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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Usage of Mathematics Notes in
Elementary School Classes
수학노트 활용 사례에 대한 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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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focuses on the use of mathematics notes in elementary school math-
ematics classes as a way of practicing mathematical communication, which was
introduced as one of the main themes in the 2007 Mathematical Curriculum Re-
vision. We investigate, through interviews with teachers and questionnaires, why
and how mathematics notes are used and what are included in them, finding out
various aspects of the use of mathematics notes such as the purposes, the necessi-
ties and the types. We draw some helpful suggestions for using mathematics notes
in classes which has positive effects such as enhancing students’mathematical think-
ing and calculation ability. This study is to provide teachers with an appropriate
information and basic materials on the use of mathematics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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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수학교육은 수학적 사고 능력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수학적 지식 자체보다는 그 지식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7차 수학과 교육

과정[4] 및 개정 2007 수학과 교육과정[5]은 수학적 사고력의 신장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과 수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

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수학적 의사소통을 구체화하기 위해 설명하기, 문제 만들기를

비롯한 다양한 쓰기 활동을 수학 교과서와 수학 익힘책의 내용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NCTM[19]에서도 수학 학습은 의사소통을 이용해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수학적 개념을 그림이나 표들과 연결해서 이러한 개념과 상황을 사고의 결과로 이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일상생활 언어를 수학적 언어나 기호

이 논문은 2013년도 부산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Receiveded on Nov. 9, 2012, revised on Jau. 9, 2012, accepted on Jau. 16, 2012.



58 A Study on the Usage of Mathematics Notes

와 연결시키며, 수학적 상황을 표현하고 토론하며, 수학적 텍스트를 읽고 쓰면서 동시에

말하고 들을 수 있는 활동 등이 이후 실세계에서 수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국내에서도 NCTM 규준 발표 이후 수학적 의사소통의 학습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이를테면 수학적 의사소통 형태와 관

련해서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가 수학 학습에서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지[7], 소집

단 협동학습을 통한 말하기는 어떤 형태로 진행되어야 하는지[17] 등의 관련 연구들이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수학수업에서 쓰기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에 대

한 연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한 예로 문제해결과정을 분명하게 쓰게 함으

로 학생들의 사고과정의 명료화 및 수학적 개념의 이해 등이 개선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12].

수학수업에서 하나의 개념을 처음 받아들일 때에는 교사나 친구의 도움을 통해 그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를 발전시켜 수학학습능력을 신장시키고 수학적인 힘을 기르기 위

해서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학생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질문하면서 학습하게끔 도와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은 수학시

간에 노트를 사용하는 것이며 수학적 쓰기 활동을 통해 이러한 개념과 문제해결과정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Emig, Flower 및 Hayes는 쓰기 활동이 사고 활동을 돕는 학습 도구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9]. 학생들은 쓰기 활동을 통해 단순히 알고 있는 지식을

나열하는 행위보다는 의미를 구성하는 행동에 더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며, 결과보다

는 과정을 강조하게 되며, 쓰기를 일종의 탐구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18]. 또한

Vygotsky에 따르면 쓰기는 사고의 기록으로서 수학을 포함한 모든 교과를 학습하기 위

한 방법 곧 수단이 되며, 비판적 사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줄 수 있으며 아울러 아동의

수학적 이해에 도움이 되는 의미망을 구조화시키는 등 학습과 발달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16]. 수업에서 수학노트는 교사에 의해 지도되는 내용이나 교과서에 제시된 내

용뿐만 아니라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 과정이나 계산 과정 등 다양한 요소들

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교사들에게는 학생의 학습에 대한 이해 정도를 파악하고 이후

지도해야할 내용을 알려주는 역할을,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사고 과정을 확인하고 오류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수학학습지도에서 여러 가지

효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업시간에 수학노트의 사용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문제를 풀어나가는 수동적인 학습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일차

적으로 학생들에게 수학노트 정리의 방법이나 기술 등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 스스로가

학창시절 노트를 정리해본 경험이 없거나 노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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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에 대한 정보나 기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교사 개개인이 수학

노트 사용에 대한 두려움 곧, 지도방법이나 지도시간의 안배 등에 따른 수업자체에 대한

부담의 증가를 그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현장교사들이 수학적 쓰

기 활동의 장점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수학노트 정리를 연구과제로 하는 연구학

교가 생겨나기도 하며1), 좋은수업커뮤니티등다양한연구회[6, 15]를통해서수학노트에

대한연구가이루어지고있다.수학적의사소통이수학적사고력신장과함께교육과정에서

주요한목표로강조되고있음을감안할때수학노트는보다다양한논의와함께다루어질

것으로기대된다.

본연구는이처럼교육과정에서핵심적인주제로등장한수학적의사소통을교육현장에

반영하기 위해서, 현재 수학수업에서 수학노트를 사용하고 있는 교사들의 수학노트 활용

사례에초점을맞추고있다. 또한본연구는수학노트를사용하고자하는교사들에게수학

노트와관련된기본적인정보를제공하고자하는목적을가지고있다.이를위해본연구는

2장에서는수학적의사소통, 수학쓰기활동과관련된이론적배경을간단하게살펴보고, 3

장에서는현재수학노트를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는교사 3명을선정하여면담을실시하

고이과정에서수학노트와관련된기초적인정보를구할것이다. 4장에서는 2장과 3장의

연구를바탕으로서술형설문지문항을작성하여수학노트를사용하고있는교사와그렇지

않은교사각각에서수학노트사용의목적이나필요성등에대한설문을실시하고그내용을

살펴볼것이다.이를통해본연구는교사들이사용하고있는수학노트에는어떤것들이있

는지그유형을비교하고, 수학노트를사용하는데있어서필요한조언등을살펴봄으로써,

이후교사들이수학노트를선택하고활용하는데기본적인정보와자료를제공할수있기를

기대한다.

2 이론적배경

수학적의사소통능력은수학용어, 기호, 표, 그래프등의수학적표현을이해하고정확히

사용하는능력, 수학적아이디어를말과글로설명하고시각적으로표현하여다른사람과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수학을 표현하고 토론하면서 자신의 사고를 명

확히하고반성함으로써의사소통이수학을학습하고사용하는데중요함을인식하는태도

등을말한다[3]. 즉 수학적의사소통이란, 내가알고있는수학적지식또는수학적인생각

등을말과글그리고몸으로표현하는것이며수학적아이디어의의사소통은모든수준의

학생들의경험과관련되어이루어져야한다[7]. 의사소통방식은크게말하기,듣기, 읽기,

쓰기로나누어살펴볼수있으며, 이들각각은신체적표현및구어, 문어등의의사소통의

1) 부산광역시의 경우 학진초, 동래초, 금곡초, 명지초, 사남초, 장산초 등이 이러한 연구학교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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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통해드러나게된다[17].

교과부[2]에서 제시한 초등학교 수학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면 수학적으로 사고

하는 능력의 개발,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 수학적 문제해결력의 개발, 수학적 창

의성의 개발, 수학 내적 외적연결성의 추구, 수학의 가치 이해라고 기술되어 있다. 흔히

초등수학에서쓰기활동은문제를푸는것이외에는자주사용하지않는방법이다. 그러나

최근 수학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수학 학습에서의 쓰기가 수학적 창의력을

신장시키거나[10] 수학적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고[14]. 수학적 사고의 명료화와 개념의

이해를 높인다[12]는 등의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또한 NCTM[20]의 새로운 규준에

따르면수학학습에서의쓰기는말로써상황을잘설명하지못하는학생에게이해한것을

덜 형식적 방법으로 표현하도록 하기 때문에 특히 유용하다. 이를테면, 학생이 문제를 푼

후에답을문장의형태로써보게되면실세계에서이문제들이갖는위치를나타내고그들의

생각을명료화하는데도움을줄수있다.

이러한수학적쓰기활동의예로서,먼저학생은수업시간에학습한것을친구에게전하기

위해편지를쓸수도있다.이런유형의활동은그학생들로하여금수학을새롭게생각하게

해준다. 만약편지왕래가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은친구의사고과정을배우게된다. 다음

으로수학교과일지를쓰는것은의사소통을촉진하는또다른방법이며자신들의학습을

심사숙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일지는 학습한 수학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방법이 될

수있기때문이다. 이와함께수학에관한학생들자신의이야기를책으로꾸며볼수있다.

이처럼학생들은의사소통을함으로써자신과서로에게서부터학습할수있게된다.그들이

말하고, 듣고, 쓰고읽도록하는과정은유의미적수학학습을이끌어내는계기가된다.

교사는학생들이그들의생각을서로의사소통하는것을관찰함으로써수업에대한중요

한결정을내릴수있게된다. 즉, 수학학습지도에서글쓰기는교사와학생모두에게도움

이된다. 학생은쓰기활동을통해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고, 아이디어와개념을명확히

하면서토론하고표현할수있는기회를가진다. 또한수학적개념을이해하고, 발견하며,

최근 공부했거나 오랫동안 생각해 온 주제를 다시 생각하고 검토할 수 있게 되며, 수학적

과정, 알고리즘, 개념을기록하여간직할수있다. 수학적쓰기활동은학생에게수학의아

름다움에대한표현과기쁨뿐만아니라부정적인느낌과좌절을표현하는적절한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교사는 학생의 글을 통하여 학생이 수학을 표현할 기회를 갖는 것을 즐겁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학생의 오류와 문제점을 진단하며, 그를 통해 교수 방법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글을 써 줌으로써, 학생들은 교사가 자신에게

관심을갖고있다는것을깨달을수있다[17].

이처럼수학에서의쓰기활동에대한유용성및효과는여러선행연구를통해확인되고

있다[1, 9]. 김선희[7]는여러학자들의쓰기활동에대한연구를바탕으로쓰기활동의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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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표Ⅱ-1>과같이정리한바있다.

한편 수학적 쓰기 활동의 유형은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져왔다. 이를테면, Lau-

ritzen은쓰기의전형적인유형으로묘사하기, 기록하기, 알리기또는설득하기를들고있

고, Burns는일지쓰기, 수학문제해결하기, 수학적아이디어설명하기, 사고과정쓰기와

같이구분하였다[11]. 김수환[8]은쓰기활동의유형을말로쓰기, 혼합형 쓰기그리고수

학교사들이지향하는기호로쓰기등으로구분한바있으며, Hackett과 Wilson은질문에

답하기, 문제 만들기, 보고서 작성하기 등으로, Miller는 일지쓰기, 해설식 쓰기, 교류적

쓰기로구분하였다. 또한 Nell(1996)은수학시간에활용할수있는수학적쓰기를해설적

쓰기, 표현적쓰기, 창의적쓰기로구분한바있다[1].

학생이글을씀으로써 교사가학생의글을읽음으로써

인지

적인

측면

· 개념을 형식화 하고 해석하며 명

확히 한다.

· 스스로 수학을 만들고 발견할 기

회를 얻는다.

· 학습내용을 생각하고 검토할 수

있다.

· 수학적과정,알고리즘,개념을기

록으로 남긴다.

· 학생의오개념을진단한다.

· 교수방법을향상시킨다.

· 연구의자료를 수집할수있다.

· 개별화된교수를할 수있다.

· 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파악하고

피드백을얻는다.

정의

적인

측면

· 수학의아름다움과기쁨이나좌절

을표현하는매개체가된다.

· 글을 읽고 피드백을 줌으로써 학

생과 개인적인 유대 관계를 맺어

화기애애한 교실 분위기를 만들

수있다.

의사

소통

측면

· 수학을 토론하고 표현할 기회를

얻는다.

· 해석 과정을 설명하고 개인적인

의견을제시할 수있다.

· 개념을내면화하고자신을평가할

수있는기회를얻는다.

· 학생들의 생각을 읽고 학생에게

수학적 개념을 글로 설명할 기회

를얻어글쓰기의모델이될수있

다.

·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보여줄수 있다.

<표 II–1> 쓰기활동의 효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학적 의사소통의 맥락에서 수학적 쓰기와 관련된 선행연

구의 결과들은 수학과 수업에서 수학노트의 필요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 수학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수학적 의사소통이라는

측면에서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수학노트의 실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일차적으로

초등학교현장에서수학노트를활용하고있는교사들을대상으로수학노트사용과관련된

필요성과목적, 그 배경및활용효과에대한면담을실시하였으며, 이러한면담을토대로

보다많은사례들을수집하고자료들을분석하기위해수학노트를활용하는교사와그렇지

않은교사들을대상으로각각서술형설문지를작성하여수학노트활용의실제에대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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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 활용사례와함께유형을기술함으로써수학노트의효과와필요성을구체적으로

보여주고자하였다.

3 교사면담결과분석

본 연구는 2장에서 기술한 수학적 쓰기 활동의 효과와 유형을 토대로 하여 현장교사들의

수학노트활용사례를알아보기위한면담과설문을실시하였다. 면담은서술형설문지문

항을 작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를 위한 예비조사의 성격으로 진행되었다. 면담은 3명의

교사를대상으로진행되었는데,이들모두는현재수학수업에서수학노트를활용하고있다.

이중 A교사는경력 25년차로부산초등수학교육학회회원이면서여러수학교육연수에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 B교사는 2010년 수학노트의 매뉴얼을 개발하는 시범학교에서

이를 담당했던 경력 7년차이며, C교사 역시 2010년 연구학교에서 수학노트를 활용하여

수업을진행했던경력 6년차교사이다. 다음은이들과의면담내용가운데일부를기술한

것이다.

3.1 A교사와의면담

연구자는 A교사와의면담을통해서술형설문지문항작성을위한전반적인방향을설정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처음 생각했던 주제는‘(분할방법, 형식 등에 따른) 수학 노트의

유형’에초점이맞추어져있었다. 그러나 A교사와의면담을통해교사들이수학노트를사

용하지않는이유가수학노트의유형을모르기때문이아니라수학노트에담아야할내용을

구성하지못하기때문이라는데주목하게되었다. A교사에따르면부산광역시교육정보원

등에점판형,일반공책형,수직선형등여러가지유형의수학노트를구안,제시한바있는

데,이러한유형들은수와연산,도형영역등에서각단원의성격에맞추어사용할수있는

하나의예일뿐각각의수학노트에담을수있는내용이나구성은교사의역할이라는점을

분명히하였다. A교사가구안한노트의유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2)

다음은 A교사와의 면담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수학노트를 사용하게 된 계기,

수학노트사용시장점, 수학노트의유형등에대한질문으로구성되어있다.

첫 번째 질문은 수학노트를 사용하게 된 계기와 관련된 것이었다. A교사의 경우 처음

현장에서수학을가르친것이 5차교육과정이적용되던시기였고,이때초등수학교과서는

지금보다 크기가 작았고 또 교과서 여백이 부족하여 현실적으로 필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초임교사로 수학을 지도할 때부터 수학노트는 생각을 정리하고 문제를 풀기 위한 중요한

2) 격자형, 대각격자형, 점판형 등은 일반형과 비교했을 때, 수식을 비롯하여 도형이 많이 등장하는 단원에서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그림Ⅲ-2>의 대각격자형은 삼각형을 나타내는데 효과

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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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이되었다고말했다.이는되돌려보면지금처럼수학교과서의크기가커지면서그리고

여백이많아지면서수학노트에대한수요가줄었다는가설을낳게한다. 처음에는대부분

교사들이그러했듯이풀이과정만을노트에쓰게하다가차츰내용영역및학습지도방법에

따라 수학노트를 재구성하게 되었는데, 따라서 경력이 많은 교사를 대상으로는 수학노트

를사용하게된계기보다는수학노트를사용하는과정에서그형식이나내용등에서어떤

변화가있었는지를살펴보는것이더중요하다고말했다.

두번째는수학노트를사용하는목적과관련해서어떤장점이있는지를물었다.A교사는

수학노트정리를통한수준별학습의가능성을강조했는데,수학노트를검사하면서학생이

알고있는수준과선수학습의내용, 부진의정도등을파악할수있다고말했다. 또한수업

시간에조작활동했던내용을노트에붙이고학습한내용을정리하는동안자신이알게된

사실을마인드맵으로정리하게끔하는데,이때만들어지는마인드맵은각자이해한정도에

따라차이를보이고학생개개인에게서도각기다른마인드맵이나오게된다. 따라서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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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마인드맵과같은수학노트를통해각기다른수준을파악할수있게되며,학생들에게

부족한부분들은교사가보충해서채워나갈수있게된다.

세번째질문은수학노트의유형에관한것이었다.일단 A교사는수학노트의유형이라는

것자체를중요하게보지않았는데, 이를테면좌측분할이니, 균등분할이니하는노트의형

식은수학노트에서중요한부분이아니라고말했다. 그에따르면수학노트는생각을정리

하기위한것이고,그형식보다는학생들의생각을다양하게펼칠수있는방법적인측면을

우선하는것이중요하다.A교사가격자형,점판형등여러가지형태를만든것은각영역에

따라 수학노트를 좀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만든 것으로, 도형

학습에는점판형을, 수직선이필요할때는수직선을노트에포함시켜놓은것일뿐이러한

것들을 수학노트의 형식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결국 수학노트 활용과 관련해서 그

형식이나유형이중요한것이아니라학생들의생각을어떻게이끌어내어정리할수있게

만드느냐가중요한것이된다. 이를테면, 생각정리를할때마인드맵을이용하면학생들이

교과서의틀에박힌익히기,약속하기가아니라스스로다양한조작활동을하면서알게된

점을써내려간다. 그리고이것은교과서나어떤참고서보다훌륭한자료가된다. 학생들에

게생각을적으라고하면한문장도쓰기가어렵다. 이때자신이알고있는것을생각을정

리하는방식으로자유롭게표현하면효과적이며이는 A교사가수학노트를사용하는가장

중요한이유이기도하다.

네번째질문은수학노트활용과관련해서자유롭게의견을묻는것이었다. A교사는수

학노트연수강의를통해현장교사들로부터‘안된다’는말을많이듣는다고했다. 그런데

이는교사의연구가부족하기때문이며,수업시간에하는활동이나생각을담을수있는그

릇으로노트가필요하다는인식을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말했다. 그리고‘어떻게

수학노트를쓸까?’보다‘어떻게수업을풀어내어학생들의생각을정리하게할수있을까?’

에초점을맞추어야한다고말했다.

3.2 B교사와의면담

B교사는경력 7년차교사로수학노트시범학교를운영하면서 B교사가그동안사용해왔던

수학노트를 전체교사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교사들의 의견에 따라 본인의

방식을수학노트매뉴얼로구안, 제시한바있다. 따라서 B교사와의면담은시범학교에서

수학노트 매뉴얼을 어떻게 구안하였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시범학교 자료로 제출된

매뉴얼은모든교사들과공유하였으며수학노트는교과서의흐름에맞추어정리하였다. B

교사는수학노트사용에따른효과에대해서동의하면서다만그형식에있어서는가급적

복잡하지않고단순한형태로제시하는것이중요하다고말했다. <표Ⅲ-1>은 B교사가수

학노트를구안할때 참고로 한일본히가시나누세초등학교의산수노트매뉴얼이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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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2>는 B교사가시범학교운영에사용한수학노트매뉴얼이다.일본의산수노트매뉴

얼이수직적으로구성되었다면이에비해 B교사가구안한수학노트매뉴얼은수평적으로

한눈에들어올수있도록제시된것이특징이라고할수있다.

/ (날짜)
목표

◦내용에따라 [∼하자] (목표), [∼일까?] (과제)가된다.

◦위에서 4번째줄에미리 빨간 선을그어둔다. (구획표시용임)
과제

◦문제를푸는것을 통해서목표 (과제)를해결한다.

예상하자

◦답의 검토 ◦순서의 예상, 확인

생각하자

◦도표와그림 ◦수직선과선분도

◦식 ◦말 (설명)
◦서로이야기하는것이끝난후, 중요한생각과친구들의좋은의견도메모하도

록한다.

정리하자

◦[목표]와 [정리]가연동하는것처럼한다.

연습하자

◦정리한것을활용해서 첫번째문제는다 같이풀어보자.

◦교과서문제와아이템, 프린트 등을 사용해서 열심히 연습을도모한다.

◦하위학생은〔여기까지할수있으면합격〕이라는라인을표시하고,아이들에게

성취감을 가지게 한다.

◦상위 학생은발전문제와문제만들기등에도 도전 할수있도록 한다.

<표 III–1> 히가시나누세초등학교의산수노트 매뉴얼

다음은 B교사와의면담중일부내용을정리한것으로, 주로시범학교수학노트매뉴얼

작성과관련된질문으로구성되어있다.

B교사가수학노트매뉴얼구안에서가장중점을둔부분은, 무엇보다 학생들이 힘들지

않도록, 시간이많이걸리지않도록하는데있었다. 수학노트를쓰다보면노트를쓰는것

자체가우선되고그러다보면시간이많이걸리면서중요한내용을파악하거나자신의생각

을제대로정리하지못하는경우가많은데, 이러한이유로인해수학노트의효과가반감될

수있기때문에학생들이수학노트를쉽게생각하고접근할수있도록하는동시에시간을

최소화하는데중점을둔것이다.

B교사는시범학교로선정되기 1년전부터본격적으로수학노트를사용했는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5학년을 지도할 때에는 5학년이라면 수학노트를 통해 학습내용이나 생

각을정리할필요가있는시점이라는판단에서작성방법을잡아주었으며학생들은비교적

쉽게 수학노트를 작성할 수 있었던 반면, 현재 맡고 있는 1학년의 경우 쓰는 속도가 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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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정리

목표 (공부할 내용)

(위에서 4번째줄에 빨간선)
예상하자 연습하자

생각하자

– 표와그래프

– 수직선과선분도

– 식

– 말 (설명)
머리말

다음으로

그래서

결론

계산 일기

–알게된것과깨달은 것

–지금까지의학습과비슷한것과다른것

– 스스로 생각하는것 가운데좋은것

– 친구들의생각에서옳은 것

– 의문스럽게 생각하는점

– 다음에 학습하고싶은것

<표 III–2> B교사가구안한 수학 노트매뉴얼

고무언가를쓰는것이습관화되지않은상태에서수학노트를통한지도가다소어렵다고

말했다.이러한 B교사의경험은저학년과고학년에서각각수학노트를사용하기위해서는

단순히형식적인측면이아니라노트에기록하는내용이나방법측면에서, 수학노트사용

자체에대한필요성을포함하여보다신중하게접근할필요가있음을보여주는대목이다.

B교사가 학생들에게 제시한 수학노트 작성 요령을 살펴보면,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문

제나활동등은별도로기록하지않고©등아이콘만으로표시한다. 이는문제를쓰는대신

자신이문제를해결하는방법과생각을정리하는데더많은시간을할애하기위한것이다.

전반적인과정은교과서의흐름대로노트를작성해나가는데, 이를테면목표, 활동1, 활동

2에서문제를해결하는과정을기록한후에약속하기와같은용어는암기가필요한부분이

므로노트에꼭기록하게했다. 또한 B교사의경우에도, 교과서의흐름에따라수학노트를

기록하기때문에굳이영역에따른수학노트의유형이달라질필요가없다고보았으며, A

교사와마찬가지로수학노트의유형에대해서는중요하게생각하지않고있었다.

수학노트의효과에대해서는수학노트를쓰는것은일기를쓰는것과유사한데이는수

학노트가 일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마지막부분에서하는‘생각정리’는자신의생각을반성하는메타인지의역할을하는

데, 처음에는 학생들이‘생각정리’가 의미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부분의내용이점점다양해지는것을발견할수있었다. 한예로처음에는단순히‘수학

시간이 재미있다.’,‘난 100점이다.’등 짧은 문장으로 된 소감을 쓰는데 그쳤던 학생들이

점점‘나는 규칙 찾기를 통해서 〜〜〜을 (를) 알았다.’,‘〜〜〜에서 규칙 찾기를 발견할

수있었다.’등으로구체적으로본인의생각을배운내용과관련지으면서정리하는것을볼

수있었다. 더불어처음에는칠판이나교과서를보면서그대로따라쓰기만했던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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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5>

나중에는교과서의흐름에그치지않고자신의생각을수학노트에정리하는모습을발견할

수있었다.이러한경험을통해 B교사의경우에도 A교사와마찬가지로수학노트는생각정

리의수단이된다는점에서수학노트의역할과효과를강조하였다.

3.3 C교사와의면담

B교사가시범학교책임교사였다면같은학교에근무하는다른교사의경우수학노트매뉴

얼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C교사와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C교사는

수학노트를처음사용하는경력 6년차교사로,그동안수학교과서와수학익힘책에문제를

바로풀수있다고생각해서수학노트를별도로사용하지않았다.

처음 1학기에는학교에서주어진수학노트매뉴얼대로수업을진행하였으나, 이매뉴얼

의형식으로는시간이부족하여수업시간에수학노트를활용하는것이현실적으로어려웠

으며 결국 2학기에는 약간의 변형된 형태를 사용하였다. 처음 주어진 수학노트 매뉴얼은

‘목표-문제-예상하기-생각하기 (도표, 그래프, 수직선과 선분, 식, 말 등)―정리-연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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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일기3)’의 순서대로 쓰는 2쪽 분량이었으나, C교사는 이를 단순화하여‘목표-계산

일기-정리하기’는반드시쓰게하고나머지부분은매차시마다다르게사용했다. C교사가

세가지를가장중요하게생각한이유는, 목표를알아야무엇을배우는지알수있고, 계산

일기를 씀으로써 문제를 푸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되고, 마지막으로 그 차시의 핵심을

정리할수있어야만수학을이해할수있기때문이었다.이를통해문제를푼다는것은답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풀이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학생들이 이해하고, C

교사역시수학노트를활용하여각과정이왜그렇게되는지를알수있도록학생들스스로

정리하는데초점을맞추어수업을진행하였다고말했다.

수학노트의틀을변형하게된계기로는, 학생들이틀에맞추어노트를쓰다보니시간이

많이걸리고형식에맞추다보니다소억지스러운부분이있었는데, 이를해결하기위해필

수 요소와 선택 요소로 구분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노트의 유형을 일원화하지 않았는데,

이를테면정리단계에서는주로마인드맵을사용하였으며,영역별로초점을달리하여수와

연산은문제풀이를학습지를이용해서하고별도로개념정리가필요한부분은정리를주로

하도록하였으며도형에서는생각을많이해야하므로생각하기를주로하도록구성했다.

또한 수학은 무조건 글로 쓰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나 그림, 그래프를 이용해서

정리하는방법이중요하므로이에대해서도설명하였다.그결과풀이과정속에표나그림,

그래프 등을 넣어 풀이과정을 정리하는 등 1학기의 정형화된 틀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는달리 2학기에는학생들이각각의유형을선별하여보다자유롭게수학노트를작성

하였으며자연스럽게수학노트를수학시간에활용할수있게되었다.

지금까지 3명의교사와수학노트활용과관련된면담을실시하면서서술형설문지에필요

한문항을개발하고수정할수있었다. 이를테면, A교사와의면담과정에서나왔던영역별

수학노트사용에대한문항의경우,유형이정해져있으면오히려각단계를따라사용하기

힘들게되며 B교사가제안한것처럼예시자료를교사와학생의상황에맞게사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의견을반영하였다. 그 결과처음에설정했던설문의방향은정형화된수학

노트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수학노트 사용의 효과를 높이는데 맞추어졌으나, 이를 수정한

결과다양한활용사례를제시함으로써이후수학노트를사용하려는교사에게참고가될수

있는수학노트의활용사례를강조하게되었다.또한 C교사와의면담을통해서술형설문지

문항에서수학노트에기록이필요한단계나내용에대한의견을묻는문항을넣게되었다.

곧, 교사들이수학노트를활용한수업을할때이를통해기를수있는수학적능력과수학

노트에반드시포함되어야하는내용을문항으로구성하였다.

이처럼 A, B, C교사와의면담을통해,본연구는분할노트나수학일지와같이어떤형식

3)‘계산 일기’는 <표Ⅲ-2>와 <그림Ⅲ-5>를 참조하면 알 수 있듯이, 굳이 계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학

학습을 통한 학생 자신의 소감과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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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주고안내를하는것보다수업시간에활용할수있는다양한쓰기의방법들을알아보고

어떻게학생들의생각을정리하고끌어낼수있는지에초점을맞추어진행하게되었다. 또

한교과서의내용을수학노트에옮기는과정에서사용가능한다양한유형을서술형설문을

통해알아보고자하였다.

수학노트를사용하는것과관련해서학습자측면에서그효과에대한연구는비교적많이

이루어져왔으나 현장 교사 측면에서 느끼는 수학노트의 사용 효과에 대한 의견이나 실제

수학노트사용을위한매뉴얼등에대한조사연구는찾아보기힘든것이현실이다.이에본

연구는지금까지이루어진면담결과를토대로수학노트사용효과및실제매뉴얼작성에

필요한기초자료를현장교사에게제공하기위해두가지유형의서술형설문지를작성하였

는데, 먼저수학노트를사용하고있는교사들에게수학노트를사용하고있는목적과사용

방법을알아보는데초점을맞추었으며, 다음으로현재수학노트를사용하지않고있는교

사들에게는수학노트를사용하지않는구체적인이유와이후수학노트를사용한다면어떤

면이어렵게생각되는지를알아보고자하였다.이를통해수학노트를사용하는교사들에게

서는수학노트의효과및방법적인측면을, 그리고수학노트를사용하지않고있는교사들

에게는수학노트사용과관련해서그들이생각하는어려움에대해설문을통해물어보았다.

4 서술형설문결과분석

서술형설문은설문이이루어진시점에수학노트를사용하고있는교사 17명과수학노트를

사용하지않고있는교사 6명등총 23명을대상으로실시하였다.수학노트를사용하고있는

설문지의문항은 7개로,수학노트를사용하지않고있는교사대상설문지의문항은 5개로

구성하였으며, 각문항에대한답변은그에해당하는모든경우를기술하게하였다.4)

4.1 수학노트를사용하지않고있는교사설문분석

이들교사를대상으로한설문에서첫번째문항은수학노트를사용하지않고있는이유를

묻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설문에 응한 6명모두 시간 부족을 가장큰 이유로 꼽

았으며, 이어서복수응답으로 3명이수학노트를지도하는방법자체를모르기때문이라고

하였다. 그 밖에 자료가 더 많아지는 것에 대한 부담, 학습과제가 많아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부담, 그리고수학노트의필요성을느끼지못해서수학노트를사용하지않는다는응

답이있었다. 본설문에응답한교사들이모두 5년미만의경력을가진교사임을감안할때

시간부족이나지도방법등에대한부담은수학노트에대한정보나노하우가없는상태에서

4) 설문지 문항 개수의 차이는 수학노트의 사용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를테면 수학노트를 사용하는 경우

는 노트 사용에 따른 학생들의 변화, 구체적인 노트 지도법 등에 대한 문항이 추가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문항은 결과분석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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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게되는부담에서비롯된다는것을알수있다.

두 번째질문은이후수학노트를사용한다면어떤부분이가장궁금한지를묻는것이었

다. 이에대해 4명은수학노트의형식을, 3명은수학노트쓰는법에대한지도를, 그리고 2

명은수학노트의활용방법을알고싶다고하였으며, 그외검사방법이나주어진정규시간

에수학교과서와수학익힘책을수학노트와동시에사용할수있는방법,학생들이수학노

트에흥미를가지게하는방법등에대한응답이나왔다.여기서수학노트쓰는법이나활용

방법은수학노트의형식과직접적으로관련되어있었는데,이는앞서면담에서수학노트를

활용하고있는교사들에게수학노트의유형이나형식은중요한요인이아니었던것과대비

되는부분이다.이는곧,수학노트를사용하지않고있는교사들이일차적으로관심을갖는

부분이그리고동시에부담이되는부분이수학노트의형식에있음을보여주는대목이다.

세 번째문항은수학노트를사용한다면학생들의어떤수학적능력을신장시킬수있을

것인지에대한것이었다.이를통해교사들이생각하는수학노트사용목적을가늠할수있

는데,실제수학노트를사용하지는않지만수학노트를사용한다면학생들의수학적개념의

구조화 (5명)나계산능력의신장 (4명), 그리고정리하는능력의신장 (3명) 등에도움이될

것으로보고있었다.이와함께단계적사고능력,풀이과정에대한이해,자기주도적학습

능력, 원리 발견, 논리적 사고 능력 등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징

적인것은이러한능력들이초등수학교육과정에서강조하고있는인지적인목표와대부분

일치하는것으로, 이는결국수학노트의사용이이러한초등수학교육의목표와부합될수

있다는점을교사들역시직간접적으로인식하고있음을말해준다.

네번째문항분석에서요구되는물음은수학노트사용에있어서반드시포함되어야하는

내용에 대한 것이었다. 이는 세 번째 문항의 수학노트 사용 목적과 연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데, 계산 과정은 꼭 넣어야 한다는 응답이 4명, 학생 본인의 생각을 기록하게 한다는

응답이 3명, 그리고개념과수업시간에알게된내용을쓰게한다는응답이 2명이었으며,

그 외오답정리, 문제만들기등이포함되어야한다고응답했다. 이러한요소들은수학적

개념과계산능력, 그리고 정리하는능력이수학노트를통해길러질수있다고본것과같

은시각에있는것으로, 실제수학노트를사용하고있는교사들을대상으로한설문에서도

동일하게기술되고있다.

마지막으로수학노트에대한정보와관련해서동료교사나또는인터넷을통해수학노트

를본적이있는지를묻는문항에대해서는응답자대부분이수학노트를경험한적이없다고

하였는데,이는교사들이수학노트를사용하고싶어도수학노트의활용사례를접할기회가

거의없으며또한인터넷등정보공유의장에서도이와관련해서수업을위해정리된형태의

수학노트정보와자료가부족하기때문으로보인다.

지금까지수학노트를사용하지않고있는교사를대상으로한설문의결과를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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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갖고 있는 수학노트 사용과 관련해서 갖고 있는 선입견들은 대체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생겨난 것들로, 예를 들어 시간부족에 대한 염려, 지도방법에 대

한 부담 등이 있었다. 이는 경력이 낮은 교사를 설문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수있으나한편경력과상관없이수학노트자체에대한업무부담이나정보부재로

인한문제점은결국수학노트를사용하지못하게만드는원인이되고있음을알수있다.수

학노트의활용목적을보면수학적개념의구조화, 계산능력이나생각을정리하는능력을

기를수있다고보고있으며따라서이러한능력들을이끌어낼수있는요소들이수학노트

에포함되어야한다고보았다. 이에비해교사들이수학노트에대한체계화된정보를쉽게

접할수없다는점과수학노트매뉴얼및그활용과관련해서수업시간에직접적으로수학적

의사소통의맥락에서설명할수있는자료들의부족또한문제점으로지적하고있었다.

4.2 수학노트를사용하고있는교사설문분석

수학노트를사용하고있는교사설문은처음에는총 17명의교사를대상으로하였으나, 분

석하는과정에서교사들의경력및수학노트를사용해본경험에따라기술한내용의차이와

그 폭이 크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부분을 연구결과에 반영하기 위해 교사의

경력에 따라 5년 미만의 교사 4명,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교사 10명, 15년 이상의 교사 3

명, 이렇게세그룹으로나누었으며이들사이의유사점과차이점을동시에살펴보았다.5)

설문의 첫 번째 물음은 수학노트를 사용하는 동안 학생들에게서 어떤 변화를 관찰했는

지에관한것으로, 수학노트사용을통해가장많이길러줄수있는능력을묻는것이었다.

이에대한응답을살펴보면,두측면으로나누어그답을구분할수있는데,하나는수학노트

사용자체가영향을미치는능력이나습관, 다른하나는수학노트뿐만이아니라넓게보면

수학학습에서부터길러질수있는능력이었다. 고경력교사그룹은수학적사고력과의사

소통능력 등 수학을 통한 보다 일반적인 능력을 그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비해 저경력과

중경력교사그룹에서는요약,정리,메모하는습관이나수학내용의정리,구조화라고해서

수학노트사용의직접적인효과를우선적으로지적하였으며, 이어서 논리력이나사고력,

원리발견능력등을수학노트를사용하는목적으로보았다.

설문에서 두 번째 문항은 수학노트 사용에서 필수적인 요소에 대해 묻는 것으로, 현재

수학노트를 사용하면서 노트에 꼭 포함하고 있는 내용에 관한 물음이었다. 이 경우에도

저경력과 중경력 교사와 고경력 교사 사이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저경력과 중경력

교사는풀이과정을가장중요한요소로그리고이어서학습문제를두고있는반면, 고경력

교사는 풀이과정보다 학습문제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고경력 교사에게 학습

문제는 한 차시 수업의 진행에서 무엇에 대해 공부하는지를 인식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5) 이후 본 연구에서 이들 그룹을 각각 저경력, 중경력, 고경력 교사 그룹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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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미만 교사

(N=4)
5년이상 15년미만 교사

(N=10)
15년이상 교사

(N=3)
① 수학 내용의 정리, 구조화

(3)
② 원리발견능력

③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④ 논리력

① 요약, 정리, 메모하는 습관

(4)
② 논리력, 사고력 (2)
③ 기억에오래 남음

④ 체계성

⑤ 계산식의구조화

⑥ 문제해결의다양한방법

⑦ 생각정리

⑧ 개념정리

⑨ 추론능력

⑩ 정보의조직화능력

① 수학적사고력 (2)
② 의사소통능력 (2)
③기록으로인한정리하는실

력이 늘고, 논리력이 생김

④ 개념형성

<표 IV–1>

하고, 단원명 및 그 차시에 공부할 핵심이기 때문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았다. 또

하나의차이점은저경력과중경력교사의경우핵심정리내용을나만의언어로서술하거나

개념에 대해 자신만의 방법으로 정리하고 적용하는 것을 필수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고경력교사의경우교사가제시하는핵심을기록하는것이중요하다고본부분이다. 물론

고경력교사에게서도적용, 발전에대한내용이등장하긴했지만, 저경력과중경력교사의

경우알게된점,더알고싶은점, (개념을이용한)문제만들기,발견하는과정등학생들이

수학노트 사용의 주체로서 그 역할이 주어지는 것과는 대비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이러한저경력 ·중경력교사의응답은수학노트를학생들의사고를확장하고정리할

수 있는 도구로 보는 것으로, 앞서 수학노트의 사용 목적과도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세 번째 문항은 수학노트 사용과 관련해서 학년 초에 노트 사용법을 어떻게 지도하는

지에관한물음이었다. 이 질문에서는그룹에상관없이공통적으로교사들은칠판에노트

사용법을 1-2차시 동안 1개 단원 정도를 직접 설명하거나 실물화상기를 이용하여 노트에

차례대로 적는 방법을 보여주는 등의 시연을 통한 지도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예시

자료 (예시공책, 부착형 샘플자료, 실제공책 등)를제시하면서노트사용법을설명한다고

하였다. 교사들은학생들에게노트를사용하는방법을지도함에있어서는직접보고따라

하게하는것과동시에예시자료를보여주는것이효과적이고,이는수학노트를사용하고자

하는 교사들에게 지도방법과 관련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수학노트 사용법

지도에서필요한자료와정보로가장중요한것은예시공책 (샘플자료, 실제공책)의성격

을띤수학노트매뉴얼이었고이에대한정보의공유가수학노트사용의출발점임을알수

있다. 특징적인 부분은 중경력 교사의 경우, 고학년과 저학년을 구분하여 노트 사용법을

지도하는데 이를테면 고학년에서는 부착형 샘플자료를 사용하고 저학년에서는 1개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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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미만 교사

(N=4)
5년이상 15년미만 교사

(N=10)
15년이상 교사

(N=3)
① 풀이과정 (3)
② 학습문제 (2)
③ 활동내용

④ 알게된 점

⑤ 단원명

⑥핵심정리내용을나만의언

어로 서술

⑦ 수학적 개념을정리

① 풀이과정 (7)
② 학습문제 (5)
③ 알게된 점 (2)
④ 개념에 대한 자신만의 정

리, 적용 (2)
⑤ 연습문제

⑥ 단원명

⑦ 더알고 싶은 점

⑧ 약속하기

⑨ 교사의점검

⑩ 문제 만들기 (개념을 이용

한)
⑪ 공식, 원리를 발견하는 과

정

⑫ 마인드맵 (브레인스토밍)

① 학습문제 (3)
② 단원 (2)
③ 풀이과정 (2)
④ 교사가제시하는핵심

⑤ 적용, 발전

<표 IV–2>

정도를함께필기하면서지도한다고했는데, 이는학년별수학노트지도법에차이를두는

것이필요하다는생각을반영한다. 이에대해서는다음설문문항에서보다자세하게살펴

볼것이다.또한고경력교사의경우학부모연수또는학생연수를통해수학노트사용법을

일괄적으로동시에지도한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5년 미만 교사

(N=4)
5년이상 15년미만 교사

(N=10)
15년이상 교사

(N=3)
① 예시 공책을 보여주고 1차
시에노트사용법을설명해준

다.

②우리반만의틀을매시간나

눠줘 붙이게 하고, 그 곳에다

필기를 한다.

③ 칠판에 같이 정리한다.

① 부착형 샘플자료 (4) : 고학

년의 경우만 (1)
② 칠판에그려서제시 (4)
③ 1개단원정도함께필기하

면서가르쳐 준다. (2): 저학년

의경우만 (1)
④ 교사의 시연—실물화상기

를이용하여교사가노트에직

접보여줌

⑤ 그때그때지도한다.

①직접칠판에판서하며 1∼2
차시를 공책에 써보고 자율적

으로필기한다.거의교사가칠

판에 적어주며 학생 나름대로

의방법은 각자 기록한다.

② 실제 공책을 실물화상기로

보여주면서 시연한다. 복사자

료만 주면 이해가 힘들다.

③ 학부모연수및학생연수

<표 IV–3>

네번째문항은수학노트를사용하면서학년에따른차이가있는지를묻는것으로, 1-2

학년, 3-4학년, 그리고 5-6학년을 대상으로 각각 수학노트를 지도할 때 어떤 부분에 특히

주의를기울이는지살펴보았다.

이들 학년을 대상으로 한 수학 노트의 사용에 있어서 저경력 교사는 현장 경력이 짧은

관계로저학년을맡아본경험이있는교사가적었으나각각의학년차를고려해서이에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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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미만 교사 5년이상 15년미만교사 15년이상교사

(N=4) (N=10) (N=3)

1–2
학년 그림, 수직선을

이용하여 개념을

정리한다.

①교사의노트를그대로따라

하게함

② 노트를사용하지않는다.

③ 분량을 적게 해 사용한

다.(활동1개, 약속하기 정도)
④약속하기를강조하고,계산

과정에서 정확한 알고리즘을

강조한다.

① 글씨가 느리고 요약, 정리

가 안 되므로 사고력 관련 부

분은중학년이후사용이좋을

듯하다.

②생각나는대로떠올리는정

도가적당하다.

③ 교사 중심, 내용을 최소화

한다.

3–4
학년

①그림, 표, 수직선등풀이과

정과 기록을 강조한다.

②중학년만강조하는것은없

다.

기초 수학개념이 부족하므로

기초 수학개념을강조한다.

5–6
학년

개념정리나 식을

풀어나가는

계산과정을

정확히 쓸수

있게 지도한다.

① 노트사용 자체가 고학년에

더효과적이다.

②오답노트를함께사용한다.

③큰틀만제시하고알아서사

용한다.

④고학년은문제내기나작도

등을더사용한다.

⑤ 수학일기와 문제 만들기를

강조한다.

개인생각을펼칠수있게한다.

기타

해본적은 없으나

저·중·고학년에

맞는 틀을 줘야

할것 같다.

①학습내용이나양에차이를

둔다.

② 저, 중학년-문제를 쉽게 정

리, 식�풀이과정 중시 고학년-
생각정리중시

<표 IV–4>

는틀이필요하다는응답을 보였다. 중경력 교사와 고경력 교사의 설문을 보면 1-2학년의

경우에는글씨가느리고요약하는능력이다소부족하므로수학노트를쓰지않거나교사가

강조하는몇가지정도의내용만노트에쓰도록하는것이좋으며, 3-4학년에서는기초적인

수학개념을강조하기위해서그리고풀이과정을정확하게기술하는능력을기르기위해서

수학노트를주로사용한다고하였다.특히 5-6학년의경우개인의사고과정이나문제해결

과정, 문제 만들기등개인의사고를확장시키거나다른사람과의견을교환할수있는도

구로서수학노트를사용하는데, 이런면에서보면 5-6학년이가장효과적이기에적극적인

수학노트의활용이필요하다는입장을보이고있다.

교사들은수학노트를사용하면서학생들의변화를다양한차원에서경험하게된다.다섯

번째문항은이러한변화를묻는질문으로이는앞서수학노트사용의목적이어느정도달

성되고있는가를알아보는물음이기도하다.교사들은대체적으로수학노트를사용하면서

수학적개념에대한명확한이해와수학에대한흥미가높아졌다고답했다. 저경력교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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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경력교사의경우개념이해및수학에대한흥미에서많은변화가있었다고말한반면,

고경력교사의경우주로필기와정리하는능력에서의변화에주목하고있다. 이외에도수

학적원리나공식을기억하거나이해하는경우, 정리 및 요약하는방법의향상등을들수

있는데, 이러한결과는첫번째질문이었던수학노트를사용하면서학생들에게길러질수

있는능력들이일정부분효과적으로나타나고있으며교사들이기대한바와같이학생들의

능력이향상되고있음을보여주는대목이다.

5년 미만 교사

(N=4)
5년이상 15년미만 교사

(N=10)
15년이상 교사

(N=3)
①노트에정리하며개념을확

실히 이해하게 됨

② 원리, 공식, 성질을 발견하

는 기쁨을 느낌

③수학공책에교사와같이틀

린것을풀면서계산과정을쓰

기시작하고글씨도줄에맞춰

서쓰기시작함

④다른과목도스스로정리함

①풀이과정에대한이해력향

상 (3)
② 수학에대한 흥미 (3)
③수학적개념을명확히할수

있음

④ 문제 해결과정에서 실수가

줄어듦.

⑤ 노트정리기술향상

⑥ 자신의생각을체계화

⑦ 계산식구조화

⑧문제의여러가지해결방법

을알게됨

⑨단위시간목표도달에도움

이됨

① 필기, 정리 능력이 높아진

다.

② 세로셈에서 자리의 위치를

바로 알수있다.

<표 IV–5>

여섯번째문항은현재교사들이사용하고있는수학노트의유형을간단하게예시와함께

기술하는 것이었다. 수학노트를 사용하는 교사들의 노트 형식은 각각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으나전반적으로보면앞서수학노트의목적이나학생들의변화가나타난부분을묻는

설문문항에서알수있듯이전반적으로비슷한부분을강조하여노트를사용하고있음을

알수있다.다음은설문에서교사들이제시한수학노트를몇가지유형으로구분하여정리

해본것이다.

㉠ 개념강조형

개념 강조형에 해당하는 수학노트는 개념형성 학습모형에서 주로 사용되는 유형으

로, 교과서에 제시된 약속하기 또는 중요 개념만을 기록하거나 이러한 주요 개념을

활용한문제익히기또는문제만들기등을포함하여함께기술하는데사용될수있는

유형이다. 물론 두 경우 모두 핵심은 개념에 놓여 있다. 다음 그림에서 위의 2개는

설문대상 교사가 설문지에 기재한 개념 강조형에 해당하는 양식이며, 아래 그림 2

개는약속하기와그방법을기록한노트에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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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흐름형

교과서흐름형은교과서에제시된순서를그대로따라가면서노트를사용하는방식으

로, 교과서의구성순서대로공부할문제, 활동, 약속하기, 익히기또는교사가내는

연습문제를기록하고마지막단계에서문제를만들어보거나새로알게된사실을기

록하는유형이다. 개념강조형이약속하기를비롯한주요개념을정리하는데초점을

맞춘반면교과서흐름형은이것을포함하여교과서에서의활동등을그대로써내려

간다는점에서차이를보인다. 다음그림에서위의 2개는설문대상교사가설문지에

기재한교과서흐름형에해당하는양식이며,아래그림은교과서흐름형에따라실제

노트를작성한예에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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Ǣ͔ƍ�˪ʋ͖�ƌ˕ǡ�

Ǣˈȿ

ͪǰ

ǁ˔�ɶſ

ɇ˪͎˕�˷ʋͤΕ�

ɇ˪͎˕�˷ʋͤː�ɇ˪ʻ� ͎˕�Ɲ˩ʭ�̘˧ˑ�ȴ̝� ʃ͕ǒ̿�ˋͤˏț ǒ̿ʭǛ�ƢƝɷ��

ʭ� ˪ʋǲ� ʰʉɇ˪ʻ� ˖͵Ʊ� ɇ˪ȧ� ̇Țǧț� ͎˕Ɲ˩Ɲ�͘Ʒ� ʒƍ� ͔Ɨ� ǰʋʭ� ɟǭț�

Ƣɯž� ˪ʋ͖�ȆǛ� ͕ɶ� ʈʈț�ȰǺ� ʰʉɇ˪ȧ� ͎˕Ɲ˩Ɲ�͘Ʒ� ʑǈȕƀǡ ˕�ˋͤ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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ȧ�ɯ˂͖ǡƗ�ɗͶ�ƢɯǼ˕�ɺɇ˽ʭ�Ʊʆ͖�ʢʌ˕ǡ�

ɇ˪�͎˕ʻ�ʈʈț˔�ƆǑ�˩Ȫ�˷ʋͤΖ�

˕�ʢʌː�ɇ˪͎˕ȧ�ƃ˭͔Ⱦɷ�ǰʋʭ�ƪ�ɇ˪ʭɷ�ɯ˂ǱƗ�˜Ǜ�ƆǑˑ�ǰʋʭ�ɶſ

͔ǭȜ� ͘ˏțʑ�Ǣʅ� ɇ˪͎˕ʭ� ̥˃̨�ʃ� ˜Ǜ� ɇ˪˧ˑ�ɠʼ͔Ʊ� ˊ͖� ˋͤˏț ʃ͕��

ǒ̿ȧ�˕˂͔ʮ�͎˕�Ɲ˩ˑ�ˤˏȾɷ�˝ʍ˔�ɶſˑ�˩Ȫ͔Ǜ�Ɯƀˑ�ɟǭț�˽˩͔ʮ�͘

Ʒ�ƱȜ͔Ǜ�ˋͤ˕ǡ�

Ǣˈȿ

͕ʉɇ˪

ɇ˪͎Ʊʻ�Ɲ˩

ƆǑ˩Ȫ� ˝ʍȰ˔�˂ʣț�ɺȿ͔Ʊ�

ǁ˔�ɶſ

㉢ 활동기록형

활동기록형은수학노트를사용하는가장간단한유형에해당하는데, 수학수업에서

그차시의활동만을기록하고마지막에자신의생각을간단하게쓰게함으로써교과

서에제시된활동을통해각차시의내용과문제를학습하게하는유형이다. 다음은

이를도식화해서간단하게제시한것이다.

㉣ 문제풀이중시형

문제풀이 중시형은 문제와 풀이 과정에 초점을 맞춘 수학노트 유형으로, 노트에는

교과서에제시된연습문제와익히기문제를차례대로풀이과정과함께쓰게하고동

시에별도로교사가제시한또는학생스스로만든연습문제를풀이과정과함께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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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간다.이유형은앞서보았던개념강조형이나활동기록형과같이별도로개념이나

활동등을기술하지않으며오직문제와그풀이에만집중하는유형이다.다음그림은

문제풀이위주로수학노트를사용한다고밝힌교사들이설문지에기술한양식이다.

㉤ 문제풀이와스스로의개념정리중시형

이양식은문제풀이를강조하면서동시에그문제에서사용되고있는개념을동시에

생각하도록함으로써단순문제풀이에치우칠수있는문제점을보완하기위한유형

으로, 수학노트를 이용하여 풀이 과정을 적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공간을

별도로지정하여함께기록하는유형이다.

㉥ 교사주도형

지금까지와달리정해진틀이있는것이아니라선별된내용만을노트에기록하는데

주로교사가가장중요하다고생각되는부분만을수학노트에기록하게하는유형이

다. 이 경우 개념이나 교과서 흐름, 활동, 문제 등 어느 한 영역에 초점을 두지 않고

중요한내용이등장할때마다그것을중심으로노트에쓰게한다. 다음그림은이에

해당하는하나의예로제시된각문제마다방법들중심으로기록한노트이다.

일곱번째문항은현재수학노트를사용하고있는상황에서앞으로수학노트를활용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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Ƣɯ�˳ǭͤΗ�

˽ƮƵ˽ʻ�ǣȪ� ˩͛˿�́˕� ˜Ǜ�ƌ˕� ʗǟȈ�ɹɟǲ�ǈ˂Ȱˑ� ǒ̿ʭ�ƱȜ͔Ǜ� ǫ�˳

ț� Ƣɯž�žˡ� ˷ˁ͔ǡƗ� ɶſǱǛ�ɥɦȰˑ� ʃ͕ǒ̿ʭ� ƱȜ͔ƍ�͔Ǜ� ˋͤ˕ǡ ˕�ƕ��

˃� ƆǑ˕ǁ�ƢƝɷ� ͱȨ ͪǰ ɇ˪� ǿ�ʣǚ� ͖� ʴʯʭ�̘˧ˑ� ǵ˽� ʚƗ�˷ˁ͖� ǈ˂˕��� ��

ǿˡ͗�ȂȮǡ�ƪƌˑ� ˷ʏˏț�ǒ̿ʭ�ʒƍ�͖ǡ ǡ˒�ƪȭː� ˕ʭ�͛Ǧ͔Ǜ�͔ǁ˔�ʵț���

˪ʋǲ�ſ�ɇ˪Ȯǡ�ɘɝǼ�˷ʏˏț�ƱȜ͖�ǒ̿˕ǡ�

˘ƚ� ɛ̅�ɇ͚ː� ͢ˢ�ʃ͕ǒ̿ȧ� ɯ˂͔Ɨ�˜Ǜ� ɳͫʭɷ�ʞˏț� ʃ͕ǒ̿ȧ�ͪ˂͔ȕ

Ǜ�ƢɯǼʭƍ�͛˳Ɨ�ʐː�˭ʥˑ�Ʊʆ͔Ǜ�ƌ˕ʬǡ ƪ�ǈ˂Ǽˑ�˩Ȫ͔Ⱦ�ǡ˒Ɲ�ƅǡ�� �

ȶ�̇ʋ�ͪǰˑ�̟ɦ͵�ˤʬǡȾ�̩̉͛˳ʣȈ ǒ̿�ʒǛ�ʎȖ˕�ǜʣǂǡ�� �� �

Ƹ�͓ˁ͖�ǈ˂ʭȰ�ʃ͕�ǒ̿ȧ�ɯ˂͔Ȉ�� ��

ǜ�ƅː�́ɠǡǛ�Ǣˈ˔�̀ɼʭ�ȴ̝�ˋǰˤ˗�ǒ̿˔�ͪ˂˕�͓ˁ͔ǡ�� �

̑˒�͖�ǣƀː�ǒ̿�Ɗɯȧ�ƹƹ͔ƍ�͔Ȉ�� �

˩ȪɝƝ�˩Ȫ�͉˗̿ȧ�ʙǈ͔Ⱦ�ʈʈț�˩Ȫ͛ʠ�͔Ǜ�ɥǤƂ˕�˵ʣǺǡ�� �

͓ƱȰˑ�ˊ͖�ǒ̿�ɯ˂ː�˽ʢ͛ʠ�͖ǡ�� ��

͕ɶǼʭƍ�ǭˆ˕�ǱǛ�Ȱ̰�ʃ͕ǒ̿Ǜ�ɯ˂͛ɣ�ž̥ž�̟ɦ͔ǡ�� ��

˕Ɍ�ǁʻ�˜Ǜ�ˋ˂͖�ǒ̿�ʢʌˑ�˕˂͔Ǜ�ƌǭ�ơ̊ː�ɘɝ˕ǡ�� �

Ƣɯž�Ɩʁ�ƞʏˑ�ž˽Ⱦɷ�ǒ̿ȧ�̮͛̕ʠ�˪ǧț�˩Ȫž�ǳ�ʃ�˜ǡ�� �

ʃ͕ǒ̿Ǜ�͢ˢȧ�ɠƗ�ɯ˂͔Ǜ�ƌ˕�ʗǟȈ�ɌȌȧ�ɠƗ�ɯ˂͔Ǜ�ƌ˕ǡ�� ��

ʃ͕ǒ̿˔�ͤʌʭ�˽ǁ̥ƍ�ʨȶ˕˽�ȮȈ�� �

는교사들에게해주고싶은조언을기술하는것이었다.그내용들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 매차시활동을충분히적었다면칭찬해주어라. 노트쓰는실력이늘어난다.

- 꼭필요한내용에만수학노트를사용하라.

- 늘같은틀보다는단원의특성에맞춘유동적인노트의활용이필요하다.

- 처음한달간은노트검사를꼼꼼하게하라.

- 정리법과정리포인트를안내하면스스로정리해야하는부담감이줄어든다.

- 필기만을위한노트사용은지양해야한다.

- 학생들에게도움이되는만큼수학노트는사용해볼가치가충분하다.

- 이미나와있는유용한노트양식을이용하는것도괜찮은방법이다.

- 교사가계속관심을가지면서노트를체크해야제대로정리가될수있다.

- 수학노트는현재를보고사용하는것이아니라미래를보고사용하는것이다.

- 수학노트의형식에지나치게얽매이지마라.

수학노트를사용하고있는교사들의조언을살펴보면노트를잘활용하기위한출발점은

첫째,많이칭찬해줘라.둘째,틀에박힌노트정리보다는특성에맞추어노트를사용하며

노트에들어가는내용이적을수록좋다는것으로요약할수있다.즉‘수학노트필기를위한

수학수업’이되지않게하며이를위해서교사들은아이콘으로학습의단계를설명하거나

최소화된요소들 (방법,익히기,약속,문제등)을정해놓고이러한요소들중심으로노트를

정리한다고하였다.또한수학노트검사를꼼꼼하게하는것이필수적이며이는아이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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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부여가될수있으므로노트를적극적으로사용하게하는방법이될수있다고하였다.

5 결론

수학적 쓰기 활동은 수학적 의사소통이 강조되면서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며

여러 선행연구에서 그 장점과 유형을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수학적 쓰기 활동의 하나로

현장교사들의수학노트활용사례를중심으로살펴보았다.

먼저수학노트를사용하는교사들은교류적인쓰기가운데요약하기, 설명하기, 정의하

기, 문제만들기등의방식을노트에사용하고있었고, Nell의해설적쓰기또한많은부분

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표현적인 글쓰기의 자유로운 글쓰기를 수학노트에 사용하고

있는교사들도있었으며마인드맵을이용하여선수학습을하거나단원또는차시의정리,

개념이나원칙의발견등에사용하고있는교사들도있었다.

한편수학노트에대한경험이없는교사들은노트를사용하는방법과노트의유형을가

장궁금해하였으며, 수학교과서나수학익힘책등으로인해수학노트가필요한지에대한

의문을제기하기도하였다. 또한수학노트지도에필요한노트의매뉴얼등수학노트와관

련된정보를접할기회가없어서수학노트를사용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수학노트를 사용하는 중경력과 고경력 교사들은 주로 자신만의 틀을 만들

어서노트를활용하고있었는데, 이들교사들이노트를사용하는방법은각기다른특징을

가지고있으나이를유형화하면개념강조형,교과서흐름형,활동기록형,문제풀이중시형

등으로구분할수가있다. 수학노트사용경험이풍부할수록교사들은이를바탕으로하여

자신이중요하다고생각하는것에초점을맞추어수학노트를정리하고자하였으며,경우에

따라서는 수학 교과서에서 요구하는 학습목표를 충족할 수 있도록 내용을 재구성하여 수

학노트만으로수업을진행하기도하였다. 몇몇교사들은교과서의흐름과수학일기등의

쓰기활동을모두수업시간에할수없기에문제풀이과정은수학노트에쓰고,그에따른자

신의생각은수학일기에쓰도록해서시간을안배하는경우도있었다.본연구에서면담과

설문을통해정리한현장교사들의수학노트활용에대한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수학노트를 사용하지 않는 교사들이 꼽은 수학노트를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

유는 시간부족과 지도방법을 모른다는 것이었다. 둘째, 수학노트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교사들이수학노트를사용하고자할때가장궁금한점은수학노트의형식,노트정리법을

어떻게지도하느냐는것이었다. 셋째, 현재수학노트를사용하고있는교사들은수학노트

를사용하여학생들에게가장많이길러줄수있는능력으로수학적사고력, 계산 능력과

정리하는능력, 의사소통능력등을꼽았다. 넷째, 수학노트를사용하고있는교사들은수

학노트에반드시들어가야하는내용으로단원명,학습문제,풀이과정또는문제해결과정,

개념에 대한 자신의 생각 등을 꼽았다. 다섯째, 저 ·중 ·고 학년 지도에서 아동 발달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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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할때저학년은수학노트를사용하지않거나노트에쓰는부분을최소화하고, 개념이나

계산 알고리즘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반면 고학년으로 갈수록 자신의 생각을 기록할

수있는수학적쓰기방법이요구된다. 여섯째, 학년초수학노트의지도는저경력교사의

경우 예시 공책을 보여주거나 이미 제작된 노트의 틀, 또는 자신이 매시간 노트를 만들어

사용하고있었으나그수가적었고, 중경력이상의교사들은칠판이나실물화상기를통해

서 노트를 학생과 함께 쓰거나 부착형 샘플을 나눠주었다. 특히 고경력 교사들은 학부모

연수에서 노트 쓰는 방법을 지도하여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곱째,

수학노트를사용하고싶은교사들에게해준조언으로가장많은것은수학노트의형식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것이며 아동의 특성 및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게 일단

사용할수있어야한다는것이었다.

본연구의결과를바탕으로수학노트활용에대해몇가지를제언하고자한다.

첫째, 수학노트를사용할때는수학노트를통해아이들에게길러주고자하는능력이무

엇인가를먼저생각해야한다. 수학노트를사용하게되는계기는여러가지가있다. 교사

의필요에의해사용하기도하고연구학교사업의일환으로추진되기도한다. 하지만선생

님들의공통된의견을모아보자면수학노트는수학교과서와마찬가지로수학학습능력을

높이기위한하나의도구이지목적일수없다는것이다.이는수학노트자체를예쁘게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사가 학생에게 길러 주고 싶은 목적이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인지,

문제풀이방법을찾는것인지등을분명하게정하고노트를사용해야수학노트사용에어울

리는성과를거둘수있기때문이다.

둘째, 수학노트의활용을극대화하기위해서는교과서에제시된내용요소를명확하게

할필요가있으며이를위해서는우선적으로교재연구를충실히할수있어야한다.

셋째,저학년이라면기본개념이나알고리즘을,고학년이라면수학적생각을결합한쓰기

활동을많이활용하는것이좋다. 저학년에서노트를사용하고자한다면노트를사용하는

상황을 줄여주는 것이 좋으나 처음 등장하는 개념이나 계산 알고리즘을 스스로 적어보는

습관을가지면이후세로셈의자리맞추기나가로셈의방법등을습관화할수있을것이다.

고학년은사고가발달하고자신의생각을말할수있는능력이필요하므로문제만들기나

수학일기 (자신의생각쓰기)등을활용할수있으며이를통해의사소통능력을기를수있을

것으로생각되어진다.

넷째, 수업시간에수학교과의학습효과를높이기위해수학노트를사용하고자한다면

수학노트사용목적에따라좌우되어야지좌측분할이나균등분할, 4단분할등의형식이나

노트의유형은결코중요하지않다.

다섯째, 수학노트의 사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수학적 쓰기 활동을 같이 하는

것이좋다.수학노트를사용한결과수학적사고력및의사소통능력,정리능력등이좋아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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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응답했으나, 한편수학적쓰기활동을수업시간이외의시간에활용한다면정의적인

측면에서 수학에 대한 흥미와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수학 일기

를일기대신쓰거나평소에수학편지쓰기, 동화속수학찾기등다양한활동을겸하면서

수학노트를사용하면교사가학생에게길러줄수있는다양한능력을한층더발전시킬수

있을것으로생각되어진다.

마지막으로수학노트를사용하는목적이정해졌다면망설이지말고노트를사용할것을

권한다. 교과서 안의 약속하기만 써놓아도 되고 기본 문제만 노트에 풀기 시작해도 된다.

현재수업시간에수학노트를사용하는대부분의교사가한조언은수학노트를부담스럽게

사용하지말라는것이며,분명한목적을가지고사용하다보면자신만의수학노트사용법을

찾을수있다는것이다. 물론학생들에게서도다양한형태가나타날수있다. 결국교사가

수학노트를 사용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할 수만 있다면 노트의 유형이나 형식에 얽매이는

것은지양해야하며, 수학노트를통한수학적쓰기활동의효과를믿고수학적의사소통의

목적과필요성을수업시간에확인하기위해서적극적인수학노트의활용이필요하다고본

연구에참여한현장교사들은면담과설문을통해분명하게말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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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은 수학계를 대변할 능력을 잃었다. 이에 국제적인 의무감을 갖게 된 미국의 스톤 (Stone)을

비롯한수학자들은정치에상관없이모든나라가가입할수있는새 IMU를탄생시킨다.이논문은제2

차세계대전이후에 IMU의재탄생과정과 1950년도의 ICM에서일어난일들을면밀히알아봄으로써

20세기중반의수학계의발전상을연구하고자한다.

S Bo Euk 서보억, A Historical Process Analysis and Extension of Division into
Equal Parts in Middle School Geometry 『중학교기하영역등분할개념에대한수학사적

분석및확장에대한연구』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기하영역에서 다루어지는 등분할 개념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학사적

분석을통해등분할개념에대한확장가능성을탐구한문헌연구이다.중학교기하영역에대한조사를

통해선분의등분할,각의등분할,호의등분할,넓이의등분할개념이다루어지고있음을발견하였다.

이들 네 개의 등분할 개념에 대한 수학사적 분석을 통해 역사적으로 등분할 개념이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선분의 등분할 개념과 각 (호)의 등분할 개념은 방법적

측면에서의확장에대해고찰하였고, 넓이의등분할개념은개념적측면에서의확장에대해탐색하였

다. 본 연구에서제시한등분할에대한수학사적분석및확장에대한분석결과를통해중등학교에서

수학사의효과적활용에대한방향설정이기대된다.

J Yun Sun, K Sung Joon 장윤선, 김성준 A Study on the Usage of Mathematics
Notes in Elementary School Classes 『수학노트활용사례에대한조사연구』

본 연구는 학교수학과 수학적 의사소통을 연계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등학교 현장교사들이 수업에서

사용하고있는수학노트의활용사례를살펴본다. 수학적의사소통은말하기, 듣기, 읽기활동까지를

포괄하지만여기서는수학적쓰기활동,특히수학노트의활용과관련된목적과필요성,유형등에대해

알아본다.이를위해교사들과의면담과서술형설문지를통해수학노트의사용이유,수학노트에담을

내용, 수학노트사용에따른변화등에대한교사들의전반적인식을살펴본다. 본연구는교사들에게

수학적사고력또는계산능력의신장을포함한수학노트의활용효과와그에대한정보제공및수학

노트사용을위한기초자료의제시를목적으로한다.

P SunYong 박선용, A Historical Analysis of Barrow’s Theorem and Its Educa-
tional Implication 『Barrow 정리의 수학사적 분석과 그에 따른 교육적 시사점에 대한 연

구』

이 연구에서는 수학사에 대한 해석학적 관점에서 Barrow 정리의 특징에 대해 분석하고, 현대적인

역사발생적원리에기초해수학적재발명활동을이끄는미적분학교수-학습계열에대해논의한다.

Barrow정리에대한수학사적분석을통해서는,그정리의기하학적특성을드러내고,그정리를다룬

Barrow의 의도에 대해 추측하고, Barrow가 겪은 인식론적 장애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학생들이 ‘적분’과 ‘미분의 역’이 같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 지

향적이고 의미 지향적 교수-학습을 제안하고 현재 학교수학 미적분학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지적하였다.

K Chang Il, L Bong Ju 김창일,이봉주 Mathematics Classroom in Departmental-
ized Classroom System: What are Required for Effective Establishment 『수학과 교과

교실의효율적인환경구성과운영을위한방향탐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