 교사가 상대적으로 수학의 과정적 측면에 대해서 동의하는 정도가 더 높았

다. 또한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수업 내용을 선정한 수업은 초·중등 모두 4점 미만의 점수를 보였는데 특히 중등

교사들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또한 통계적으로 살펴본 결과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수업 내용을 선정한

수업과 필수적인 수학과 기본 개념으로 구성된 수업에서 초·중등 평균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드러났고 초등 교

사가 중등 교사에 비해 교육과정에 의거한 수업과 필수적인 수학과 기본 개념으로 구성한 수업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생 측면

교육내용 선정 영역 중 학생 측면의 세부 문항에 대한 문항 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학생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 내용을 선정한 수업이 초등 4.35점, 중등 4.15점, 학생들의 흥미

를 고려하여 수업 내용을 선정한 수업이 초등 4.13점, 중등 3.87점,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수업 내용을 선

정한 수업이 초등 4.43점, 중등 4.25점, 학생들의 배경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수업 내용을 선정한 수업이 초등

4.20점, 중등 3.95점의 문항 평균을 보였다.

특이하게도 통계적으로 초․중등 교사의 인식이 학생 측면의 모든 문항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모

든 항목에서 초등 교사가 더 높은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초등 교사가 중등 교사보다 학생

들의 발달적 특성, 흥미, 개인차, 배경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수업 내용을 선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항 교사 평균
표준

편차
T-값

유의

수준

학생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 내용을

선정한 수업

초등 4.35 0.64
2.618 .009*

중등 4.15 0.78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하여 수업 내용을 선정한

수업

초등 4.13 0.81
2.872 .004*

중등 3.87 0.90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수업 내용을 선정

한 수업

초등 4.43 0.65
2.316 .021*

중등 4.25 0.80

학생들의 배경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수업

내용을 선정한 수업

초등 4.20 0.79
2.920 .004*

중등 3.95 0.85

*p < .05

<표 6> 학생 측면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3. 교수․학습 영역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가. 교수․학습 방법 영역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1) 수학 내용적 측면

교수․학습 방법 영역 중 수학 내용적 측면의 세부 문항에 대한 문항 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필수적인 수학과 기본 개념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하는 수업에 대해 초등 4.42점, 중등 4.38점, 수

학과 기본 개념 사이의 연계성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하는 수업에 대해 초등 4.39점, 중등 4.45점의 문항 평균을

보였다. 초․중등 교사는 공통적으로 수학과 기본 개념과 그 연계성을 강조하는 수업에 대해 매우 높은 점수

(4.30～4.60)를 보였다. 이를 통해 많은 초·중등 교사들이 수학의 개념적인 요소를 지도하는 것과 연계성 있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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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는 것이 좋은 수학 수업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수학과 기본 알고리즘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하는 수업에 대해 초등 4.12점, 중등 3.93점 수학과 기

본 개념 지도 후, 개념을 알도록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수업에 대해 초등 4.09점, 중등 3.88점의 문항 평균을 보

였다. 두 수업 모두에서 초등 교사와 중등 교사 간의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 교사

가 중등 교사보다 상대적으로 알고리즘의 지도나 문제 풀이 수업에 동의하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수학과 기본 용어를 알 수 있도록 지도하는 수업에 대해 초등 3.90점, 중등 3.91점의 상대적으로 낮은

문항 평균을 보였고 초․중등 교사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수학 교과 내용의 학습 결손을 최소화시키는 수

업에 대해서는 초등 3.93점, 중등 3.77점의 문항 평균을 보였고, 양측 검증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단측 검증에서 초등 교사가 중등 교사보다 더 높은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계산을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수업에 대해 초등 3.55점, 중등 3.17점의 낮은 문항 평균을 보였는데, 특히 상대적으로 더 낮은

중등 교사들의 인식으로 인해 두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초등 교사가 중등 교사보다는 상대

적으로 계산을 능숙하게 하는 수업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항 교사 평균
표준

편차
T-값

유의

수준

필수적인 수학과 기본 개념을 알 수 있도록 지도

하는 수업

초등 4.42 0.64
.584 .560

중등 4.38 0.65

수학과 기본 개념 사이의 연계성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하는 수업

초등 4.39 0.63
-.886 .376

중등 4.45 0.66

수학과 기본 알고리즘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하는

수업

초등 4.12 0.72
2.415 .016*

중등 3.93 0.77

수학과 기본 개념 지도 후, 개념을 알도록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수업

초등 4.09 0.75
2.498 .013*

중등 3.88 0.86

수학과 기본 용어를 알 수 있도록 지도하는 수업
초등 3.90 0.83

-.072 .943
중등 3.91 0.80

수학 교과 내용의 학습 결손을 최소화시키는 수업
초등 3.93 0.78

1.834 .068
중등 3.77 0.90

계산을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수업
초등 3.55 0.90

3.819 .000*
중등 3.17 0.98

*p < .05

<표 7> 수학 내용적 측면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2) 수학 과정적 측면

교수․학습 방법 영역 중 수학 과정적 측면의 세부 문항에 대한 문항 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수학 과정적 측면에서는 수학적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는 수업에 대해 초등 4.40점, 중등 4.40점

의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면 다른 요소들인 수학적 추론 및 증명하는 것을 신장시키는 수업에 대해 초등 4.11

점, 중등 4.08점, 수학적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는 수업에 대해 초등 4.15점, 중등 4.23점, 수학적 표현 능력을

신장시키는 수업에 대해 초등 4.10점, 중등 4.25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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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교사 평균
표준

편차
T-값

유의

수준

수학적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는 수업
초등 4.40 0.68

-.070 .944
중등 4.40 0.63

수학적 추론 및 증명하는 것을 신장시키는 수업
초등 4.11 0.75

.407 .684
중등 4.08 0.77

수학적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는 수업
초등 4.15 0.69

-.989 .323
중등 4.23 0.74

수학적 표현 능력을 신장시키는 수업
초등 4.10 0.73

-1.979 .049*
중등 4.25 0.73

*p < .05

<표 8> 수학 과정적 측면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초․중등 교사 모두 수학의 과정적 영역 중 문제 해결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좋은 수학 수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의사소통능력과 표현 능력, 추론 및 증명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특히 수학적 표현 능력을 신장시키는 수업에 대해 초등 교사와 중등 교사의 인식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중등 교사가 수학적 표현 능력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교수․학습 방법 영역의 기타 측면

교수․학습 방법 영역 중 기타 측면의 세부 문항에 대한 문항 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본 결과는 <표 9>

와 같다. 기타 측면에서 효과적인 발문을 사용하는 수업이 초등 4.25점, 중등 4.23점,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주

는 수업이 초등 4.39점, 중등 4.47점, 실생활 소재를 활용한 수업이 초등 4.35점, 중등 3.97점, 놀이를 활용한 수업

이 초등 4.01점, 중등 3.62점,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수업이 초등 4.45점, 중등 4.48점의 평균 점수

를 받았다. 이를 통해 초․중등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수업, 교수·학습 과정

에서 효과적인 발문과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수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생활 소

재를 활용하는 수업이나 놀이를 활용하는 수업은 초등 교사들이 중등 교사들에 비해 동의하는 정도가 컸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 실생활 소재나 놀이 활용은 교수·학습 방법의 특성

상 중등학교보다는 초등학교에서 강조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인식 차이가 발생했을 것으로 유추된다.

문항 교사 평균
표준

편차
T-값

유의

수준

효과적인 발문을 사용하는 수업
초등 4.25 0.68

.196 .845
중등 4.23 0.77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주는 수업
초등 4.39 0.63

-1.235 .217
중등 4.47 0.60

실생활 소재를 활용한 수업
초등 4.35 0.70

4.965 .000*
중등 3.97 0.80

놀이를 활용한 수업
초등 4.01 0.82

3.988 .000*
중등 3.62 1.00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수업
초등 4.45 0.66

-.496 .620
중등 4.48 0.66

*p < .05

<표 9> 교수․학습의 기타 측면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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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습자 영역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학습자 영역의 세부 문항에 대한 문항 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본 결과는 <표 10>과 같다. 동기유발이 잘

이루어는 수업에 대해 초등 4.21점, 중등 4.48점, 학습자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수업에 대해 초등 4.31점, 중등

4.15점, 학생들의 관심 분야를 활용한 수업에 대해 초등 4.18점, 중등 3.99점의 문항 평균을 보였다.

문항 교사 평균
표준

편차
T-값

유의

수준

동기유발이 잘 이루어지는 수업
초등 4.21 0.72

-3.818 .000*
중등 4.48 0.61

학습자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수업
초등 4.31 0.72

2.130 .034*
중등 4.15 0.76

학생들의 관심 분야를 활용한 수업
초등 4.18 0.73

2.607 .010*
중등 3.99 0.70

*p < .05

<표 10> 학습자 영역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초등 교사와 중등 교사의 학습자 영역에 대한 인식은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우선 동기유발이 잘 이

루어지는 수업에 대해 중등 교사의 인식이 더 높았다. 수학에 대한 흥미가 고학년이 될수록 적어지는 것을 고려

해볼 때, 초등 교사보다 중등 교사가 학생들의 동기 유발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학습자의 적성,

흥미, 관심 분야를 활용한 수업에 대해서는 초등 교사가 중등 교사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 수업자료 영역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수업자료 영역의 세부 문항에 대한 문항 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본 결과는 <표 11>과 같다. ICT를 활용

하는 수업에 대해 초등 3.24점, 중등 3.12점, 구체적 조작물을 활용하는 수업에 대해 초등 4.16점, 중등 3.72점, 다

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수업에 대해 초등 4.24점, 중등 4.06점의 문항 평균을 보였다.

문항 교사 평균
표준

편차
T-값

유의

수준

ICT를 활용한 수업
초등 3.24 0.84

1.393 .164
중등 3.12 0.83

구체적 조작물을 활용하는 수업
초등 4.16 0.72

5.503 .000*
중등 3.72 0.80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수업
초등 4.24 0.71

2.341 .020*
중등 4.06 0.77

*p < .05

<표 11> 수업자료 영역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특히 ICT를 활용한 수업은 좋은 수학 수업 48개 요소 중 가장 낮은 평균이 나왔다. 최근 수학 수업 중 공학

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작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ICT를 활용한 수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

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초․중등 교사들은 구체적인 조작물을 활용한 수업과 다양한 자료를 활

용한 수업에서 평균 점수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초등 교사가 중등 교사에 비해 두 수업 모두 더 좋은 수학

수업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중학교에 비해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 상대적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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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조작물이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된다.

4. 교실환경 및 수업 분위기 영역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가. 기본환경 측면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교실환경 및 수업 분위기 영역 중 기본환경 측면의 각 문항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본 결과는 <표 12>와 같

다. 적절한 집단 구성이 이루어진 수업에 대해 초등 3.91점, 중등 3.65점, 물리적 환경이 잘 조성된 상태에서 이

루어지는 수업에 대해 초등 3.82점, 중등 3.57점,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지는 수업에 대해 초등 4.25점, 중등 3.75

점의 문항 평균을 보였다.

문항 교사 평균
표준

편차
T-값

유의

수준

적절한 집단 구성이 이루어진 수업
초등 3.91 0.75

3.194 .002*
중등 3.65 0.82

물리적 환경이 잘 조성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초등 3.82 0.71

3.316 .001*
중등 3.57 0.70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지는 수업
초등 4.25 0.63

5.958 .000*
중등 3.75 0.89

*p < .05

<표 12> 기본환경 측면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초․중등 교사 모두 적절한 집단 구성이나 물리적 환경이 조성된 수업에 대해서 좋은 수학 수업을 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단측 검증을 실시한 결과, 중등 교사들이 통계적으로 유

의한 수준에서 초등 교사들보다 더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지는 수업

에 대해서 두 교사 집단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많이 나타났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학생들의 수준 차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커지기 마련인데, 정작 중등 교사가 초등 교사보다 수준별 학습에 대해 좋은

수학 수업과 별반 연결시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나. 일반적인 분위기 측면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교실환경 및 수업 분위기 영역의 일반적 분위기 측면에 대한 문항 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본 결과는 <표

13>과 같다. 교실 내 규칙을 통해 학생들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수업에 대해 초등 3.77점, 중등 3.83점, 문제

행동 관련 학생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수업에 대해 초등 3.61점, 중등 3.66점, 민주적인 분위기의 수업에 대해

초등 3.94점, 중등 3.39점,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수업에 대해 초등 3.77점, 중등 3.52점의 문항 평균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초․중등 교사 모두 일반적인 분위기 측면에서 낮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다만 민주적인 분위기

의 수업과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수업에 대해서 초등 교사보다 중등 교사가 유의하게 더 낮은 인식을 보였다. 중

등 수업의 경우 교과 전담제로 해당 교과를 잘 가르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반면에 초등 수업은 담임제로

전인적인 교육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민주적인 분위기나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수업에 대해 상대적

으로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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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교사 평균
표준

편차
T-값

유의

수준

교실 내 규칙을 통해 학생들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

는 수업

초등 3.77 0.78
-.697 .486

중등 3.83 0.81

문제 행동 관련 학생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수업
초등 3.61 0.85

-.637 .525
중등 3.66 0.84

민주적인 분위기의 수업
초등 3.94 0.78

6.192 .000*
중등 3.39 0.89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수업
초등 3.77 0.85

2.789 .006*
중등 3.52 0.80

*p < .05

<표 13> 일반적인 분위기 측면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다. 수학적인 분위기 측면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교실환경 및 수업 분위기 영역의 수학적 분위기 측면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본 결과는 <표 14>와

같다. 학생과 교사간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는 수업에 대해 초등 4.43점, 중등 4.51점, 교사가 모든 학생들이

수학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균등한 기회를 주는 수업에 대해 초등 4.26점, 중등 4.11점, 수학에 대한 허

용적 분위기의 수업에 대해 초등 4.36점, 중등 4.07점의 문항 평균을 보였다.

문항 교사 평균
표준

편차
T-값

유의

수준

학생과 교사간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는 수업
초등 4.43 0.65

-1.178 .240
중등 4.51 0.63

교사가 모든 학생들이 수학을 할 수 있다는 믿음

을 가지고 균등한 기회를 주는 수업

초등 4.26 0.80
1.789 .075

중등 4.11 0.78

수학에 대한 허용적인 분위기의 수업
초등 4.36 0.70

3.688 .000*
중등 4.07 0.82

*p < .05

<표 14> 수학적인 분위기 측면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학생과 교사간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는 수업이 아주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이며, 초․중등 교사 모두가 좋

은 수학 수업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교사들은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를 수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수학에 대한 허용적인 분위기의 수업에서 초․중등 교사간 유의한 인식 차

이를 보였으며, 초등 교사가 중등 교사에 비해 허용적인 분위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적으로 양측 검정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단측 검정 결과 교사가 모든 학생들이 수학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균등한 기회를 주는 수업에 대해 초등 교사의 인식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평가 영역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평가 영역에서 문항 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본 결과는 <표 15>와 같다. 수업 시간 중 즉각적인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이해를 점검하는 수업에 대해 초등 4.20점, 중등 3.83점, 수업 시간을 마무리 할 때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이해를 점검하는 수업에 대해 초등 4.16점, 중등 4.15점, 실생활 활용과 연계된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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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대해 초등 4.11점, 중등 3.76점, 동기를 유발시키는 소재를 활용한 수행 평가를 실시하는 수업에 대해 초등

4.03점, 중등 3.97점의 문항 평균을 보였다.

문항 교사 평균
표준

편차
T-값

유의

수준

수업 시간 중 즉각적인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이해를 점

검하는 수업

초등 4.20 0.73
4.703 .000*

중등 3.83 0.78

수업 시간을 마무리 할 때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이해를

점검하는 수업

초등 4.16 0.67
.166 .868

중등 4.15 0.67

실생활 활용과 연계된 평가를 실시하는 수업
초등 4.11 0.77

4.328 .000*
중등 3.76 0.77

동기를 유발시키는 소재를 활용한 평가를 실시하는 수업
초등 4.03 0.78

.659 .510
중등 3.97 0.76

*p < .05

<표 15> 평가 영역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모든 항목에서 초등 교사보다 중등 교사가 낮은 평균 점수를 보였으며, 특히 수업 시간 중 즉각적인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이해를 점검하는 수업과 실생활 활용과 연계된 평가를 실시하는 수업에 대해서는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초등 교사가 중등 교사보다 더욱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논의

최근 좋은 수학 수업에 대한 연구의 증가와 함께 교사의 인식을 조사할 필요성에서 비롯된 본 연구는 우리나

라 초·중등 교사들이 생각하는 좋은 수학 수업의 모습을 살펴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

서는 주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그에 대한 논의를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초․중등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수업, 학생 수준에 맞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실시한 수업, 학생과 교사간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는 수업, 수학적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는 수

업, 필수적인 수학과 기본 개념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하는 수업 등을 아주 좋은 수학 수업으로 인식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교사들은 학생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는 가

운데 수학과의 핵심 개념을 지도하고 이를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문제해결력의 신장을 추구하는 수업을

좋은 수학 수업이라고 인식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Cai 외의 연구에서(2009) 중국, 홍콩, 호주, 미국 교사들이

생각한 효과적인 수학 수업의 특징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교사들은 수학 내용뿐만 아니라 과정적 측면 특히

문제해결력 신장에 더욱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온 수학 교과의 측

면뿐만 아니라 학습자 측면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추후 동일한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다른 나라

의 교사들이 인식하는 좋은 수학 수업의 제반 요소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교사들 고유의 인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인식의 결과 실제 우리나라에서 구현되는 좋은 수학 수업의 특징이 무엇인지 비교 연구할 필요

가 있다.

둘째, 초․중등 교사들은 모두 ICT를 활용한 수업, 계산을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수업, 문제 행동

관련 학생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수업 등을 좋은 수학 수업의 핵심적인 요소로 여기지 않았다. 우선 수학 수

업에서 교육 공학의 활용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나(교육과학기술부, 2008, 2011) 실제 수업에서의 효과적인

활용은 미비한 실정이며 특히 ICT 활용의 경우 제7차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급격하게 실시되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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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교사’와 같은 폐단을 낳았기 때문에 교사들의 인식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내용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였기 때문에(교육과학기술부, 2008, 2011) 교사들 역시 단순히 계산을

능숙하게 하는 수업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생각된다. 다만, 단순히 계산 숙달만을 강조하

는 수업이 아니라 계산 숙달을 통한 이해의 증진이나 문제해결력 향상을 추구하는 수업처럼 계산 숙달의 목적

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추후 더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Cai et al., 2009). 또한 문제행동 관련

학생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교사들이 일반적인 수업

분위기 측면과 좋은 수학 수업의 연결성을 그다지 높게 인식하지 않았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좋은 수학 수업에 대한 초․중등 교사의 인식을 비교한 결과 초등 교사는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수업

내용을 선정한 수업, 필수적인 수학과 기본 개념으로 구성된 수업, 수업 시간 중 즉각적인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이해를 점검하는 수업, 실생활 활용과 연계된 평가를 실시하는 수업 등 23개 요소를 중등 교사보다 더 중요하다

고 인식하였다. 이와 같은 요소가 포함된 영역을 살펴보면, 교육내용 선정(교육내용 측면과 학생 측면), 교수·학

습 방법(수학 내용적 측면과 기타 측면), 학습자, 수업 자료, 교실 환경 및 수업 분위기(기본 환경, 일반적인 분

위기, 수학적인 분위기 측면), 평가 영역 전반에 걸친 것이었다. 즉, 초등 교사들은 중등 교사들에 비해서 좋은

수학 수업의 요소를 수업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 걸쳐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교육내용 선정 영역에서

학생들의 발달적 특성, 흥미, 개인차, 배경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수업 내용을 선정한 수업에 대해서, 그리고 교

수․학습 영역에서 학생들의 적성, 흥미, 관심분야를 활용한 수업에 대해서 모두 초등 교사가 중등 교사보다 유

의하게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각 교과의 학습에 초점을 둔 중등 교육에 비해 전인

적 성장을 추구하는 초등 교육의 특성상 해당 교과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수업의 중요성이 더 인식되고 있다고 해석된다.

한편, 중등 교사는 수학적 표현 능력을 신장시키는 수업과 동기 유발이 잘 이루어지는 수업의 2개 요소에 대

해서만 초등 교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수학적 추론, 문제해결, 의사소통 등 수학

의 과정적 측면을 신장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한 수업에 대해서 초․중등 교사 모두 높은 평균

을 드러냈다(<표 5> 참조). 교수·학습 영역에서 이와 같은 수학 과정적 측면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았을 때,

초등 교사의 경우 수학적 추론과 관련해서는 4.11점,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해서는 4.15점, 수학적 표현 능

력에 대해서는 4.10점으로 유사한 반응을 보인 반면에, 중등 교사의 경우는 각각 4.08점, 4.23점, 4.25점으로 그

강조점이 달랐다(<표 8> 참조). 이에 중등 교사들이 유독 수학적 표현 능력을 신장시키는 수업을 좋은 수학 수

업의 요소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심층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동기 유발과 관련해서는 아

무래도 중학생들이 초등학생들보다 수학에 대한 기본적인 흥미나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등 교사들이 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유추된다.

넷째, 본 연구 중 초등 교사의 인식 결과를 방정숙(2012)의 예비 초등 교사의 인식 결과와 비교했을 때 공통

점과 차이점이 있었다. 두 집단 모두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수업, 학생 수준에 맞게 교육과정을 재

구성하여 실시한 수업, 학생과 교사간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는 수업,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수업 내용

을 선정한 수업, 수학과 기본 개념 사이의 연계성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하는 수업,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수업, 수학에 대한 허용적인 분위기의 수업, 실생활 소재를 활용한 수업, 학생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

내용을 선정한 수업, 학습자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수업, 수학의 과정적 측면을 신장시킬 수 있는 내용을 구성

한 수업에 대해 아주 좋은 수학 수업(평균 4.30점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비 초등 교사의 경우만 좋은 수학 수업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요소들이 있었는데, 구체적

으로 동기유발이 잘 이루어지는 수업, 교사가 모든 학생들이 수학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균등한 기회를

주는 수업, 학생들의 관심 분야를 활용한 수업,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하여 수업 내용을 선정한 수업이었다. 이에

비해, 초등 현직 교사의 경우만 좋은 수학 수업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요소들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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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인 수학과 기본 개념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하는 수업, 수학의 중요한 부분으로 구성된 교육과정 하에 실시

된 수업, 일관성·위계성·연계성을 유지하고 있는 교육과정 하에 실시된 수업, 수학적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는

수업이었다. 즉, 예비 초등 교사들은 수학적인 측면보다 학생 측면을 고려하는 정도가 훨씬 강하고 일관되게 나

타난 반면에 현직 교사들은 수학과의 기본 개념이나 중요한 부분을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하고 이들 개념간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수업 등 내용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정도가 높았다. 인식이 쉽게 변하지 않는 특징을 감안해

볼 때, 이와 같이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간의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하는 지 후속 연구에서 세밀하게 밝히는 것

도 의미 있어 보인다.

본 연구는 부족하나마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좋은 수학 수업에 대한 초·중등 교사들의 인식을 비교 분석

하였다. 좋은 수학 수업을 구현하는 주체인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인

식과 실제 수업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 또한 좋은 수학 수업의 제반 요소들은 해당 국가의

사회적·문화적 맥락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Stigler & Hiebert, 1999) 우리나라 고유의 좋은 수학 수업에

대한 인식 및 실제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후속 연구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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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compared and contrasted the views of effective mathematics instruction by 223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151 middle school mathematics teachers using a questionnaire with 4 main domains 
(i.e., curriculum and content, teaching and learning, classroom environment and atmosphere, and 
assessment) and a total of 48 sub-elements. The analysis of results showed that elementary school teachers 
put their priority on the curriculum and content domain, while  middle school counterparts did on the 
teaching and learning domain. The teachers commonly agreed with instruction which fosters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reconstructs the curriculum tailored to students' diverse levels, and establishes 
appropriate interaction between the teacher and students. However, elementary school teachers agreed more 
than middle school teachers with regard to the 23 elements related to effective mathematics instruction. In 
contrast, middle school teachers agreed more than their counterparts as for only 2 elements (instruction 
fostering mathematical representation and instruction eliciting students' learning motivation). This paper 
includes suggestions and implications related to Korean teachers' perception of effective mathematics 
instructio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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