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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사의 관점에서 본 초등수학 수업에서 교구의 의미와 사용 방법 분석*

박 만 구 (서울교육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예비교사들의 관점에서 본 초등

수학 수업에서 교구의 의미와 사용 방법에 대한 실태 및

인식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연구를 위해 1년 동안

75명의 초등예비교사들이 수학 수업에서 교구 활용을 관

찰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초등예비교사들은 수학 수

업에서 교구 사용에 대하여 추상적인 수학 개념을 위한

도구의 의미로 보았고, 집중 관찰의 기회를 통하여 교구

사용의 의미와 역할에 대하여 재인식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교구의 사용은 학습 주제에 따라서 자체 제작한

형태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교구의 사용 시기도 도

입부터 익히기까지 고르게 사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상황

의 제시와 함께 사용하였다. 제언으로, 교육과정이나 교과

서에 보다 적극적으로 교구를 의미 있게 활용하도록 하고,

학교에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생들이 수학 학습에 다른 교과와는 비교할 수 없

을 만큼 많은 시간을 들이지만, 많은 학생들에게 수학

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교과이다. 이는

수학 교과만이 가지는 특징에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

는데, 이것 중의 하나로 수학의 개념은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많은 교사들이 어린 아동에게 바둑

돌 한 개에 또 다른 바둑돌 한 개를 보여 주면, 이 아

동이 자연스럽게 1+1=2라고 하는 수학적인 사실을 이

해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학습자가

어떤 수준이나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매우 다

르게 나타날 수 있다. 아무리 초보적인 수학인 1+1=2

라고 할지라도, 일단은 학습자가 하나의 바둑돌을 한

단위에 또 다른 바둑돌을 또 하나의 단위로 인식을 하

여야 한다. 그런데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한 단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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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한 단위를 더하면 두 단위가 된다는 것을 머

릿속에서 ‘만들어내야(構成)’(Steffe & Cobb, 1988; von

Glasersfeld, 1995)만 한다. 즉, 주어진 바둑돌을 보고,

학습자 스스로 머릿속에서 1+1=2라는 생각을 만들어내

야만 한다.

그런데 머릿속에서의 작용에 대한 것은 또 다른 연

구로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아니다. 아무튼, 어린 학

생들에게 수학 학습을 돕기 위해서 많은 교사들이 구

체적인 조작물을 사용하여 추상적인 개념과의 연결을

시도하도록 하고 있다. 수학교육에서 학생들에게 교구

를 활용하는 것이 이들의 수학적인 이해를 돕고 흥미

를 높인다는 연구들이 있다(Aburime, 2007; Akkan,

2012; Baroody & Coslick, 1998; Cockett & Kilgour,

2015; Fennema & Romberg, 1999; Moyer, 2001;

Ojose & Sexton, 2009; Sowell, 1989; 고상숙, 박만구,

한혜숙, 2013; 김성준, 2010; 남승인, 권민성, 2007; 노

선숙, 김민경, 2001; 류선미, 박영희, 2007; 박경자, 이

혜령, 2010; 박만구, 고상숙, 정인철, 김은영, 2010; 박

만구, 문진희, 류점희, 2015; 박현진, 2008; 최은주, 최

창우, 2009).

우리나라의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교육부,

2015)에서도 정보처리를 위하여 적절한 공학도구나 교

구를 선택하고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정보 처리

는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정리, 분석, 활용하고

적절한 공학적 도구나 교구를 선택, 이용하여 자료와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이다(p.4).” 초등수학

뿐만 아니라 중등수학에서도 공학적 도구나 다양한 교

구를 활용하여 “도형을 그리거나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도형의 성질을 추론하고 토론할 수 있게”(p.35)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사실 학년 수준을 막론하고 어떤

교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추상적인 수학적

개념을 학생들이 이해하는데 보다 흥미를 가지고 의미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교수·학습에

서뿐만 아니라 평가에서도 계산기와 같은 공학도구나

다양한 교구의 활용을 통하여 수학적 과정에 대한 평

가를 시도(고상숙, 박만구, 한혜숙, 2013)할 필요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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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실 수학의 본질이나 학생의 특성에 대하여 어떻

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수학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교

수·학습의 양상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장차 학교 현장에서 교사로 수업을 담당할 예비교사들

이 그들의 관점에서 초등학교 수학 수업에서 교구의

사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 초등교사들의 관점에서 본 초

등 수학 수업에서 교구 사용의 의미와 방법에 대한 분

석을 통하여, 초등수학 수업에서 교구의 활용의 의미

와 활용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수학교육에서 교구의 의미 및 활용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한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

고 장기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은

교육학자나 교사들의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연구하면서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그런데 학습은 대

부분 궁극적으로는 학습자의 머릿속에 남아 있는 지식

의 형태로 추상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수학 과목은 그 개념들 자체가 추상성이 어느 교과보

다도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동안 많은 연구

들에서 특히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는 다

양한 형태나 제시 방법을 통한 구체적 조작도구의 사

용이 수학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오래 전부

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있어 왔다(Dienes,

1971; Froebel, 1887; Kamii, 1984; Montessori, 1976;

Norton & Deater-Deckard, 2014; Piaget, 1971; Vico,

1744; 남승인, 권민성, 2007; 류선미, 박영희, 2007; 박

만구, 문진희, 류점희, 2015; 최은주, 최창우, 2009).

수학 학습에서 교구 사용이 학습자의 이해에 미치

는 효과에 대하여 언급한 일반적인 말로, 들으면 잊어

버리고, 보면 기억하며, 자신이 행하면 이해하게 된다

(Spikell, 1993)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구는 주로 손

으로 만지면서 조작해 보는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결

국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추상적인 사고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교구란 일반적으로 구체적 조작물

이나 가상현실의 자료를 포함한 교육적인 목적으로 주

로 손으로 만지면서 유목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조작

물이라고 할 수 있다(Kennedy, 1986, p.6; Moyer,

Bolyard, & Spikell, 2002, p. 373). 본 연구에서의 교구

는 교과서나 활동지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관점으로

학생이나 교사가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형태

의 자료로 정의하였다.

최초의 급진적 구성주의자로 일컬어지는 Vico(1744)

는 만들 수 있다는 것과 알 수 있다는 것과 동일시한

인물이다. 그는 신은 이 세상 만물을 친히 창조하였기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그는 만들 수 있음과 이해할 수 있음

을 동일시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라 수학을 학습하는

과정에서도 학생들로 하여금 가능한 자신의 생각대로

조작해 보고 만들어 보는 활동(Constructive activities)

을 하도록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유아교육 분야에서 교구 활용을 강조한 학

자로, Froebel(1887)과 Montessori(1976)는 손을 사용하

는 활동이 유아나 어린 학생들의 추상적인 사고의 활

동을 촉진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유아

및 어린 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목적의 교구를 수준별

로 제작하여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는 구체적 조작 활

동은 자연스럽게 학습자들의 사고를 촉진할 뿐만 아니

라 서로 간의 대화 그리고 표현활동도 활발하게 한다

고 보았다. 특히, 유아들이 구체적 조작을 가지고 활동

을 할 때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구체물에서 추상적인 사고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 인지 발달을 자연스럽게 촉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Dienes(1971)의 지각

적 다양성의 원리나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와 그리고

Bruner(1966)의 EIS(Enactive, Iconic, and Symbolic)이

론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수학교육에서도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의 교구

를 수학 교수·학습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

하기도 하였다(Bruner, 1966: Dienes, 1971; Kamii,

1984; Piaget, 1971). 아직도 구체적 조작 도구의 사용

이 학습자의 머릿속에서 어떤 작용을 하게 되어 수학

적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는지에 대한 뇌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임상적으로 효

과가 있음을 제안해 왔다(Montessori, 1976). 최근에는

보다 흥미를 가지고 맥락 안에서 교구를 활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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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과
서

한국
(초등수학교과서
5, 6학년)

미국
(Houghton
Mifflin Math
Level 5, 6)

핀란드
(Laskutaito 5-1,
5-2, 6-1, 6-2)

싱가포르
(Primary
Mathematics
Textbook 5A,
5B, 6A, 6B)

일본
(新しい算数
5上,5下,6上,6下)

집
필

의
도

수학교육의 목표
로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수학적으로 관찰
하고 조직하는 경
험을 통하여 수학
의 기초적인 개
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고자 함.

실세계와의 활발한
상호연결성을 강조
하고, 문제해결 전
략들과 적용하기 상
황들은 학생들이 변
화를 주거나 측정하
는 것과 같은 실생
활에서 행동을 옮기
면서 개념을 학습하
도록 함.

학습자의 경험 세계와
관련성을 높여 수학적
사고의 수학적 모델을
습득하도록 하며, 기초
수의 개념과 연산 능
력을 강화하고, 수학적
개념과 구조를 통합하
는 데 기초가 되는 경
험을 제공하고자 함.

교사의 지도와 학
생의 독립적인 연
습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학생들은
구체적이고 그림이
있는 단계로 시작
하여 추상적인 단
계로 이행하면서
의미 있는 수학을
학습하도록 함.

실생활 상황으로 제시
하여 수학의 기초적인
개념 학습과 적용 방
법 등을 익히기 위한
문제들을 제시하여, 개
념 형성 후 실제 생활
에 사용되는 수학적
상황에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함.

수
학
교
구
및
공
학
도
구

활
용
에

대
한

반
영

구체적인 조작
활동에 기초한 학
습을 강조하고 있
으며, 교과서 편
찬 기본 방향의
내용 선정이나 교
수·학습 과정에서
다양한 교구와 공
학적 도구를 의미
있게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놀이마당이나 탐
구학습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교구
나 공학 도구의
활용을 하도록
함.

NCTM 규준에서
지향하는 교육 공학
의 원리에 따라 공
학 기술은 수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데
필수적이므로, 수학
교실에서 모든 학생
들이 수학 학습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
학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공학
도구 시간’이라는
부분이 교과서에 제
시되어 있으며 문제
해결 결정 과정에서
계산기를 사용하도
록 함.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
게 되는 문제를 효과
적으로 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컴퓨
터 등 다양한 의사소
통의 도구를 수업 과
정에서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를
교과서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타학문과 관련된 다양
한 예를 제시하여 수
학의 힘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공
학도구나 교구를 활용
하도록 함.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 중 기능 요소
에서 수학적 도구
의 사용을 제시하
고 있으며, 수학 교
과서에 이를 반영
하여 적절한 도구
를 활용하도록 하
고 있음.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풍부
한 수학적인 이해
를 하도록 하기 위
하여 학습 개념, 기
술, 과정들을 강화
하는 많은 수학 질
문들 및 교구 활용
하는 활동을 포함
함.

조작활동에 의한 개념
형성을 강조하며 공학
기술은 수학을 학습함
에 있어 하나의 도구
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특정 상황에서 구체적
인 활용 예를 제시함.
단원의 마지막 부분에
단원 학습내용이 실생
활에 사용됨을 보여주
는 더 알아봅시다(も
の知りコ-ナ-)코너와
해봅시다（やってみよ
う）코너가 제기되며,
이 부분에서 공학도구
나 교구를 함께 사용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음.

[표 1] 수학교과서의 교구 및 공학 도구 활용의 반영(김주숙, 김준철, 김해은, 김현숙, 박만구, 2014)

[Table 1] Manipulatives and Technology in Mathematics Textbooks(Kim, Kim, Kim, Kim, & Park, 2014)

도록 하기 위하여 놀이 속에서 그리고 스토리 속에서

교구를 활용하도록 하는 연구들도 있었다(Kamii &

Lewis, 1990; McGrath, 2014). 최근에 수학교육에서 뇌

과학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연구를 하고 있는 Norton과

Deater-Deckard(2014)는 수학 학습에서 학생들이 자연

스럽게 손과 신체를 움직이면서 교구를 활용하는 것은

뇌의 전두엽 세포를 자극하게 함으로써 수학적 사고를

촉진하도록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동안 전 세계의 수학교육의 흐름에 큰 영향을

주어 왔던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Mathematics[NCTM](2000)이나 비교적 최근의 교육과

정 문서인 Common Core State Standards

Initiative(2010)에서도 어린 학생들의 수학 학습에서

추상적인 수학 개념의 학습을 위하여 충분히 구체적인

조작물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교사의 입장에서

좋은 교구를 선택하여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Zbiek,

Heid, Blume와 Dick(2007)은 좋은 교구의 조건으로 다

음 3가지 기준을 제안하였다(p.1176). 즉, 교구가 잠재

적으로 가지는 수학적 속성에 대한 충실한 정도, 사용

자의 인지적 행위의 반영 정도 및 적절한 선택 가능성

정도, 그리고 수학적 학습의 본질과 대응하는 방식으

로 수학적으로 행동하도록 하는지의 정도로 보았다.

이와 함께 나아가 적절한 교구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수학적인 오류를 스스로 발견하도록 돕고, 자신의 오

개념을 교정해 가도록 해야 한다.

수학교육에서의 교구의 활용에 대한 이런 중요성을

반영하여, 각 국에서는 수학교과서에서 이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은 한국, 미국, 핀란드, 싱가

포르와 일본의 교과서에서 교구의 사용을 어떻게 반영

하고 있는지 분석한 것이다. 이 분석에 의하면, 분석한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수학교육의 교육과정이나 수학

교과서에서 공학도구나 교구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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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의 개발에서 2009 개정 초등수학 교과서의 붙임딱

지를 최대한으로 제한하고, 대신에 각 학교에서 학생

들이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구를 구비하여 직

접 활용하도록 하는 방향을 정한 것은 모든 학교에서

교구를 확보해야 한다는 경제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의미 있는 수학교육의 정상화를 향

한 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학교실에서 교구를 사용하지 않

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교구가 없어서’라는 것(고상

숙, 박만구, 한혜숙, 2013)으로, 우선적으로는 교구 구

입에 대한 예산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류선

미, 박영희(2007)의 제안처럼 교구 활용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사 연수 및 교구 활용에 대한

활용 가능한 DB를 구축하여 교사들이 편리하게 활용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교구의 사용에 대한 교사의 인식

수학 수업의 방식이나 질은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

의 교수학적인 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CK], Shulman, 1986)이나 신념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서 교구를

활용하도록 권장하더라도 교사가 교실에서 이를 적절

하게 활용하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로 교사들이 수학 수

업에서 교구활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교구 사용

의 의미는 어떠한지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만 한다. 교구 및 매체 등의 활용에 대한 교사의 인식

과 관련된 주요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외 연구로, Quinn(1998)은 대학에서의 교수

법 강의가 초등예비교사들의 교구 사용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다. 연구 결과, 예비

교사들은 수학 수업에서 교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에 대하여 아이디어가 부족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

으며, 대학의 교수법 강좌 과정에서 교구 사용에 대한

더 많은 실습 경험을 가지기를 원한다는 것으로 나타

났다. Hunt, Nipper와 Nash(2011)는 78명의 예비교사

들을 대상으로 3년 동안 분수 등을 학습하는데 컴퓨터

가상현실 도구와 구체적인 교구의 사용 중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이 교사들 중에

서 76%가 가상현실 프로그램보다 구체적 조작물이 사

용하기 편리하다고 하였으며, 82%가 구체적 조작물의

사용이 가상현실보다 수학적 개념을 이해하는데 더 도

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들 두 연구로 볼 때, 예비교사

들에게 구체적 조작물을 활용한 교구에 대한 보다 체

계적인 지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Yuan과 Lee(2012)는 대만의 250명의 초등학교 교사

들이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 ICT 교구를 사용한 것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는데, 인식에 있어서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교실에 데이터 프로

젝터와 같은 공학도구가 있는 교사들은 수학 교수·학

습에서 공학도구의 사용의 가능성과 보조적인 도구로

의 사용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였

다. Golafshani(2013)는 4명의 9학년 수학교사를 대상

으로 20주 동안 교구를 활용한 수학 수업을 하도록 하

면서 교사들이 교구의 사용에 대하여 가지는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특별히 수학을 학습하는데 어

려움을 가지는 학생들에게 성취도 향상에 효과가 있었

고, 가장 큰 효과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학습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또한 교사들은 수학 수업에서 교구의 사용이 학생들의

성취도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

식하고 있었다. 연구자는 교사들의 수학 수업과 교구

사용에 대한 신념이 수학 교수·학습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연구들로부터 교사가 교구와 관련하

여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가 수학 수업에서 교구

사용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과 장차 이

들이 수학 수업에서 교구를 어떻게 활용하게 될지에

대하여 많은 영향을 주게 됨을 알 수 있다.

노선숙, 김민경(2001)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수 매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수학 수업에서 초등학교 교사

는 교사용지도서를, 고등학교 교사들은 참고서를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경우 수업

시간에 구체적 조작물과 시청각 자료를 사용해 본 경

험이 있는 경우에 스스로 컴퓨터 등 기자재를 많이

사용하고, 학부모들은 문제집과 자습서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교육기자재는 구체적 조작물, 시청각 자료,

계산기,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PC 통신자료 순서로 많

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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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생들 모두 기자재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

에 수학 교수·학습에서 기자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고상숙, 박만구, 한혜숙 (2013)은 교구 및 공학 도구

를 활용한 수학교육에서 과정 중심의 평가에 대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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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교사들의 교구 및 공

학 도구의 활용 및 평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수학적 과정중심 평가를 위하여 교구나 공

학도구의 활용을 허용할 경우, 교사들은 연구보고서,

프로젝트, 토론법 등의 다양한 대안 평가 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교구나

공학 도구를 활용한 수학적 과정중심 평가 방법은 학

생들의 학습 상태를 보다 정확하고 종합적으로 파악하

는데 기여할 수 있고, 수학과 교수·학습에서 다양한 교

구나 공학 도구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연구를 통하여 교사가 수학 시간에 교구를

사용하는 것이 학생들의 수학적인 능력에 수학적으로

어떤 잠재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지와 교구의 실제 활

용에 대한 시도를 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주게 됨을 알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를 알아보기 위하

여 수업의 과정에서 공학도구나 교구를 활용하여 평가

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경험을 통하여 확인해 보지 않

고는 교사가 이를 시도해 보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 조작물의 교구에 대한 연구와 함께

앞으로 공학의 발전을 고려해 볼 때, 컴퓨터 프로그램

을 활용한 가상현실의 교구에 대한 연구를 보다 심층

적으로 해 갈 필요가 있다(Loong, 2014; Moyer-

packenham, Baker, Westenskow, Anderson,

Shumway, Rodzon & Jordan, 2013; Sarama &

Clements, 2009). 그리고 수학 수업에서 교구의 사용과

관련하여 부진아에서 영재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수준

에 대한 연구(예를 들면, 이주용, 최재호, 2013)와 여러

유형의 교구를 가지고 그 효과성 등을 알아보는 연구

(예를 들면, 김성준, 2010; 박만구, 고상숙, 정인철, 김

은영, 2010), 그리고 놀이나 게임 등과 연계한 교구의

사용(예를 들면, Hildebrandt, 1998; Kamii &

Rummelsburg, 2008; 박경자, 이혜령, 2010) 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갈 필요가 있다.

Ⅲ. 연구방법

이 연구는 예비교사들의 눈으로 수학 수업을 관찰

하면서 자연적인 탐구(Lincoln & Guba, 1985)를 하도

록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사전에 예비교사들에게

수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수업에서 교구 사용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관찰 중이나 관찰 후에 수학 수업에서 교구 사용의 구

체적인 방법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여 교구 사용에 대

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고, 기술한

내용과 심층면담 내용을 수집, 분석하였다.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실습학교에서 수학 수업을 관

찰한 예비교사 75명이다. 수업은 수업의 빈도의 제한

으로, 관찰했던 수학 수업은 지도교사의 수업보다는

예비교사들의 수업이 많았고, 교사의 분포상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많았다.

[표 2] 수업자 및 학교의 배경

[Table 2] Background Information of the Lessons

수업 담당 교사
학교
위치

관찰
학년

성
별 남 (11명) 여 (64명)

강남구
(8명,11%)
서초구
(5명,7%)
동작구
(2명,3%)
강서구
(4명,5%)
강동구
(6명,8%)
마포구
(4명,5%)
종로구
(9명,12%)
양천구
(9명,12%)
성동구
(4명5%)
성북구
(7명,9%)
광진구
(7명,9%)
노원구
(8명,11%)
중랑구
(2명,3%)

1 학년
(14,
19%)
2 학년
(13,
17%)
3 학년
(12,
16%)
4 학년
(13,
17%)
5 학년
(12,
16%)
6 학년
(11,
15%)

경
력

예
비
교
사

5
년
미
만

5
년
이
상
10
년
미
만

10
년
이
상
20
미
만

20
년
이
상

예
비
교
사

5
년
미
만

5
년
이
상
10
년
미
만

10
년
이
상
20
미
만

20
년
이
상

4 0 2 3 2 26 0 5 25 8

계: 75 명

[표 2]는 수학 수업을 담당했던 실습학교의 교사 또

는 예비교사와 학교에 대한 정보이다. 같은 학교에서

동일한 수업을 관찰한 경우가 6 차시 수업이 있었으나,

관찰자가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모든 수업을

자료 수집의 대상으로 하였다.

수업을 관찰했던 예비교사들은 서울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들로 2주간의 실습 동안에 지도

교사의 수업이나 동료 예비교사들의 수업을 관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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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요소 교구 요소의 내용

교구의 의미

및 역할

해당 학습 목표와 연계한 해당 교구

의 의미 및 역할에 대한 기술

교구 사용

에피소드

예비교사들이 선정한 수업 중 에피

소드와 그 분석 내용

교구 사용에 대한

예비교사 관점

예비교사의 관점에서 본 교구 사용

에 대한 관점과 의견

사용 교구 종류
수학 수업에서 사용한 교구의 종류

및 유형

교구 사용 시기

제작 방식

교구 사용 시기(도입, 전개, 정리) 및

기성품 또는 자체 제작 교구

다. 이들은 수학교육의 실제 강의를 수강하는 영어교

육 심화 과정 전공자 24명, 윤리교육 심화과정 전공자

27명, 그리고 컴퓨터교육 심화과정 전공자 24명으로

모두 75명이었다. 이들은 순수 수학 중에서 대수학 강

의를 2학점 수강하였고, 수학교육의 이론적 기초에 대

하여 2학점을 이수한 학생들이었다. 이들은 이미 2학

년과 3학년 때 한 차례 또는 두 차례의 실습을 한 경

험이 있었다. 관찰자의 역할을 한 예비교사들도 2주간

의 실습에서 3차시에서 6차시의 수업을 하였다.

2.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2주 동안의 수업 실습 중 예비교사

들이 관찰한 75개의 수학 수업에서 교구를 어떻게 활

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층 관찰 후, 자신들의 견해

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기본적

인 수업자와 학교의 정보 외에 수학 수업에 대한 관찰

중, 교구의 사용과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사

항을 수업 관찰 전에 숙지를 하고 수업을 관찰하도록

하였다. 집중 관찰 항목으로는 각 수업은 허락을 득한

후 녹음을 하여 스크립트를 작성한 후, 교구 사용에서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곳은 제시하고 설명하

도록 함으로써 관찰자의 관점에서 교구 사용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았고, 사용 교구의 종류, 사용교구의 제

작 방식, 교구 사용의 방법 (도입 시기 및 방법, 교구

의 역할, 특이사항), 수업 평가회에서 의견, 그리고 부

가적인 정보 수집을 위하여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

을 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들의 관점에서 수학 수업을

미리 지정하여 교구의 사용에 집중하여 각 해당 수업

에서 교구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관찰한 것에 대하

여 자유롭게 기술한 내용을 질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이 방법은 예비교사의 관점에서 있는 현상을 그대로

보기 위한 것(Patton, 2001, p. 39)으로, 실제 수업이 진

행되는데 동안 관찰자는 수업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

고 순수한 관찰자로 있으면서 현상을 그대로 기술하는

것(Golafshani, 2003, p. 600)이다.

[표 3] 수학 수업에서 교구 사용에 대한 분석 요소

[Table 3] Analysis factors of Manipulatives in

Mathematics Lessons

이 연구에서 예비교사들은 기본 관찰 지침 사항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분석은 [표 3]

과 같은 분석 요소를 중심으로 심층면담에서는 반구조

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에서 답한 것을

유형별로 정리하였다. 자료의 분석 요소는 다음과 같

다.

IV. 연구결과

연구 결과 수학 수업에서 교구 사용에 대한 예비교

사들의 의견, 사용 교구 및 제작 방식, 교구 사용 시기

및 방법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수학 수업에서 교구 사용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의견

가. 교구의 의미 및 역할

관찰자들은 수업에서 교구 사용의 의미로는 구체물

에서 추상으로 가는 중간의 매개체로, 동기유발과 흥

미 진작 및 수학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보

았다. 관찰한 대부분의 수업에서 교사들은 교구를 학

생들에게 흥미를 가지도록 스토리텔링 방식이나 친숙

한 상황과 함께 제시하였다. 그리고 교구 활용 활동에

서는 게임의 상황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학생

들은 구체적 조작물 형태의 교구를 손으로 만져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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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학생들과 활동하는 것 자체를 즐거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찰자들은 교구 활동의 가장 중요한 목적

으로 수학 개념의 이해(Post, 1981)나 기능의 숙달을

위한 것으로 보았다. 관찰자들은 중요한 것은 교사들

이 수학 수업에서 교구의 사용에 대하여 어느 시기에

어떻게 교구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학습하도록 하느냐

에 있다고 보았다. 즉, 교구의 조작 활동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수학적 사고력과 어떻게 의미 있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연구 결과 예비교사들은 심층적인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수학 수업에서 교구 사용의 의미를 보다 다양

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으로 보았다. 그

리고 교구 관찰 및 분석의 기회를 통하여 단순히 교구

를 구체적 조작도구라는 의미에서 학생들이 수학 학습

에서 추상화 과정을 돕는 보다 정교한 역할에 대하여

재인식하는 기회가 되었다.

나. 수학 수업 관찰에서 교구 사용의 사용에 대한 의견

수학 수업에서 교구 사용에 대하여 관찰한 후 진술

한 내용을 중심으로, 예비교사들의 의견을 교구 사용

시 겪는 어려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 사전

실험의 필요성, 교구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예

측하기로 정리하였다.

1) 교구재의 적용시 학생들이 겪는 조작이나 시간

지체의 어려움

시간과 시각의 차이를 알도록 하는 차시에서 “몸으

로 직접 시계판을 조작하도록 한 것은 좋았으나 아이

들이 이해하는데 힘들어하는 점이 있었고, 활동시간이

짧았다”와 같이 지적하였다. 관찰을 통하여 예비교사는

교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학생의 교구 조작의 어려움

과 시간이 예상보다 많이 소요되었다고 기술하였다.

특히, 예비교사 중에도 개별 교구의 사용이 필요한 경

우는 반드시 각 개인이 하나씩 가지고 활동해 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관찰한 수업에서 반 전체가

각자 한 교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의 집중력이

높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교사는 교구의 사용에서 시

간의 소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교구별로 활용의 특성

상 개인별로, 짝으로, 또는 모둠으로 활동해야 효과적

인지 어떤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2) 원래 목적이나 의도와는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

교구를 사용할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로,

이는 교사가 학생들의 수준을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이 경우 교구의 사용이 학생들에게 별

의미가 없는 경우가 된다. 예를 들어, “명화를 이용한

활동은 활동을 설명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고,

학생들이 이해하기도 힘들어해서 아쉬웠다”고 지적하

였다. 예비교사들은 교구 수업 관찰에서 필요한 세심

한 계획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기도 하였다.

“모둠별로 선생님이 정해준 들이만큼 남기도록 모둠원

들이 물을 마시는 활동을 했는데, 아이들이 원래 목적

인 양감을 기르는데 보다는 게임 자체에 치중하는 경

향이 있었다. 개별 활동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

다.” 그리고 교구 활용에서 모둠활동의 경우 일부 우수

한 학생들만 주도하거나, 목적 이외의 활동으로 변질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계획할 필요가 있다.

3) 사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은 경우

교구의 활용에서 실험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 예상

과는 다르게 교구 자체의 오작동 등에서 생기는 문제,

시간 사용의 문제점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관찰한 수

업에서 처음에는 교구 사용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여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종이컵에 물

을 담아서 하는 활동의 경우 후반부에는 종이컵이 물

에 젖어서 어려움이 있었고, 암호해독의 교구 활용 수

업의 경우 학생들 간의 수준차가 심하여 너무 빨리 해

결하거나 또는 너무 느려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때때로 수학적 사고 자체보다는 교구재 자체를

다루는데 집중하고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메타 인지적

이동 현상도 생겼다.

4) 교사가 교구 사용시 발생하는 문제를 미리 예측

하고 대비해야 하는 경우

교사는 교구 사용 시에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미리

예측하여 이를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예

를 들면, 사진자료 중 학생들의 얼굴을 이용해야 하는

자료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얼굴을 활용한 대칭의 규칙

보다는 오히려 사진에만 집중하게 되어 원래의 목적에

서 벗어난 활동이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프로

젝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활동의 경우 사전에 기기에

대한 작동 방법이나 오류시 처리 방법에 대한 숙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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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미러링

기능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활동을 보여 주는 수업에서,

화면이 계속 꺼져 아이들의 집중이 분산되었던 점을

지적하였다. 교사는 기계 작동의 경우, 미리 점검을 하

여 실제 수업에서 오작동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심층면담에서 교구 사용에 대한 의견

심층면담에서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교구가 본래

의 수학적인 개념이나 기능을 익히도록 하는데 부적절

한 경우를 예로 들었다. 교구를 활용한 수학 수업에서

놀이를 활용한 것은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지만 분수

의 개념이나 연산에 대한 기능을 익히기에는 오히려

부족한 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예를 들어, 단

위 넓이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해야 하는 차시에서

도입한 땅따먹기 활동은 수업의 목표에서 벗어난 것으

로 학생들로 하여금 본래의 단위 넓이의 필요성을 이

해하도록 이끄는데 실패하였다고 비판하였다.

교구를 활용하는 짝 활동이나 모둠 활동의 경우, 우

수한 학생이 주도하지 않고 골고루 역할 분담을 하여

모든 구성원들에게 교구 활용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가위바위보 등

을 하여 이긴 사람이 계속하여 활동을 하게 하는 놀이

를 병행한 교구의 활용 수업에서 계속 이기지 못한 학

생은 교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는 문제점

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교구를 활용한 수학 수업의 경우, 미리 실행을 해

본 후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줄여가야 할 필요가 있음

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한 예비교사의 경우, 교사가 구

상한 수업을 시간이 부족하여 충분히 구현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수업의 경우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시간 분배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개인차나 활동을 끝낸 이후의 후속적인 학습이

나 확장적인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그 예로, 칠판에 붙인 구체적 조작물이 아이들의 집중

을 이끌어낼 수 있었으나, 학생들이 조작물을 다 쓴

후, 어떻게 정리해야하는지에 대한 지도가 없어서 그

냥 장난감처럼 갖고 노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먼저 활동을 끝낸 학생들이 가만히 다른 친구

들을 기다리기보다는 활동을 더 준비하여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에 맞는 활동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교구 활용에서 유의해야 할 것으로, 시간 사용에 대

한 고려와 오작동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이라고 보

았다. 수학 수업에서 교구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

는 것은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거나 수학 개념 이해

에 도움이 되기는 하나 시간이 부족하여 소기의 목적

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였다. 예

를 들어, 2학년의 길이재기 차시에서 임금님 옷을 재

단하는 데 사용한 교구는 매우 훌륭해서 교생 일동이

감탄한 것이 인상적이었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학생들

이 골고루 충분히 이 자료를 활용하지 못했다고 설명

하였다. 그리고 교구나 기기가 의도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시간의 낭비나 의도한 수업을 진

행하기 어려웠던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특히 공학 도

구를 활용하는 경우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사항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기의 오작동의 경우를

대비하여 대안적인 활동이나 대체 교구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학 수업에서 교구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

행하고자 할 때, 해당 교구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와

각 교사 자신이 교구를 제작하여 사용하려고 할 때 시

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도 지적하였다. 더 근본적

인 문제로는 예비교사들 자신이 의미 있는 수학 수업

을 위하여 보다 풍부한 의미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교

구의 선택과 사용 방법 그리고 교구로 학생들을 수학

적인 아이디어를 추상화로 어떻게 유연하게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미흡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은 수학 수업에서 교구의 활용에 대해 심층적으로 관

찰해 본 것은, 교구의 활용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학

학습에 막연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에 대한 반성

을 하도록 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많은 예비

교사들이 그 동안 실습 중 여러 번의 수업을 했으나

교구활용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새롭게 생각해 보는 계

기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라. 예비교사와 경력교사의 교구 사용에 대한 의견

예비교사와 경력교사들이 수업에서 교구를 사용하

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예비교사들은 학생들의 흥미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경력이 있는 실습학교 교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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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의 선정에서 수학적인 의미를 보다 더 많이 고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비교사들에게 가장 어

려운 점의 하나로 주어진 학습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

여 무슨 교구를 어떤 방법으로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의 부재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수학교사가 수

학 수업을 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만큼이나 복잡하

고, 그런 지식과 실행 능력을 갖추는 것이 어려운 일

이다. 그러나 예비교사들에게 수업에서 교구의 활용에

대한 심층적인 관찰을 하도록 한 것은 예비교사들로

하여금 수학 수업에 대하여 보다 세밀한 관점에서 고

민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이

들은 교구 사용에서의 경력이 많은 교사들이 보다 흥

미를 가지고 교구를 활용한 점 등을 좋았던 점으로 지

적하였다. 그리고 수학 수업에서 교구의 활용에 대하

여 관찰하고 분석하면서 교구의 특성과 수학적 의미

간의 연계성이나 학생들의 탐구 및 확장성 등에 대한

보다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수학 수업

에서 교구 사용의 의미를 재고하는 기회를 가졌다.

마. 주요 에피소드를 통해 본 교구 사용에 대한 의견

예비교사들이 수학 수업을 관찰한 몇 에피소드를

통하여 수학 수업에서 교구 사용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과 관점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에피소드에서 T

는 교사, S는 학생을 의미한다. 각 에피소드는 연구자

의 입장에서 대표적인 관점에 대한 것으로 언급했으나

다른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에피소드 1: 수학적 추상화를 위한 교구의 역할

T: 자 빨간색 막대 한 개는 얼마를 나타내지요?

S: 10입니다.

T: 그렇다면 빨간색 막대가 3개가 있다면 이 막대는 얼마를 나타내

는 건가요?

S: 30입니다.

T: 그렇다면 연결큐브로 계산할 때에는 색 막대와 비교해보면 어떤

점이 편리할까요?

S: 뺄셈을 할 때, 받아 내림을 하지 않고 직접 개수만큼 덜어내면 답

이 나옵니다.

T: 조금 전에 연결큐브로 수를 나타낼 때보다 어떤 점이 편리할까

요?

S: 연결 큐브는 수가 적을 때는 수로 나타내기 쉬우나 수가 커질수

록 많은 양의 연결 큐브가 필요합니다.

이 수업은 2학년의 덧셈과 뺄셈에 관한 것으로, 이

수업을 관찰한 예비교사는 학생들에게 연결큐브와 퀴

즈네어 색 막대를 교구로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자릿값

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하도록 도운 발문으로 보았다.

교사는 학생들이 자릿값의 개념이 추상화되기 전의 단

계를 연결큐브로 조작해 볼 수 있도록 하여 두 교구의

조작 과정에서 수학적 추상화를 하도록 하였다. 이 에

피소드에서, 학습자가 뺄셈을 할 때 받아내림의 과정

에서 십의 자리의 막대 1개가 일의 자리의 막대 10개

와 같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학

생들로 하여금 그 의미를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함으로써 받아내림하는 뺄셈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T: 칠판에 8등분 된 원 모형 조각을 서로 어긋나게 붙여 놓습니

다. 어떤 모양에 가깝나요?

S: 평행사변형 모양과 닮았습니다.

T: 16등분 된 원 모형 조각을 서로 어긋나게 붙여 봅시다. 어떤

도형의 모습과 같은가요?

S: 평행사변형 모양과 같습니다.

T: 8등분과 16등분한 것은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S: 16등분 된 조각이 8등분한 것보다 더 평행사변형의 모양과

같습니다.

이 수업은 6학년의 원주율에 관한 것으로, 본 차시

에서 교구의 역할은 원을 계속하여 잘게 잘라감으로써

원이 평행사변형 그리고 직사각형에 가까워짐을 직관

적이고 수학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직접 원의 조각을 붙여 가면서 원이 평행사변형 모양

이 되고, 계속 잘라 가면 결국 직사각형의 모양이 됨

을 이해하게 된다. 학생들은 구체적 조작물을 가지고

하는 활동을 통해 원의 넓이 공식을 유도하는 추상적

인 개념을 조금 더 반성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으로 교구의 역할을 추상화로 가는 ‘다리’ 역할

로 보았다.

특히, 이 수업은 참관한 교생이 32명이었는데 이들

을 이용하여 32등분된 원을 붙여보는 활동을 계획한

모습도 참신하고 인상적으로 보았다. 이는 수업의 즉

흥성이 수업을 더 활기 있고 현실감 있게 만드는 것을

나타내는 장면으로 지적하였다. 수업은 지도안에 짜

놓은 대로 실행하기보다는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즉흥

적인 변주를 하는 연주와도 같다고 할 수 있다.

예비교사들은 수학 수업에서 교구 사용에 집중함으

로써, 이전에는 교구가 단순히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

하는 구체물 정도로 생각했던 인식을 바꾸어 교구가



박 만 구70

수학 교수·학습에서 하는 추상화로 과정에서의 역할에

대하여 보다 세밀하게 반성해 보도록 하는 기회를 제

공하였다.

에피소드 2: 상황과 함께 교구 제시하기

T: 이제 어림왕을 뽑는 게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림왕에게 이

왕관을 줄 거예요. 선생님이 양을 정해주면 모둠원들이 종이컵에

든 물을 각자 조금씩 마시고 비커에 부어서 그 양을 만드는 거예

요.

(중략)

T: 아까 수업 시작할 때라면 물을 얼마로 맞춰야 한다고 했죠?

S: 500ml입니다.

T: (5번에서 언급한 활동 후) 지금 비커에 물이 담겨 있죠? 이 비커

에 500ml를 맞출 수 있겠죠? 이게 또 게임입니다.

이 수업은 3학년 들이재기에 대한 것으로, 어림왕을

뽑는 게임의 상황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교구의 사

용에서 상황과 함께 교구를 사용하면서 경쟁심을 북돋

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관찰자는 종이컵의 사용은

학생들이 ‘기준’을 세우기에 적합하지 않았고, 오히려

200ml라는 들이를 알고 있는 우유팩이 더 바람직할 것

으로 보았다. 종이컵은 물을 담아 옮기는 과정에서 흐

물거리고 내용물을 쏟기가 쉽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원

활히 조작하는 데 적합한 교구는 아니었다고 판단하였

다. 아무튼, 상황 제시의 핵심은 학생들이 그 상황을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게임 상황에서는 스티커를 주는 등

의 보상이 필요하다.

T: 여러분, 선생님이 수학 박사님과 루트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요.

잘 듣고 루트의 고민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교실 TV를

통해 영상을 틀어준다.) 자, 우리 동영상에서 수학 박사님의 기억

력은 몇 분이었을까요?

S: 80분입니다.

T: 루트는 무엇을 걱정했나요?

S: 박사님 기억이 80분이어서 그 전에 친구가 올 수 있을지 걱정했어

요.

T: 네. 민솔이가 잘 말해주었어요. 그렇다면 루트의 고민을 어떻게 해

결할 수 있을까요?

S: 한 시간이 몇 분인지 알면 됩니다.

T: 맞아요. (교실 TV를 끈다.) 그럼 우리가 오늘 공부할 학습문제를

알아볼까요? (칠판을 가리킨다.)

이 수업은 2학년 시간과 시각에 대한 것으로, 수학

박사님과 루트이야기를 상황으로 제시하였다. 학생들

에게 이야기 속에서 한 시간은 60분이라는 것을 자연

스럽게 생각해 보도록 하였다. 이 활동에서는 두 개의

큰 모형 시계를 사용하였다. 학생들에게 한 시간이 60

분임을 알려주기 위해, 교사는 시계를 5시에 맞춰 놓

고(동기유발의 루트가 박사님 친구에게 전화를 한 시

간) 분침을 1분 단위로 움직이면서 6시가 되기까지 총

몇 분이 걸렸는지를 학생들에게 보여주었다. 교사가

분침을 돌릴 때에는 학생들이 함께 1분씩 소리 내어

세어 보도록 하였다. 관찰자는 상황 속에서 시간의 의

미에 집중하면서 구체적 조작물을 통해 한 시간은 60

분이라는 것을 학생들이 집중하도록 한 것은 학생들에

게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보았다. 스토리와 함

께 도입하는 것은 학생들의 흥미와 함께 맥락 속에서

보다 의미 있는 활동이 되도록 할 수 있다.

에피소드 3: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한 교구 활용하기

T: 여러분, 몬드리안의 이 작품에서 어떠한 색깔이 쓰였나요?

S: 빨강, 파랑, 노랑, 하양, 검정이 쓰였습니다.

(중략)

T: 여러분들 중에 자신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소

개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

S: (손을 든다.)

T: 준형이가 나와서 칠판에 직접 써보면서 친구들에게 소개해보도록

합시다.

(중략)

T: 몬드리안이 이기기 위해서는 몇 번 경쟁해야 하나요?

S: 탈락자가 6명이기 때문에 6명이 발생하기 위해 6번 경쟁해야 합

니다.

T: 강호가 정말 창의적인 방법으로 경우의 수를 구했어요! 강호에게

칭찬의 박수를 쳐줄까요?

S: (칭찬의 박수를 친다.)

관찰한 수학 수업은 6학년의 여러 가지 경우의 수

구하기에 관한 수업이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학

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흥미를 주거나 다른

교과와 연계한 소재를 제시하였다. 이 교사는 수학과

미술을 융합한 소재인 유명한 미술 작가인 몬드리안이

그림을 팔기 위한 과정을 이야기로 만들어서, 여러 가

지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도록 활동지를 만들었다.

먼저 동기유발에서 몬드리안의 대표작을 보여줌으로써

수학 수업이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

였다. 또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을 학

생들이 알 수 있도록 판서를 활용하였으며, 부가적인

정보와 활동 모두를 아우르는 스토리텔링을 들려주기

위해서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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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T: 아빠 어디가 아이들이 바닷가 마을로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어봅시다. 아빠와 아이들은 무엇을 찾

고 있나요?

S: 조개입니다.

T: 각 가족들이 잡은 조개의 수를 그림그래프를 보고 읽어 볼

학생 있나요? 네, 재준이가 읽어봅시다.

S: 김성주 가족은 240개, 성동일 가족은 300개, 류진 가족은

150개, 이종혁 가족은 70개, 윤민수 가족은 80개를

잡았습니다.

T: 이장님이 가장 많은 조개의 수를 잡은 가족에게 상으로 생선

을 준다고 합니다. 누가 가장 많은 생선을 받을까요?

S: 성동일 가족이 제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T: 그렇군요. 그런데 준수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요?

S: 준수네 가족은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조개를 많이 잡는데

불리했기 때문입니다.

T: 그러면 어떻게 상을 주면 좋을까요?

S: 인원수를 고려해서 상을 주어야 합니다.

T: 그렇다면, 이장님은 어떻게 인원수를 고려할지 오늘 수업을

통해 알아봅시다.

이 수업은 5학년 평균에 대한 내용으로, 수업은 학

생들에게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흥미 있는 문제 상황

을 도입하였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구체적인 조작물

대신에 상황을 담은 PPT 자료를 교구로 사용한 예이

다. 상황은 ‘아빠 어디가’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

감나게 제작한 파워포인트 자료를 텔레비전으로 보여

주었다. 관찰자는 프로그램의 화면을 적재적소에 맞게

제작하여서 감탄스러웠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조개의

개수를 표현할 때, 그림그래프의 요소를 따왔기 때문

에 학생들에게 단원의 특성에 맞게 자료를 잘 전달한

것 같다고 하였다. 또한 학생들에게 평균의 유용성을

잘 전달하는 동기유발의 자료로 적절하였다고 분석하

였다. 그리고 좋았던 점으로, 실제로 동그라미를 이동

시켜 맞대어 보도록 함으로써 시각적으로 높이가 같아

진다는 것을 전달한 부분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한 학

생만 색 자석을 이용하여 칠판의 자석을 사용해 본 점

을 아쉽게 생각했다. 그리고 예비교사들은 활동지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지우면서 이동하는 것보다 자석이

더 효과적인 자료이므로 학생들 개인에게 자석을 나눠

주면 좋았을 것 같다고 보았다. 교구의 사용에서도 학

생들의 흥미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학습 내용에 적절한

활용의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에피소드 4: 자율 활동을 포함한 교구 사용하기

T: 모둠별로 선생님이 나누어준 바구니에서 세 개의 물건을 꺼내 길

이를 비교해 봅시다. 기준선이 있어야 하는 것 알고 있죠? 어느

것이 가장 길었나요?

S: 나무젓가락이요!

T: 문장으로 말해 볼 친구? (칠판의 ‘~가 가장 길다’ 붙임딱지를 가리

킨다.

S: 나무젓가락이 가장 길어요.

T: 잘했어요. 무엇이 가장 짧은가요?

S: 지우개요.

T: 잘했어요. 이제 짝과 함께 여러 가지 물건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칠판의 ‘~가 가장 길다’와 ‘~가 가장 짧다’붙임딱지를 가리킨다.)

말해 보세요.

이 수업은 1학년 길이 비교하기에 대한 내용으로,

이 수업에서는 자료를 통해 학습 목표인 ‘길다, 짧다’

등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고 있다. 관찰자

는 학생들에게 타요 버스 자료가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였다. 잘 고안된 스토리텔링을 동반한 자료의

제시는 학생들에게 항상 흥미를 끌 수 있었다. 관찰자

는 1학년 수업의 경우 대부분의 자료에 강한 호기심을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관심이 넘치지 않도록 적당

한 수준의 자료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하였

다. 이 에피소드에서 볼 수 있듯이 교사는 교구를 사

용하면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활동을 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으로 학생들

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가지도록 하며, 수준차가 나는 학생들에게 나

름의 활동을 자신들의 수준에 맞게 해 가도록 한다.

T: 앵그리 버드가 8 마리 있어요. 몇 마리가 더 있어야 10 마리

가 될까요?

S: 2 마리요.

T: 2 마리가 더 있으면 10 마리가 되는지 함께 확인해볼까요?

선생님처럼 열 모으기 판에 2 마리를 더 붙여보세요.

S: (교사를 따라 열 모으기 판의 모든 칸을 채운다.)

T: 잘 했어요. 이제 이 판에 (열 모으기 판을 가리키며) 짝과 함

께 짝이 놓은 것에 얼마를 더 놓으면 되는지 예상하고, 놓아

가면서 확인해 보세요.

이 수업은 1학년의 덧셈과 뺄셈과 관련된 것으로,

학습동기 유발을 위해 손 인형으로 앵그리 버드 이야

기를 들려주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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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인형과 앵그리 버드 스토리 모형을 사용하여 시각

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하였으며, 청각적

인 효과를 고려하여 등장인물에 어울리는 목소리로 이

야기를 들려줌으로써 학생들이 더욱 흥미 있게 듣도록

하였다. 이 에피소드에서도, 어느 정도의 정해진 활동

후에는 각자의 자율에 맡겨진 스스로의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관찰자도 이해의 속도가 다르거나 수행 속

도가 다른 학생들에게 교구 사용 활동에서 그 차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차별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교구를 활용한 수업에서는 수준별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여지를 고려한 활동이 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보충에서부터 심화 활

동까지를 고려해야 한다.

2. 사용 교구 및 제작 방식

본 연구에서 교구는 일반적으로 일컫는 구체적 조

작 도구를 포함하여 수업에서 사용하는 일체의 도구를

모두 포함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교구’의

의미와는 일치하지 않으나 본 연구에서는 수학 수업에

서 사용한 모든 형태의 자료를 보기 위한 교구의 범주

에 넣었다. 수업에서 사용한 교구의 종류는 수업의 목

표와 주제만큼이나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교사가

사용하는 교구와 학생이 사용하는 교구가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었다. 교사는 수업의 도입부에서

동기 유발을 목적으로 주로 상황의 제시를 위해서

PPT(파워포인트), Prezi(프레지), 동영상, 붙임자석, 모

형시계, 그림책, 자료표, 평면도형의 전개도 등을 크게

확대하여 학급 전체에서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제시

하였다. 학생들의 경우는 여러 가지 활동지, 색종이,

색연필, 싸인펜, 숫자카드, 풀, 가위, 컴퍼스, 보드판, 마

커펜, 자, 각도기, 동전모형, 모형시계, 모형판, 시계판,

자석판, 바둑돌, 지우개, 기하판, 수모형, 줄자, 계산판,

계산기, 탱그램, 포스트잇, 도형조각, 싸인펜, 스티커,

골든벨판, 지오보드, 연결큐브, 빨대, 놀이판, 암호문 문

제지, 학습지, 스티커, 암호문 문제지, 라벨지, 색비즈

등으로 학생들이 직접 활동을 하면서 일회용으로 또는

재사용하도록 하였다.

수업에서 사용한 교구의 제작 방식은 [표 4]와 같이

자체 제작(23%), 기성품(9%) 중의 하나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은 자체 제작과 기성품(68%)을 동시

에 사용하는 경우였다. 또한, 지도안에 교구의 활용에

대하여 명기를 한 경우가 95%정도로, 대부분의 교사가

지도안에 교구의 사용에 대한 계획을 명기하였다. 그

리고 활동지를 교구의 한 형태로 사용한 것은 71%였

고, 교과서만을 사용한 수업은 전체의 23%에 그쳤다.

이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공개하는 수업에서 나름대로

제작한 교구를 활용하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현장에서 교사가 자체 제작한 교구를 사용하는 이

유는 수업의 목적에 부합한 교구를 스스로 제작하여

사용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현장에서 적절한 교구의

비치가 어렵고 교사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구

가 부족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표 4] 사용 교구의 종류와 제작 방식

[Table 4] Manipulatives used and Production Types

사용 교구의 종류 제작 방식
교사 학생

자체

제작

기성

품

자체

제작

과 

기성

품

PPT(파워포인트),

Prezi(프레지),

스마트폰, 동영상,

자석, 모형시계,

그림책, 자료표,

평면도형의 

전개도, 색종이,

사진자료, 주사위,

분수막대, 타이머,

플래시카드, 자,

용어카드, 각도기,

실물화상기, 그림,

자석, 분수막대,

스토리텔링자료,

기하판, 주사위,

문제카드, 말판,

분수카드, 수조,

읽기자료, 지시봉,

지오픽스, 보드판,

칭찬스티커,

활동지 등

활동지, 색종이, 색연필,

싸인펜, 숫자카드, 풀, 가위,

컴퍼스, 보드판, 마커펜, 자,

각도기, 동전모형, 모형시계,

모형판, 시계판, 자석판,

바둑돌, 지우개, 기하판,

수모형, 줄자, 계산판, 계산기,

탱그램, 포스트잇, 도형조각,

싸인펜, 스티커, 골든벨판,

지오보드, 연결큐브, 빨대,

놀이판, 암호문 문제지,

학습지, 스티커, 암호문 

문제지, 라벨지, 색비즈,

서브노트, 붙임딱지,

원형분수판, 분수막대,

분수조각, 주사위, 자체제작 

띠종이, 퀴즈바구니,

문제카드, 피자판, 판자석,

퀴즈네어 막대, 연결큐브,

다면체 주사위, 등

17

(23%)

7

(9%)

51

(68%)

3. 교구의 사용 시기 및 사용 방법

수업 중 교구를 어느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살펴

보았는데, 수업자들은 어느 형태로든 한 가지 이상의

교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교구 사용의 시기는 동기유

발을 위하여 수업의 초반부에 도입에만 사용하는 경우

는 나타나지 않았다. 교구를 초반부에 도입하여 본 수

업의 핵심 부분인 전개 단계까지 이끌어 가고, 익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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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활동

⇒

시범 및

설명

⇒

학생 활동

⇒

마무리

활동

스토리텔

링

동영상

등으로

상황

제시하기

교구사용

에 대한

교 사 의

시범 또

는 함께

해 보기

교사의 설

명 후, 개

인별, 짝,

모둠 활동

하기

교구 활동

후 발견한

사실 등 발

표 하 면 서

수학적 연

계성 찾기

[표 5] 교구 사용의 일반적인 절차 및 방법

[Table 5] General Process and Method of Manipulative

Use

단계까지 활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9%). 그리고 전개 단계에서만 사용하는 경우(9%)와

전개 단계와 익히기 단계에서만 사용하는 경우(15%)가

있었다.

수업을 한 교사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교구의 사용

방법을 곧바로 설명하고 조작해 보도록 하기 보다는,

상황이나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도입한 후에 교구를 사

용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면,

ppt자료나 동영상을 준비하여 상황을 제시하고, 교구나

자료를 제시하는 형식(예를 들면, 햇님과 달님 이야기,

축구장에서 사람 교체 장면 이야기, 임금님의 옷 재단

이야기 등)이었다. 그리고 대부분 학생들이 교구를 어

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확대한 그

림이나 큰 모형을 준비하여 미리 시범적으로 보여 주

어 이해하도록 한 후 활동해 보도록 하였다. 예를 들

면, 모형 시계를 이용해 교사가 학생들과 시범적으로

활동해 본 후, 학생들이 각자의 모형 시계를 가지고

개인별로 또는 짝과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곱셈 게임판과 소수카드를 이용하여 소수의 곱셈 게임

을 진행하거나 문제를 풀어 암호를 해독하는 문제를

위한 교구 활동에서도 교사가 한 가지의 사례를 가지

고 같이 한 후, 각자 자신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

였다. 그리고 게임의 방식 안에서 교구를 자연스럽게

사용해 보도록 하기도 하였다(예를 들면, 타요버스 놀

이, 피자토핑 게임, 바둑돌 가르기 게임, 주사위 놀이

등).

교구 사용 방법은 교사와 수업의 목적에 따라서 다

소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문제 상황을 파워

포인트자료나 동영상으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제시한

한 후, 이 문제와 관련한 수학적인 전략에 대하여 논

의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구를 사용하여 확인하거

나 탐구해 보도록 하였다.

물론 교구의 사용 전에 교사가 사용 방법에 대한

시범을 보이거나 학생과 함께 예시 문제를 같이 해 보

았다. 그리고 각 개인별, 짝과 함께, 또는 모둠별로 교

구를 활용한 활동을 하였다. 각 활용이 끝난 후에 각

자 발견한 사실을 발표하고 정리하면서 교구를 사용한

활동과 수학적인 의미를 연계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의

설명으로부터 의미 있는 수학적 반응이 여의치 않은

경우 교사가 주도적으로 설명하거나 이끌어 가는 경우

도 있었다.

교구를 활용하는 목적이나 활동의 성격에 따라서

교구의 활용 방법은 다르게 접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가 교구 사용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시범을 보이는

것은, 학생들이 교구 사용과 교사가 원하는 활동을 정

확히 인지하고 활동을 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

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퀴즈네어 막대와

같이 자유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생들 스스로 규

칙이나 수학적 성질을 발견해 가도록 하는 것도 때로

는 시도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수학 수업의 관찰을 통하여

초등예비교사들의 관점에서 본 교구의 의미와 사용에

대한 실태 및 인식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었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예비교사들의 수학 수업에서 교구 사용의 의

미를 학생들의 흥미 유발과 추상화 과정을 돕기 위한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다. 예비교사들에게

수학 수업에서 교구 활용에 대한 심층적인 관찰 기회

를 갖게 하는 것이 수업 전반이나 교구 사용에 대한

다양한 의미나 관점에 대하여 재고해 볼 수 있는 기회

가 된다. 예비교사들은 자신들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

는 에피소드를 제시하고 그 에피소드가 주는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들이 타자의 수업에 대한 것이라도 교

구 사용이라는 한 관점을 가지고 관찰하면서 분석하는

것은 수업 전체에 대한 방향이나 큰 그림을 가지게 한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교구 사용에 대한 집중 관찰은 교구의 의미와

역할을 재인식하도록 한다. 예비교사들은 교구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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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학습에 도움을 주는 도구라는 피상적인 생

각에서 교구 사용의 의미와 역할에 대하여 재인식하게

되었다. 예비교사들은 수학 교수법 강좌였던 수학교육

의 실제 강좌를 수강하면서 실습 기간 동안에 수학 수

업을 심층 관찰하면서 교구의 활용에 대하여 다시 숙

고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다양한 교구 활용

의 다양한 측면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 또한

Shulman(1986)이 주장한 것처럼 좋은 수학 수업의 실

행을 위해서 다양한 지식(PCK)과 경험이 필요한 부분

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수학 수업에서 사용하는 교구는 차시 주제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사용하고 자체 제작한 교구를

많이 사용한다. 예비교사들이 관찰한 수학 수업에서

사용한 교구는 해당 차시의 수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교사가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사용하거나 시중에서 구

입한 기성품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교사는 수학 수업에서 해당 수업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교구를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하고, 실제 수업에서 교구

활용 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숙지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수학 수업에서 교구 사용은 도입에서 익히기

까지 전반적으로 사용하고, 상황과 함께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의 수학 수업에서 교구 사용 시기

는 동기 유발에서 마지막의 익히기 단계까지 골고루

필요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39%). 교구 사

용의 시기에서는 특별한 시기가 있기보다는 대부분 교

사가 적절한 시기인 학습의 전개 단계에서 수학 학습

을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

구 사용은 스토리텔링 등을 포함한 상황 제시를 한 후

에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구를 활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접근은 특별히 우리나라의 많은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TIMSS and

PIRLS International Study Center, 2014; 최승현, 박상

욱, 황혜정, 2014)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수학과 교육과정이나 수학 교과서에서 교구

사용에 대한 보다 적극적으로 권고를 할 필요가 있다.

교사가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는 정도로는 교사들은

교구를 활용하는데 준비를 해야 하는 현실적인 불편함

으로 인하여 잘 사용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Zbiek et

al.(2007)과 같이 연구에 기반한 교구의 사용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제안이 필요하다. 둘째, 교

구의 활용과 더불어 Schiro(2004)의 시도처럼 수학 개

념의 설명을 위해서 적절한 스토리텔링을 가미하는 것

과 Kato, Honda와 Kamii(2006)의 시도처럼 수학 수업

에서 의미 있는 놀이의 장면에서 교구를 자연스럽게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갈 필요가 있다. 셋째, Quinn(1998)의 연구에서처럼 많

은 예비교사들이 수학 수업에서 교구 활용에 대한 아

이디어 부족을 호소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수학

수업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집의 개발과

현직 교사들에 대한 연수도 필요하다. 넷째, 각 학교마

다 적절한 교구를 비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과

의 경우처럼 필수 비치 목록을 정하여 법령으로 만들

어 학교에서 교구를 비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자료가 있더라도 교실에 학생

이나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교구가 갖추어지지 않으

면 활용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수학체험실을 설치하여 필요시 여러 교구나

자료를 갖추어 놓은 수학체험실에서 교구를 활용한 학

습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실제적으로

행·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므로, 수학

교육자나 교사들이 현장에 기반을 둔 교구 연구와 함

께 이를 근거로 한 계속적인 정책 제안을 해 갈 필요

가 있다. 새로 개정하는 교과서의 큰 방향은 일회용

붙임딱지나 종이 자료보다는 지속적으로 재사용이 가

능한 교구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으로 권장할만하다. 수학교육자나 교사는 수업에서 보

다 의미 있는 교구의 개발과 함께 교사들이 수학 수업

에서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풍부한 예시 자료

를 보다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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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s and perspectives on meanings and use 
of manipulatives in mathematics lessons. For the investigation, the researcher reviewed related literature 
and analyzed the perceptions of preservice teachers on the meanings and use of manipulatives in 
mathematics lessons. The participants were 75 pre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who took a 
teaching practice course at the 1st or the 2nd semester in 2015. These preservice teachers observed 
mathematics lessons for two weeks during the student teaching periods. They were requested to 
observed the use of manipulatives in mathematics lessons and wrote about their ideas on the meanings 
and use of manipulatives. Result of the research was that the perceptions on the meanings and use of 
manipulatives from the preservice teachers' perspectives are as follows. Manipulatives in mathematics 
lessons were self-made or pre-made manufactures. The using time of manipulatives during lessons varies, 
and the teachers provide the manipulatives with contexts. Providing in-depth observation during a 
teaching practice course is allowed opportunities for preservice teachers to reflect their mathematics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in the classroom.  *

* ZDM Classification : U62

* 2000 Mathematics Subject Classification : 97U60

* Key Words : manipulatives, mathematics lesson,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