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國數學敎育學會誌 시리즈 C <初等數學敎育> J. Korea Soc. Math. Ed. Ser. C:

https://doi.org/10.7468/jksmec.2018.21.3.273 Education of Primary School Mathematics

2018. 7. 제 21권, 제 3호, 273-287 July. 2018, Vol. 21, No. 3, 273-287

273

수학수업에서 나타나는 교사와 학생의 가치 변화 양상*

조 수 윤 (이화초등학교)

본 연구는 교사와 학생의 가치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수학학습 가치 설문지를 활용하여 15차시 수업이 진

행되는 과정에서 학생들과 교사의 가치를 4차에 걸쳐 분

석하였다. 그 결과 가치는 개인이 수많은 경험을 거쳐 내

면화된 깊이 있는 판단 양식임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진행

됨에 따라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교사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무조건 강요하기 보다는 학생들이 무엇

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반영하여 자신의 목표를 수정

해 나갔다. 수학적 가치의 경우, 합리주의, 객관주의, 미스

터리는 교사와 학생이 서로 수렴하였고, 통제는 일관되게

유지되었으며, 개방의 경우 교사와 학생모두 상향 하였다.

수학 교육적 가치의 경우에는 이해, 즐거움, 용어, 적용의

경우 서로 수렴하였고, 성취는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또한

교사는 효과적인 수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학생

과의 가치에 대해 협상해 가면서 몇 가지 전략을 사용했

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학습자

중심수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가치가 중

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I. 서론

수학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 중 하나인 TIMSS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2015의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학생들은 높은

성취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이에 비해 정의적 태도영역

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이전 국

제비교 연구에서 꾸준히 지적되어오고 있다(김선희,

2013; 김수진 외, 2012). 이런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

역의 괴리는 수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가치인식이

인지적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존의 연구결과

와는 상반된 것이기 때문에 두 영역 사이의 관계에 새

로운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S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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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Seah(2005)는 한국과 같은 아시아계 나라에서 이런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의 괴리가 나타나는 것에

착안하여 특정 문화나 관습이 수학학습양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그는 수학교육의 문화적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 수학학습을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분석

한 Bishop(1988)의 연구를 바탕으로 각 문화를 대변하

는 가치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영국의 너필드 재단(Nuffield Foundation)에서도 수

학과 관련된 500여개 최근의 연구를 바탕으로 수학에

서 학생들의 높은 성취는 특수한 교육 접근보다는 학

생들이 수학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관련이 깊다

는 것을 밝혀냈다(Askew, Hodgen, Hossain, &

Bretscher, 2010).

즉, 가치는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을 아우르는

수학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며, 수업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의 가치를 바로 아는 것이 효율적인 수학

수업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Bishop,

Clarkson, Seah 등은 2000년도에 들어와 ‘Values and

Mathematics Project(VAMP)’ 시작해 가치가 교사의

수업과 학생들의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

기 시작했다. VAMP의 한 부분으로 Seah는 수학수업

에서 가치의 영향을 분석하는 ‘Third Wave Project’를

시작했다.

‘Third Wave Project’아래 실행된 여러 연구를 통해

가치는 의도적 변인(volitional variable)으로서 학생들

이 실제 수학학습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

요인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인지적 영역인 많은 지식

과 높은 지능, 그리고 정의적 영역인 수학에 대한 긍

정적 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동으로 직접

적적으로 연결해 주는 것은 가치인 것이다.

가치이전에도 수학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비슷한 요

인으로서 신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신념은

정의적 영역의 한 부분으로 고려되었다. 신념은 개인

의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대상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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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인식 외부 사회 구성원

가치관 내부 학습자

[표 1] 가치에 대한 두 가지 관점

[Table 1] Two Kinds of Perspective in Values

믿음을 의미한다(Ernest, 1989).

일상생활에서 가치와 신념은 구분 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경험을 통해 내면화했다는 측면과 대상

에 대한 일관성 있는 믿음은 가치와 매우 흡사한 면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신념과 가치를 동일 개념으로 보

는 것은 가치의 행동 지향적 특성을 축소시키는 결과

를 가져온다. 신념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개인이 인

식하고 있는 신념과 행동으로 드러난 신념 사이의 차

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김부미, 2012). 예를

들어 학습자중심수업을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

지만 실제로 자신의 수업에서는 교사 중심수업을 실행

하고 있을 수 도 있다는 것이다.

가치는 신념 중에서 보다 행동의존적인 것으로 개

인이 가지고 있는 판단기재로 볼 수 있다(Seah, 2005).

가치의 행동지향적인 측면으로 인해 수업에서 학생들

의 가치를 파악하는 것은 성공적인 수업으로 이끄는

매우 중요한 열쇠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가치에 따라

학습에 참여하는 정도가 다를 것이다. 또한 교사는 교

사의 가치에 따라 수업을 설계할 것이다. 이 두 주체

의 가치가 서로 다르다면 그 수업은 초점이 없이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수업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수업 설계를 할 때, 학생

들의 배경지식이나, 수학에 대한 태도를 참고하는 경

우는 있었지만 가치를 조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조수윤, 2017). 위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가치가 수학

학습의 핵심적 요인이라면 당연히 학생들의 가치를 수

업의 중요한 변인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교사는 자신

의 가치와 학생들의 가치를 인식하고, 효과적인 수학

수업으로 이끌기 위해 두 주체의 가치 차이를 조정하

기 위한 노력을 기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자신과 학생의 가치를 인식

했을 때,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그 가치가 어떻게 변

화하는 지 살펴보고, 가치를 수학수업에서 어떻게 활

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수학교육에서의 가치

가치는 일상용어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수학교

육 연구에서도 가치를 명확한 정의 없이 연구자마다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가치의 의미를 보다 명

확하게 살펴보기 위해 함께 쓰이는 용어를 살펴보면,

‘가치 인식’이나 ‘가치관’ 등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용어는 인식 대상에서 큰 차이가 난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가치 인식’에서 가치는 인식해야할 대상

으로서 인식 주체의 외부에 존재하는 객체의 특성으로

볼 수 있지만 ‘가치관’에서의 가치는 외부 세상을 바라

보는 개인 내부의 관점이나 판단기제로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가치에 대한 대부분 연구는 ‘가

치 인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강미선, 이종희,

2016; 김부미, 2012; 김수진, 김경희, 박지현, 2014). 즉,

가치를 개인이 구성한 인간 내부의 사고방식이나 관념

으로 보기 보다는 외부에 있는 대상의 유용성이나 도

구성을 의미하는 것이 주가 되어왔다. 국가 교육과정

에서도 수학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수학의 가치를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인 ‘실

용적 가치’, 사고력과 논리를 발달시킬 수 있다는 의미

인 ‘도야적 가치’, 수학 자체의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심미적 가치’, 수학이 수용하고 전달해 가야하는 문화

라는 의미인 ‘문화적 가치’로 제시했으며(교육부, 1997),

이후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도 가치는 학습자 보다는 수

학이라는 학문이 가치는 특징이나 본질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수학교육에서 가치를 대상이 가지는 본질

이나 유용성으로 보는 입장은 TIMSS와 같은 국제 성

취도 비교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TIMSS 2015의

정의적 검사 문항 중 수학에 대한 가치는 수학을 학습

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반해 Bishop(1988)은 ‘가치관’의 의미로 가치를

연구했다. 가치를 개인 내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선택

이 필요한 상황에서 더 중요한 것을 찾아내는 판단기

제이며 내면화된 신념, 행위를 전제로 한 판단의 기준,

근본적인 확신이나 원리로 정의한다. 가치는 사회화의

영향을 받아 개인이 구성한 관점이기 때문에 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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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학에서 가치는 각

나라와 인종마다 다르며 각자 가치의 특수성을 지닌다.

Bishop(1988)은 수학이 구체물이나 자연 현상에 대

한 고도의 추상화를 거쳐 만들어진 유산이므로 탈맥락

적인 학문이라는 주장을 비판하면서 각 문화마다 공통

적으로 나타나는 수학적 활동인, 세기(counting), 위치

찾기(locating), 측정하기(measuring), 설계하기

(Designing), 놀이하기(playing), 설명하기(explaining)

가 각 문화마다 다른 체계와 기호를 사용하고 있음을

예로 들었다. 따라서 그는 문화의 발달을 연구하는

White(1959)의 연구를 기반으로 수학적 가치를 정의하

였고, 나라마다 다른 수학 교육적 가치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Bishop의 가치에 대한 관점을 이어받은 Seah는 인

지적 영역에 대한 연구를 ‘First Wave’라고 한다면, 정

의적 영역에 대한 연구를 ‘Second Wave’로, 이를 아우

를 수 있는 가치에 대한 연구를 ‘Third Wave’라고 명

명했다(Seah, 2005). ‘Third Wave Project’에 속하는

여러 연구 중에서 ‘What I Find Important in

Mathematics (WIFI)’연구에서는 가치를 조사할 수 있

는 설문지를 개발하여 학생들의 가치를 조사하고 국가

별 차이와 시사점을 도출했으며 한국도 2016년에 이

연구에 참여했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에서도 가치를

수업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다.

2. 가치와 신념

신념은 개인의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대상이나 아

이디어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Ernest, 1989). 신념과

가치는 모두 정의적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일상

생활에서 혼용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학자에 따라

신념과 가치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가치를 신

념의 하위분류로 보는 경우도 있다(강미선, 이종희,

2016). 하지만 가치와 신념은 수학 학습에 영향을 미치

는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해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수학 학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수학적 개

념이나 원리에 대한 이해와 같은 ‘인지적 능력’과 더불

어 수학이 즐겁고,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것이라는 수

학학습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수학

에 대한 지식이 있고, 긍정적인 태도가 있다고 하더라

도 수학학습과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수학을 학습

하려면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을 실제 행동으로

연결해주는 ‘의도적 변인(volitional variable)’이 있어야

한다. 수학 학습을 실제로 가능해 주는 의도적 변인에

속하는 것으로 신념 가치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Raths, Harmin, Simon(1987)은 신념과 가치

는 차이가 있고, 둘을 구분하기 위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만약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면 가치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을 시에는 신념이

나 태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Bishop, 2008).

•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

• 여러 대안으로부터 선택

• 각 대안의 결과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한 선택

• 선택을 소중히 여기기(Cherishing).

• 단언하기(affirming)

• 선택에 따른 행동

• 반복

이처럼 신념과 가치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

주는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보다 세밀히 살펴보면,

행위에 대한 밀착정도에 따라 [표 2]와 같이 구별할

수 있다. 신념이 일상적인 반복 경험을 통한 자연스러

운 형성과정을 거친다면 가치는 이보다는 보다 의식적

인 과정인 가치매기기(valuing)를 통해 형성된다(Seah,

2005).

구분 가치 신념

역할 행위의 판단기재 광범위한 믿음체계

구성

과정

여러 대안에 대한

반복적 가치매기기

(valuing)

반복적 경험을 통한

반성적 형성

발현
목적 지향적인

의식적 과정

의식적, 무의식적

일상적 행위

[표 2] 가치와 신념의 비교

[Table 2] Comparison between value and belief

Seah(2005)도 가치와 신념을 구분하면서 신념이 특

정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반면 가치는 상황 의존

적이기 보다는 관련된 신념들을 내면화(internalisation)

하여 가치가 된다고 보았다. 또한 가치의 가장 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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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은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즉, 어떤

사람이 특정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바로 행동으

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한 가지 행동을 할 때 우리

는 몇 가지 신념 중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해

야 하며, 그 상황을 둘러싼 많은 환경적 요인들을 고

려해야 한다. 여러 가지 대안으로부터 가치판단을 통

해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수학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가치보다는 신념을 주로 연구해 왔다(방정숙,

조수윤, 2016). 하지만 수학수업에서 학생들의 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학 학습과 관련된 가

치이며 이를 교사가 잘 파악한다면, 수업을 성공적으

로 이끌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3. 수학학습과 관련된 가치의 분류

Bishop(1999)은 수학수업이 일어나는 교실을 관찰하

고 수학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는 각기 다른 3가지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3가지 가치는

일반 교육적 가치(general educational values), 수학적

가치(mathematical values), 수학 교육적 가치

(mathematics educational values)이다.

먼저 일반 교육적 가치는 그 사회에서 강조하는 가

치들이 수학수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서 도출하

였다. Bishop(1999)은 교사가 강조하는 가치가 ‘다른

친구의 답을 베끼지 않기’, ‘친구의 말에 경청하기’, ‘다

른 사람 존중하기’와 같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강조

하는 가치와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가치를

일반 교육적 가치라고 분류하고, 일반 교육적 가치는

사회가 그 구성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덕목과 관련

이 깊다는 것을 확인했다. 일반 교육적 가치를 분석하

기 위해 각 문화의 발달을 연구한 Hofstede(1997)의

이론을 접목하여 하위가치를 도출하였다.

두 번째 가치범주는 수학적 가치이다. 수학적 가치

는 수업 중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수업을

계획할 때 어떤 목표를 가지는지 살펴보면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수학이라는 학문에 대해 어떤 가치를 가지

고 있는지는 수학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다. Bishop은 문화의 발달을 연구한 White(1959)의

관점을 받아들여 수학적 가치를 관념적(ideological) 측

면, 정서적(sentimental) 측면, 사회학적(sociological)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먼저 관념적 측면에서 수학적 가치는 합리주의

(rationalism)와 객관주의(objectism)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합리주의는 수학적 지식의 참과 거짓을 구분

해 줄 수 있는 도구인 논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따

라서 합리주의에서 가장 강력한 사고는 연역적 추론이

며 수학적 개념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둔다. 객관주의

는 아이디어 그 자체와 발생과정에 초점이 있다. 객관

주의에서는 수학적 용어와 기호, 표상을 중요시하고,

이러한 기호가 어떻게 구체물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

는 활동을 강조한다.

정서와 관련된 수학적 가치는 통제(control)와 진보

(progress)이다. 통제는 수학적 지식 또한 수학을 통해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여 실생활을 조금 더

안정된 공간으로 만드는 것에 초점이 있다. 진보는 수

학적 지식이 바뀌거나 발전할 때 나타난다. 대안적인

설명이나 답을 찾는 과정, 수학적 발전과정에 대한 이

야기, 새로운 추측하기와 같은 활동을 강조한다.

사회학과 관련이 있는 두 상보적인 가치는 개방

(openness)와 미스터리(mistery)이다. 개방은 여러 사

람에게 수학적 지식의 접근을 허용하고 공유하는데 초

점이 있다. 미스터리는 수학적 지식이 현실 맥락에서

추상화되면서 실생활과 동떨어진 신비한 영역으로 보

는 관점이다.

세 번째 가치범주는 수학 교육적 가치이다. 이 가치

는 실제 수학 수업에서 교사가 어떤 활동을 강조하는

지,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

한 것이다. 이는 교사가 가지는 수학 교육적 가치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목표에 도달하는지 살펴보면 드러

난다. 학생들이 가진 수학 교육적 가치는 수업 중 학

생들이 보다 집중하는 활동이나 수업면담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수학 교육적 가치는 교사나 학

생이 어떤 관행이나 규범을 중시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Bishop(1988)은 수학 교육적 가치는 문화마다 교육 정

책이나 철학이 다르므로 수학적 가치 와 같이 정형화

된 범주로 묶을 수 없다고 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의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교육적 가치에 대한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통해 5가지 주

요 요인을 이끌어낸 조수윤(2017)의 연구에 기반하여

이해, 성취, 즐거움, 용어, 적용을 하위범주로 본다.

이해는 수학 개념사이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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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의 종류 하위 범주

수학적 가치
합리주의, 객관주의, 통제,

진보, 개방, 미스터리

수학 교육적 가치 이해, 성취, 즐거움, 용어, 적용

[표 3] 본 연구에서의 가치 분류

[Table 3] Categorization of value in this study

1차 설문 조사

↓

1～5차시 수업 실시
(분수의 나눗셈)

↓

2차 설문 조사

↓

6～10차시 수업 실시
(분수의 나눗셈, 도형의 합동과

대칭)

↓

3차 설문 조사

↓

11～15차시 수업 실시
(도형의 합동과 대칭)

↓

4차 설문 조사

[표 4] 연구의 절차

[Table 4] Research process

해결 방법이나 규칙을 찾는 관행들을 포함하고, 성취

는 정답을 구하기 위한 절차, 사칙연산의 연습과 학습

내용의 기억 등 주로 결과를 강조하는 관행들을 포함

한다. 즐거움은 수학 게임, 용어 만들기, 예술작품 만

들기 등 흥미를 끌 수 있는 관행을 포함하고, 용어는

수학적 용어나 기호에 대한 활동을 포함한다. 마지막

으로 적용은 일상적인 수학 학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구나 환경을 접해보는 활동을 포함한다.

본 연구는 수학 수업에서 가치를 명시적으로 인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수업을 이끌어 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수학수업 속에서 가치를 추출

해낸 Bishop의 분류에 따라 가치의 종류를 나누고 해

당 가치의 변화를 분석할 것이다. 다만, 일반 교육적

가치의 경우 수학적 요소가 적고, 결과를 수학수업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수학적 가치와 수학 교육적

가치를 중심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

구의 가치 범주를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수학에 대한 가치를 가진 5학

년 담임교사와 학생이 수업을 진행함에 따라 어떻게

가치가 변화하는지 살펴보고, 수학수업에서 가치를 어

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인 5학년 K담임교사는 초등수학교육 석사학

위 소지자로 수학학습의 중요한 요인인 가치에 대해

관심이 많고, 이를 수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

는 교사이다. K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T초등학교 5학

년 24명 학생들은 남학생 12명, 여학생 12명이며, 울산

시 변두리에 있는 학교로 사교육의 비중이 낮은 편이

었다.

2. 검사 도구 및 절차

5학년 분수의 나눗셈 단원과 도형의 합동과 대칭

단원 15차시를 수업을 진행하면서, 5차시가 끝날 때

마다 검사를 실시하였다. 다양한 수학학습 환경에서도

교사와 학생의 가치가 의미 있게 변화하는지 확인하

기 위해 서로 다른 두 영역을 수업내용으로 정하였다.

검사는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20분간 교실에서 지

면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 자유로운 분위기

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상세 절차

는 다음과 같다.

학생들과 교사의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 4차에 걸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활용한 검사도구는 모두 동일한

것이다. 검사도구는 Seah(2005)에 의해 주도된

‘WIFI(What I Find Important in mathematics

learning?)'국제 비교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조수윤

(2017)이 번안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설문문항은 수학 학습과 관련된 문항 내용에 대해

학생들이나 교사가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5

점 척도(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별로 중요

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로 질문하였다.

설문지는 총 40문항이고 신뢰도는 .76(Cronbach α)

이었다. 문항의 내용은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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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영역 문항 내용

수

학

적

가

치

합리

주의

▪수학적 사실 정당화하기

▪수학개념을 연결하기

객관

주의

▪수학적 용어 약속하기

▪수학에서 사용하는 기호 알기

통제
▪실생활에서의 수학 찾기

▪수학을 통해 미래 예측하기

진보
▪최근 수학적 발전

▪새로운 수학 기호 만들기

미스터

리

▪수학의 아름다움

▪수학의 신비

개방
▪수학 토의하기

▪자신의 생각 발표하기

수

학

교

육

적

가

치

이해

▪새로운 문제해결 방법 찾기

▪몇 가지 예를 보고 규칙 찾기

▪궁금한 내용에 대한 질문 만들기

▪자신의풀이를칠판에써서설명하기

▪문제풀이 과정 서로 가르쳐 주기

▪수학이실생활에서적용되는예찾기

▪새로운 수학문제 만들기

▪교사가 해결 과정 질문하기

▪ 단계적으로 문제 해결하기

성취

▪곱셈구구나 공식 외우기

▪문제의 정답 구하기

▪해결 절차에 맞추어 계산하기

▪사칙연산연습하기

▪공부한 내용 기억하기

▪어려움 없이 수학문제 풀기

▪수학 문제 많이 풀어보는 연습하기

▪수학 학습을 위한 높은 지능(IQ)

▪수학시험

즐거움

▪수학동화를 통해 공부하기

▪인터넷이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수학 공부하기

▪수학 게임이나 퍼즐하기

▪소집단 또는 전체 토의하기

▪수학적 사실에 대한 찬반 토론하기

▪수학적 용어를 만들거나 약속하기

▪수학이 표현된 예술작품 만들거나 감

상하기

용어 ▪수학 용어 말하기

적용
▪계산기를 활용하여 문제풀기

▪교실 밖에서 수학활동하기

[표 5] 질문지의 내용

[Table 5] Contents of Questionnaire

3. 자료 수집 및 분석

A교사의 15차시 수학수업을 비디오 촬영하였으며

촬영된 비디오는 다시 전사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수업을 진행하면서 교사와 학생들의 가치 변화를 분석

하기 위해 각 차시마다 수업 후 학생일지와 교사일지

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학생일지에는 수업의 만족도와

학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과 그렇지 않은 활동

에 대해 쓰도록 하였다. 교사의 경우 각 차시를 준비

하면서 고려한 부분이 잘 드러나도록 수업 지도안을

짜도록 하여 수업을 준비할 때 어떤 점이 초점이 되었

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4회기 설문조사 후에는 교사와

임상면담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였다. 설문

결과는 SPSS ver.14를 이용하여 기술통계 분석 후 변

화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Ⅳ. 연구결과 및 논의

1. K교사와 학생의 수학학습에 대한 초기 가치

15차시 수업을 시작하기 전 K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초기 가치를 조사하기 위해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먼저 수학적 가치에 대한 조사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수학적 가치에 대한 1차 설문 결과

[Figure 1] Result of survey about Mathematical Values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교사의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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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가치에 대한 평균점수가 학생 보다 높은 상황이었

다. 다만 통제의 경우 학생이 교사보다 미세하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조수윤(2017)의 연구에서도

통제의 경우 학생들이 교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로 나타났었다. 통제 가치의 경우 수학 문제의 답

을 구하는 것처럼 수학을 통해 세상을 안정화 시키는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가치

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수학 교육적 가치에 대한 조사 결과는

[그림 2]와 같았다.

[그림 2] 수학 교육적 가치에 대한 1차 설문 결과

[Figure 2] Result of survey about Mathematics

Educational Values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가치에서 평균점이

높았던 수학적 가치와는 다르게 성취, 즐거움, 적용에

대해서는 학생의 평균점수가 높았고, 이해, 표현에 대

해서는 교사의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다른 가치에 비해 성취에 대한 평균점수는 교사보

다 학생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성취는 시험에서 중요

한 정답을 구하는 관행을 포함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 수 있다. 이해와 성취

에 대한 그래프를 살펴보면, 교육과정 내용을 가르쳐

야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이해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학생들은 재미있는 수업을 더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수학적 가치의 변화

15차시 동안의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교사와 학생

의 수학적 가치의 변화는 [그림 3]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교사는 학생들 보다 대부분의 가치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변화의 양상은 크게 3가지

로 나눌 수 있었다. 첫째는 수업이 진행되면서 교사와

학생의 가치가 수렴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그 반대

의 경우로 차이가 더 커지는 경우이다. 세 번째는 변

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경우였다.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수학적 가치는 합리주의, 객관주의, 미스터리,

개방으로 가장 많은 경우이다.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

는 수학적 가치는 진보를 들 수 있다.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수학적 가치는 통제였다.

첫 번째 경우에서 교사와 학생의 가치가 서로 수렴

했다는 것은 수업을 진행하면서 가치협상이 일어났으

며 누군가는 한쪽 가치에 대해 맞춰 나갔다는 의미이

다. 다만, 가치가 수렴하더라도, 어느 쪽에 더 수렴했

는지에 따라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었다. 미스터리

와 객관주의의 경우에는 교사의 가치에 학생들의 가치

가 더 수렴한 반면, 합리주의의 경우에는 교사의 가치

가 학생의 가치에 수렴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개방의 경우에는 어느 한 쪽에 맞추어 졌다기보다는

둘 다 비슷한 비율로 높아졌다.

그래프의 변화로 보아 수업에서 교사는 미스터리와

객관주의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가치를 수용하기 보다

는 자신의 가치를 고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에 비해 합리주의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가치를 반영하

여 수업을 설계 및 실행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합리주의의 변화를 살펴보면 2차 검사에

서 교사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교사

의 수업일지를 살펴본 결과 1차시 수업에서 교사는 나

눗셈 개념과 연산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도록 학생들에

게 요구하였다. 이에 학생들은 학생일지에 수업이 힘

들고, 어려웠다는 응답이 나타났다. 학생들이 합리주의

에서 강조하는 논리적 증명이나, 정당화하기와 같은

활동에 익숙하지 못해 분수의 거부감을 느낀다고 판단

한 교사는 분수를 창의적 그림으로 나타내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였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교사는 자신의 합리주의적 가치를 학

생들에게 맞추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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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주의 객관주의

통제 진보

미스터리 개방

[그림 3] 차수에 따른 수학적 가치의 변화

[Figure 3] Changing in Mathematical Values

객관주의와 미스터리에서는 다른 경향이 나타난다.

객관주의 경우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가치가 점

점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1, 2차 검사 까지는 분

수의 나눗셈에 대한 내용이어서 새로운 용어가 비교적

적게 등장하지만, 3차 검사부터는 도형의 합동과 대칭

에 대한 내용으로 바뀌고, ‘선대칭’, ‘대각선’, ‘대칭점’

등의 새로운 용어가 많이 등장하며, 이런 용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질을 탐구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가

치가 상향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미스터리는 수학에서의 아름다움이나 신비로운 것

을 추구하는 가치인데, 다른 가치에 비해 수렴하는 정

도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차시부터 학생들



수학수업에서 나타나는 교사와 학생의 가치 변화 양상 281

수학을 공부할 때에는 계속 계산만 해서 지루하고 힘

들었어요. 그런데 수학 게임도 그렇지만 이렇게 예쁜 무

늬를 만들어보는 것은 정말 재미있어요. 수학시간에 이런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수학은 계산만 하는

과목인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신기하고 재미있는 활동을

많이 하면 아이들도 수학을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하

면 수학이 아름답고 또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는 과목이

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표 6] 미스터리에 대한 학생 인터뷰

[Table 6] Interview of student about mystery

은 수업일지에 놀이를 통한 수학학습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분수의 나눗셈 단원에서는 이를 적극 반영하

여 새로운 수학게임을 많이 활용하였지만 도형의 합동

과 대칭에 대한 단원에서는 수학적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기 위해 도형의 합동과 대칭을 활용해 테셀레이션이

나, 무늬 꾸미기와 같은 창의적 활동을 설계하고 실행

했다. [표 6]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학생들도 꾸미기

활동에 매우 만족했고, 그 결과 3차 검사부터 수학의

신비와 아름다음과 관련된 미스터리 가치가 매우 높아

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방의 경우에는 교사와 학생이 모두 높아지고 있

다. 개방 가치에서 강조하는 관행은 아이디어를 공개

하고, 이 아이디어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

이다. 교사는 수업의 정리를 항상 전체토의로 마무리

하려고 했으며 교사가 토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였다. 특히 도형의 합동과 대칭 단원에서는 합동의 성

질을 모둠 토의를 통해 찾고, 이를 포스터에 정리하여

발표하고 비교하는 활동을 넣었는데,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성질을 파악하게 되었다.

아동일지에 이 활동은 매우 중요한 활동으로 나타났고,

교사 또한 만족하는 활동으로 나타났다. 이런 전체토

의 과정의 만족도는 학생과 교사의 가치를 상향조정하

는 방향으로 이끈 것으로 보인다.

가치 변화 양상의 두 번째 경우는 교사와 학생의

가치가 더 멀어진 경우이다. 먼저 진보의 경우 1차 검

사 때보다 교사는 더 높아지고, 학생은 조금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교사는 진보가치에서 강조하는 새로

운 아이디어나 대안적인 해결방법을 매우 중요하게 생

각했다. 교사는 수업 중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해결방법을 학생들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수업일지에 어려웠던 부분으로 새로운 아이

디어를 생각해 내는 것을 들었고, 인지적으로 힘들어

하는 반응을 나타냈다. 교사도 이에 대한 대안으로 수

업을 설계할 때 학생들이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발문이나 활동을 준비했지만 수업

에서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런 예는 수업에서의 활동

의 성패가 학생들의 가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시사점을 제공했다.

세 번째 가치변화 양상은 교사와 학생이 수업이 진

행되는 동안 변화가 없이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 통제

였다. 통제의 경우 수학적 가치 중에서 학생들이 교사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유일한 가치였다. 통

제는 수학을 통해 세상을 안정된 곳으로 바꾸려는 노

력으로 일반화된 절차를 찾고, 정확한 답을 구하는 등

일반적으로 수학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관행을 포함한다. 통제는 설문조사 때마다 조금씩 변

화는 있지만 거의 일관되게 높게 유지되었다. 학생들

의 수학에서의 성취도를 시험의 정답률로 보는 현실이

교사와 학생들이 통제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데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통제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

의 가치는 수업의 내용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

성 있게 유지되었다.

3. 수학 교육적 가치의 변화

15차시 동안의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교사와 학생

의 수학 교육적 가치의 변화는 [그림 4]와 같다. 수학

적 가치와는 다르게 학생들이 교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2가지 나타났다. 변화의 양상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첫째는 수업이 진행되면서

교사와 학생의 가치가 수렴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처음 가치가 거의 변하지 않는 경우이다. 교사와 학생

의 차이가 더 커지는 경우는 드러나지 않았다.

첫 번째 변화의 양상으로 교사와 학생의 가치가 수

렴하는 양상은 이해와 즐거움, 용어, 적용에서 나타났

다. 4가지 가치의 변화를 살펴보면, 교사와 학생이 서

로 수렴하더라도 변화양상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누어

졌다. 이해와 용어의 경우에는 교사의 가치에 학생의

가치가 수렴하였고, 즐거움의 경우에는 학생의 가치에

교사의 가치가 수렴하였다. 적용의 경우에는 누구에게

수렴하기 보다는 교사와 학생모두 상향 수렴하는 양상

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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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성취

즐거움 용어

적용

[그림 4] 차수에 따른 수학 교육적 가치의 변화

[Figure 4] Changing in Mathematics Educational Values

A교사는 수업을 진행해나가며 끊임없이 학생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교사가

알려주는 개념 설명이나 절차 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해서 공식이나 수학적 아이디어가 성립하는 과정

을 이해하기를 원했고, 수업 중에서도 학생들에게 왜

그렇게 되는지 말하도록 요구하였다. 예를 들어 분모

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에서 분자만 나누면 되는 이유

를 그림으로 설명하게 하고, 짝에게 서로 설명하도록

하는 활동을 통해 동분모 분수의 나눗셈원리를 지도했

다. 이런 교사의 노력은 학생들에게 공식이나 절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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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의 중요성에 대해

주지시켰고, 학생들은 학생일지에 이해를 위한 그림그

리기나 설명하기가 중요한 활동이라고 응답하였다. 이

런 이유에서 4차에 걸친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의 이해

가치에 대한 응답이 점진적으로 올라갔으며, 학생들의

호응에 교사 또한 이해가치를 더 중요한 것으로 응답

했다.

용어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3차 설문 때 교사와

학생모두 크게 오른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3차

설문 때부터 도형의 합동과 대칭에 대한 내용을 배우

게 되어 새로운 용어를 많이 약속해야 했기 때문이다.

교사는 이 단원에서 수학적 용어를 정확히 구사하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학생들에게 대

각선이나 대칭점 같은 용어를 임의로 이름 짓기 활동

을 제시하고 그 성질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이름

을 어떻게 지을지 토론하고, 마지막으로 형식적 용어

를 제시하였다. 또한 형식적 용어의 중요성을 강조하

고, 이후 수업에서는 형식적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였

다. 이런 활동을 통해 학생들도 수학적 용어의 중요성

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고 설문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적용은 수업에 진행됨에 따라 학생과 교사의 가치

가 유일하게 교차되면서 서로 수렴하는 양상을 띠었다.

적용은 새로운 도구나 실생활에서 수학의 학습하는 활

동을 강조하는 가치인데, 교사의 경우 처음에는 학생

보다 더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교사

는 두 번째 단원인 도형의 합동과 대칭의 2차시 수업

에서 수학을 아름다움을 느껴 보도록 준비한 벽화의

타일 꾸미기 활동에서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를 경험하

고 실생활의 수학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교사의 이런 경험은 3차 검사가 큰 영향을 미쳐 학생

보다 적용에 대해 더 높게 평가하게 된 것이다. 학생

들 또한 수학 체험활동이 매우 재미있는 활동이면서

수학적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중요한 활동으로 생각하

게 되었다. 특히 마지막 수업에서 교사는 수학 공학

도구인 지오지브라를 통해 합동과 대칭을 작도하고 이

를 이용해 학생 작품을 만들도록 하였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흥미를 느끼고 수업에 참여하였다. 자신의

생각대로 컴퓨터로 조작해 보고, 그 결과를 확인하면

서 새로운 도구를 통해 수학을 학습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어 학생들의 가치도 높아져 서로

수렴하는 결과를 낳았다.

교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가 이해였다면,

즐거움은 학생들이 처음부터 교사에게 가장 많이 원했

던 가치이다. 1차시부터 학생들은 학생일지에 재미있

는 수업을 원했고, 그 방법으로 놀이와 스토리텔링 수

업이 필요하도록 응답했다. 교사는 처음에는 재미있는

수업보다는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학생일지에서의 반응을 보고 빙고와 분

수카드 등을 통한 수학게임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했다.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이 지나치게 놀이의 결과에

만 매달린다는 판단에서 교사는 놀이를 변형하여 승패

보다는 수학적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게임방법을

수정해 나갔다. 이를 통해 교사의 1차적 수업 목표인

개념적 이해와 학생들의 요구인 재미를 둘 다 수업에

반영할 수 있었다.

수학 교육적 가치의 두 번째 변화의 양상은 15차시

수업 동안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성취가 이에 해당

한다. 성취의 변화 그래프를 살펴보면 학생의 경우 다

른 가치에 비해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었고, 교사의

경우는 2차 검사에서 다소 내려갔다가 다시 처음 수준

으로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이 성취를 일

관되게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현상은 비단 이번 연

구에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Seah(2005)는 성취는

학교 수학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온 수학적 가

치로써 수학을 학습하는 외재적 목적 중 가장 원초적

인 것이기 때문에 항상 높게 유지된다고 분석하였다.

5차시 동안의 수업 후에 교사는 자신의 일지에 학

생들이 지나치게 계산의 결과나 정답에만 관심이 있어

수학적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는 소홀하다고 분석했다.

학생들이 활동 결과나 승패보다는 수학적 내용을 이해

하고 서로 공유하는 것에 관심을 갖도록 분수의 나눗

셈의 절차가 성립하는 이유를 그림이나 구체물 등 다

양한 방법으로 설명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교사가

준비한 활동에 참여는 하였지만 성취에 대한 가치변화

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즉, 학생들은 내용을 이해하

고 설명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활동의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교사는 학생들이 성취가치에 보

다는 이해를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유도했지만 학생들

은 변화가 없었고, 교사도 학생들의 성취에 대한 욕구

를 수용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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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업에서 드러난 가치 협상 전략

교사의 15차시 수업관찰을 통해 몇 가지 가치협상

전략의 사용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본 사례를 발견

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전략은 학생 가치를 교사의 가치로 전환하

는 것이다. 학생들의 일지에는 많은 학생들이 수업에

서 재미있는 수업을 위한 스토리텔링 활동을 하는 것

을 원했지만 교사는 수학에서 즐거움이 수학예술활동

을 통해 보다 풍부히 경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교

사는 학생들이 수학이 단순 계산이 아니라, 예술작품

속에서도 존재하며 학생들이 이를 창조할 수 있다는

진보에 대한 가치와 즐거움을 동시에 깨닫게 해 주고

싶어 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점점 수학 예술활동을

중요하면서 재미있는 활동으로 인식했고 학생들의 만

족도도 높았다.

두 번째 전략은 학생 가치에 교사 가치의 삽입이다.

5차시 수업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수학놀이에서 개념적

이해보다는 단순 재미와 경쟁에만 초점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6차시 수업에서는 수학적 이해를 동반해야만

진행이 되는 놀이를 제시했다. 이 전략은 놀이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에 교사의 이해에 대한 가치를 삽입한

결과이다. 즉, 학생들이 의견을 받아들여 놀이를 계속

하되, 놀이 안에 수학적 요소를 더 강조하여 학생들이

수학놀이를 하면서 개념을 익힐 수 있게 구성한 것이

다.

세 번째 전략은 학생 가치와 교사 가치의 통합을

통한 새로운 활동의 제시이다. 3단원 분수의 나눗셈에

서 절차적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들을 관찰한 후

교사는 학생들이 계산 절차가 성립하는 이유에 대해

토의하고 원리를 탐구하도록 하고 싶었다. 학생들의

성취가치와 교사의 이해가치가 충돌하였고, 교사는 이

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대안적 활동을 모색했다. 교

사는 창의적 분수그림 나타내기 활동을 제안하였고,

학생들은 절차보다는 분수를 표현하는 다양한 그림을

그리면서 분수의 개념을 이해 할 수 있었다. 이어서

친구들이 만든 분수 그림에 나눗셈을 표현하도록 했고,

자연스럽게 분수의 나눗셈의 절차와 그림을 연결 짓게

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세 가지 가치 협상전략은 가치를 고

려한 수업뿐만 아니라 일반적 수업에서도 빈번이 일어

하는 교수활동이다. Seah와 Andersson(2015)은 수업에

서 학생들과 교사들이 서로의 가치를 조율하는 과정이

수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이러한 과정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의미에서 학습의 중심이 되는 학생들

의 가치를 고려하여 적절한 가치 협상전략을 세우는

방법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학생들의 수학학습과 관련된 가치를 고

려한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교사와 학생의 가치가 어

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였다. 주된 연구 결과를 토대

로 결론 및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치는 개인이 수많은 경험을 거쳐 내면화된

깊이 있는 판단 양식이긴 하지만 수업이 진행됨에 따

라 일정한 정도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학생

들이 수학과 관련해 가지고 있는 가치는 기존 경험을

토대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새

로운 수학 학습 경험을 제공했을 경우 기존의 가치 체

계가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치를 고려한 교사의

수업 설계 및 관행이 학생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는 의도적 변인인 가치가 수업의 성패

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시사

점을 제시한다.

둘째, 대부분의 가치에 대해서 수업이 진행됨에 따

라 교사와 학생의 가치가 서로 비슷한 방향으로 변화

하였다. 이는 교사의 가치와 학생의 가치가 서로 협상

과정을 거치며 한 곳으로 수렴한 결과이다. 교사가 수

업에서 강조하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객관주의나 미

스터리 이해, 용어, 적용에서는 학생들이 교사의 가치

에 수렴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교사가 다른 가치보다

비교적 덜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즐거움, 합리주의와 같은 가치에서는 교사의

가치가 학생의 가치에 수렴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교사는 학생들의 가치를 고려했기 때문에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무조건 강요하기 보다는 학

생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반영하여 자신

의 목표를 수정해 나갔다. 학생들의 가치를 적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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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수업설계는 진정한 의미에서 학습자를 중심에 둔

수업의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보다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위에서 거론한 것처럼 대부분의 가치가 서로

수렴했지만 가치의 종류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이 다른

가치도 있었다. 교사의 의도와는 다르게 학생의 가치

가 변화하지 않았던 진보나, 학생들이 강력하게 고수

했던 성취의 경우 교사와 학생의 평균 차는 줄어들지

않았다. 수업의 두 주체인 교사와 학생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가치는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변화가 크지

않았다. 이는 수학 학습과 관련된 가치가 종류에 따라

서 더 고수하고 싶어 하는 위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가치의 종류에 따라 어떤 관계가 있

는지 추가 분석할 필요성에 제기 되었다.

넷째, 교사는 효과적인 수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끊

임없이 학생과의 가치에 대해 협상해 가면서 몇 가지

전략을 사용했다. 교사는 자신이 덜 중요하게 생각하

는 가치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가치로 자신의 가치를

전환하는 전략을 사용했고, 교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학생 가치와 대립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가치를

삽입하는 전략을 활용했다.

그러나 교사는 자신의 가치를 학생들에게 일방적으

로 삽입하는 것 보다는 두 가치가 양립할 수 있는 방

안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가치범주들은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니라 수학 학습을 서로 다른 관점으로 본 것이

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 가치를 통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예를 들어 문제의 정답을 찾는 것을 중요하

게 생각하는 ‘성취’와 개념을 이해하고 관련짓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해’를 통합할 수 있는 과제를 만

들어 이 둘을 동시에 강조할 수 있는 학습활동을 설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일정한 절차는 없지만 학생들

이 개념의 성질을 바탕으로 정답을 구하는 개방형 과

제를 제시한다. 이해를 바탕으로 정답을 구하는 활동

을 통해 학생들은 이해가 정답을 찾기 위해 더욱 중요

한 요소임을 알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수업은 끊임없는 가치 협상의 과정

이라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본 연구를 통해 학생

의 사전 지식이나 수학적 태도와 더불어 수업에서 학

생들의 가치를 교사가 인식하고 이를 수업에 반영했을

때 보다 효과적인 방향으로 수업을 이끌 수 있다는 사

실을 확인했다. 다만, 본 연구는 한 교실에서 이루어지

는 가치 변화의 양상과 가치 협상의 일면만을 관찰하

는데 그쳤다. 앞으로 학생들의 가치를 수업에서 어떻

게 활용할지에 대한 더 심도 있고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학습자 중심수업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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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ing Aspect of Teacher and Student's Value in Mathematics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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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changing aspect of teacher and student's value in 
mathematics instruction. For this purpose, teacher and student's value are analyzed through value 
questionnaire by four time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although value are individual's deep 
decision mechanism, it could change considerably by the time. Teacher wasn't compel students to follow 
her value. Rather, teacher was modified instruction goal to reflect students thinking what is important in 
mathematics lesson. First, in case of mathematical value, rationalism, objectism, mystery were convergent 
each other. And control was almost unchanged and openness has been onwards and upwards. Second, in 
case of mathematics educational value, understanding, pleasure, terminology and application were 
convergent each other. However achievement was almost unchanged. Also, to teach effectively, teacher 
using several kinds strategy while negotiate with student's value continuously.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this paper includes several implications for the future study about values in mathematics which 
could be the critical factor in student centered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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