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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예비교사의 교육과정에 관한 노티싱: 비율 수업을 중심으로*

조 미 경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교육과정에 관한 노티싱은 교사가 교육과정 자료에 내

재된 내용과 교수학적 기회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교육과정에 관한 노티싱에서 교육과정 자료

의 어떤 측면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에 관해 어떻게 해

석하는지에 따라 교육과정의 실행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

에, 예비교사교육에서는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육과

정에 관한 노티싱의 과정 중 관심을 기울이고 해석하는

과정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

예비교사가 비율 수업을 설계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자료

를 활용할 때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을 찾고, 그것에 관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른

논의를 통해 초등예비교사의 수업 설계 역량 신장을 위해

예비교사교육에서 교육과정에 관한 노티싱을 활용하는 방

안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I. 서론

교사는 교육과정 자료(curriculum materials)를 활용

하여 수업을 설계하고 그에 따라 교육과정을 실행한다.

교육과정 자료란 “교육과정 문서, 교과서, 교사용 지도

서 등 교사와 학생이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구체

적인 자료의 형태로 구현된 것(구나영, 탁병주, 최인용,

강현영, 2019, p. 348)”으로, 수업에서 무엇을 가르칠지,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것을 구체화 시킨 것이다(Ball

& Cohen, 1996; Grossman & Thompson, 2004;

Remillard, 2005).

수학교육에서 교사의 교육과정 자료 활용에 관한

연구는 Remillard(2005)가 교사와 교육과정 간의 참여

적 관계와 그것이 교육과정의 계획과 실행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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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에 대한 관점을 제안하면서 촉진되었다. 이후, 미

국에서 스탠다드를 기반으로 한 교과서가 출판된 후에

교육과정 자료의 활용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스

탠다드 기반 교과서는 과거의 교과서와는 다른 목적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학적으로 풍성한 과제와

수업 활동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예비교사교육

과 교사교육프로그램에서 활용되면서 교육과정 자료와

교사 간의 상호작용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Lloyd, 2009; Roth-McDuffie & Mather, 2009). 최근

에는 수업을 설계, 실행하고 반성하는 과정에서 교육

과정 자료를 활용하는 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교사

가 교육과정 자료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이해하

고자 교육과정에 관한 노티싱(Curricular Noticing)을

살펴보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Amador, Males,

Earnest, & Dietiker, 2017).

교육과정에 관한 노티싱은 교사가 교육과정 자료에

내재된 내용과 교수학적 기회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는

지에 관한 것으로, 교육과정 자료에 관해 관심을 기울

이기, 해석하기, 반응하기의 세 가지의 과정으로 구성

된다(Amador et al., 2017; Dietiker, Males, Amador,

& Earnest, 2018). 교육과정 자료의 활용에 관한 연구

들(구나영, 이경화, 2020; Amador et al., 2017; Brown,

2009; Sherin & Drake, 2009; Roth-McDuffie,

Choppin, Drake, & Davis, 2018)은 교육과정에 관한

노티싱의 하위 과정 간 연계성을 보여주었다.

교육과정에 관한 노티싱에서 교육과정 자료의 어떤

측면에 관심을 기울이고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교

육과정이 실행되는 모습은 달라진다(Dietiker et al.,

2018). 구나영 외(2019), Land, Tyminski와

Drake(2015) 등은 교육과정 자료를 읽는 과정에서 어

떤 측면에 관심을 기울이는지를 중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Land 외(2015)에서는 예비교사가 교육과정 자료

중 어떤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고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분석한 결과에서 교육적인 의미를 지닌 교육과정 자료

를 항상 교육적인 방식으로 해석해내는 것은 아니라고



조 미 경84

하였다. 이들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예비교사에게 교육

과정 자료를 제공하기만 한다고 해서 그것을 의미 있

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고, 예비교사는 교육과정 자

료를 전략적으로 읽고 해석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교육과정과 관련

한 노티싱 연구(구나영 외, 2019; Amador et al., 2017;

Land et al., 2015; Lloyd, 2009; Tyminski, Simplson,

Land, Drake, & Dede, 2020; Warshauer, Starkey,

Herrera, & Smith, 2019)는 예비교사교육에서 노티싱

하는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예비교

사교육에서는 수업에 내재된 수학적, 교수학적 측면을

분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

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Amador et al., 2017;

Tyminski, et al., 2020).

한편, 비와 비율은 다양한 수학적 주제들을 연결하

고 수학과 과학, 예술 등의 다른 교과와 연결하는 통

합적 주제이다(NCTM, 2007). 초등수학에서 분수, 비와

비율은 수학적으로 풍부하지만, 인지적으로 복잡하고

가르치기 어려운 부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초

등학교 학생들은 비와 비율에 관한 학습에서 여러 가

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희옥, 박만

구, 2012; Lamon, 2007). 또한, 교사도 비와 비율 지도

와 관련한 교수학적 내용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

로 드러났다(박슬아, 오영열, 2017). 이에 비와 비율의

교수학습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는 연

구(박선영, 이광호, 2018; 박희자, 정은실, 2010; 서은미,

방정숙, 이지영, 2017; 유현주 외, 2019; 임재훈, 이형

숙, 2015; 장혜원 외, 2017; 정영옥, 2015; 정은실, 2003;

Lobato, Ellis, Charles, & Zbiek, 2016; Streefland,

1985)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TIMSS 2019에서 중학교 2학년 수학의 수 영역에

포함되는 비와 비율은 31%로 비중이 가장 높고, 우리

나라에서는 6학년 교육과정에서 비와 비율을 학습하기

때문에 평가 시기 이전에 모든 학생이 수 영역에 대해

학습하였다(상경아 외, 2020). 그러나 수 영역에 대한

성취도 추이 결과를 비교해보면, TIMSS 2019의 결과

는 TIMSS 2011에 비해서 유의하게 낮아지고 TIMSS

2015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TIMSS에서 중학교 2학년의 수학 성취도가 안정

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 반해 수 영역에 대한

성취도 변화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거나 낮아지고 있다.

또한, 최지선(2019)은 TIMSS 2015에서 수 영역에 관

한 문항의 정답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학생들에

게는 백분율을 적용한 사례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비

율과 관련하여 교수·학습 과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예비교사가 비율에 관한

수업을 설계할 때 교육과정 자료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 자료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에 행해진 교육과정 자료 활용에 관한 연구

들(Brown, 2009; Choppin, 2011; Earnest & Amador,

2019; Sherin & Drake, 2009)은 교육과정 자료들을 활

용하는 양상에 따라 수업을 재구성한 유형을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던데 반해, 최근에는 교육과정 자료

의 활용에서 그것에 관해 어떻게 해석하는지의 중요성

이 강조되고 있다(구나영 외, 2019; Amador et al.,

2017; Land et al., 2015). 이에 본 연구는 초등예비교

사가 교육과정 자료와 관련하여 어떤 측면에 관심을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인 것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는

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예비교사교육에서 교육과

정 자료를 활용할 때 교육과정에 관한 노티싱 활용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교육과정에 관한 노티싱(Curricular Noticing)

교사는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하고, 수업에 대해 반

성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자료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

에 관해 사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Roth-McDuffie와 Mather(2009)는 ‘교육과정에 관해 추

론하기(Curricular Reasoning)’라고 하였다. 이는 교육

과정에 관한 지식을 알고 그 지식을 활용하여 추론하

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그 과정에서 교사, 교육과정, 교

사와 교육과정 간의 참여적 관계, 이들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의 계획과 실행의 네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하

게 된다(Remillard, 2005). 또한, 이 과정에서 교사는

수업의 구체적인 목적과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자

료를 활용하는 능동적인 활동가(actor)가 되고, 교육과

정을 고정되어 있는 대상이 아니라 대화의 상대(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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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logic partner)로 인식한다(Remillard, 2013). 이러한

아이디어에 기초하여 Dietiker 외(2018)는 교사와 교육

과정 자료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참여적

관계를 구성하는 일련의 능력들을 ‘교육과정에 관한

노티싱(Curricular Noticing)’이라 하고, [그림 1]과 같

이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그림 1] 교육과정에 관한 노티싱 프레임워크 (Dietiker

et al., 2018, p. 527)

[Fig. 1] The curricular noticing framework

학생의 수학적 사고를 주목해야 할 대상으로 본

Jacobs, Lamb와 Phillipp(2010)은 학생들의 전략에 관

심을 기울이기, 그 전략에 반영된 학생들의 수학적 이

해를 해석하기, 학생들의 이해를 근거로 어떻게 반응

할지 결정하기의 세 가지 요소로 제시했던 학생의 수

학적 사고에 대한 전문가적 노티싱을 제시하였다. 이

를 바탕으로 Amador 외(2017)는 주목해야 할 대상을

학생의 수학적 사고에서 교육과정 자료로 이동하여 교

육과정에 관한 노티싱을 제안하였다. 이는 Jacobs 외

(2010)가 제시했던 요소들을 그대로 적용하여 교육과

정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기(Curricular Attending), 교

육과정에 관해 해석하기(Curricular Interpreting), 교육

과정에 관해 반응하기(Curricular Responding)를 구성

요소로 포함한다.

교육과정에 관한 노티싱의 세 가지 요소를 좀더 구

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Dietiker et al., 2018). 교육

과정에 관한 노티싱의 출발점인 교육과정에 관해 관심

을 기울이기는 수학 수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도록 교육과정 자료 내에 있는 정보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교육과정 자료 중 눈에 띄는 부분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

학습활동, 수학적 내용, 전략적 수업 전략 등 교육과정

자료의 모든 측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포함한다.

교육과정에 관한 해석하기는 교사가 자신이 관심을 기

울인 것에 대해서 의미를 이해하고자 할 때 이루어진

다. 이는 교사가 수학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지식을

교육과정 자료와 관련짓는 것을 포함하는데, 이전에

가르친 내용과 앞으로 가르칠 내용과 관련지어 교육과

정 자료를 이해하는 것도 해석하기의 범위에 포함된다.

교육과정 자료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고 해석한 바를

바탕으로 어떤 교육과정 자료를 활용하고 어떻게 그

자료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교육

과정에 관해 반응하기는 의사결정을 내린 바가 교실에

서 어떻게 실행될지에 대한 것 등을 포함한다.

[그림 1]에서 Dietiker 외(2018)는 교육과정에 관한

노티싱을 구성하는 요소 간의 잠재적인 영향력 있는

관계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 프레임워크는 선형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관

심을 기울인 것에 관해서 해석하고 해석한 것을 토대

로 의사결정을 내려 반응하게 된다는 관계를 보여준다.

또한, 화살표의 연결을 통해 교사가 교육과정에 관한

해석하기 및 반응하기 단계에 참여함에 따라, 이 단계

들이 다른 단계에서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음도 보여

준다.

교육과정에 관한 노티싱 연구에서는 교사가 교육과

정 자료의 어떤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어떻

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교육과정 실행의 모습이 달라짐

(Dietiker et al., 2018)을 보여준다. Amador 외(2017),

Roth-McDuffie 외(2018)는 상반되는 특성을 지닌 교육

과정 자료들을 활용하여 수업을 설계하였을 때, 그 자

료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과 이를 활용하여 설계한

학습기회의 모습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분석하였

다. 구나영과 이경화(2020)는 수학 교사공동체가 교육

과정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고 실제로 수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어떤 사용 방식을 선택하였는지 공유하는 과정

에서 교육과정 자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모습을

찾아냈다.

한편, Choy와 Dindyal(2021)은 수학 수업에서 교과

서에서 흔히 제시되고 있는 전형적인 특성이 있는 과

제를 활용하였지만, 그 과제에 숨겨져 있던 학습기회

중 그 과제를 활용할 때 교수자와 학습자 간 담화를

통한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관심을 기울

였을 때 흔하지 않은 수업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사례

로 보여주었다. 또한, Land 외(2015)도 교육과정 자료

에 대한 이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그것에 대한

해석과 실행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연구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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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교육과정에 관한 노티싱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교사가 교육과정 자료와 상호작용할 때, 교사가 교육

과정 자료에 내재한 학습기회를 찾아내기 위하여 교육

과정 자료의 어떤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이 지

닌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사에 따라 교육과정 자료의

서로 다른 부분을 선택적으로 읽고, 각 교사의 관점에

따라 교육과정에 대한 해석이 다르게 이루어진 것이다

(Remillard, 2000).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교사가 교육과정

자료 중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고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교육과정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려 교육과정이 실행되는 모습에 영향을 끼친다. 따

라서 교육과정에 내재된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그러한 기회를 인식하고 찾아내야 할 뿐만 아

니라 내재된 기회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교육

과정에 관한 노티싱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Dietiker

et al., 2018). 이는 [그림 1]의 교육과정에 관한 노티싱

에서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해석하는

단계가 중요함을 의미한다(구나영 외, 2019; Amador

et al., 2017). 따라서 예비교사교육에서도 교육과정에

관한 노티싱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할 뿐만 아니

라, Amador 외(2017)의 제안처럼 교육과정에 관한 노

티싱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구분하고 각각에 초점을

둔 경험을 제공한다면 수업 설계의 전문성 신장을 도

울 수 있을 것이다.

2. 초등수학에서 비와 비율에 관한 교수·학습

비와 비율은 수학의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로 우리

생활과 관련성이 깊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함수 및 확

률과 통계의 학습과 연계되기 때문에 초등수학에서 이

에 대한 이해를 확고히 하고 생활에서의 문제해결력으

로도 전이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교육부, 2019c).

이를 위해 비와 비율의 교수·학습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비와 비율에 관한 수업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곱셈적 사고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경험 제공하기

학습자에게 덧셈적 사고가 필요한 상황과 곱셈적

사고가 필요한 상황을 다양하게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

함으로써 덧셈적 사고에서 곱셈적 사고로 발전할 기회

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비와 비율에 대한 이해를 돕

기 위해서는 교과서에서 덧셈적 사고와 곱셈적 사고로

두 수를 비교하는 활동을 모두 제시할 뿐만 아니라 곱

셈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문제를 제시하여야 한다(박

희옥, 박만구, 2012; 정은실, 2003; 장혜원 외, 2017). 실

제로 학생들은 곱셈적으로 사고해야 하는 상황에서 덧

셈적으로 사고하게 되면서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데,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곱셈적 사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단계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박희옥, 박만

구, 2012). 이를 위해 덧셈적 사고와 곱셈적 사고가 필

요한 상황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제시하고, 주어진 문

제 상황에서 어떤 사고가 적합한지를 생각해보는 경험

을 제공(유현주 외, 2019; 정영옥, 2015)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비와 비율의 개념을 구

분하고 비란 두 양의 곱셈적 비교 관계, 비율이란 그

관계를 수로 나타낸 것으로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으로 설명하면서, 비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비

를 다양한 방식으로 읽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교육

부, 2019c). 여기에 곱셈적 사고를 강조할 수 있는 상

황뿐만 아니라 덧셈적 사고와 곱셈적 사고를 구분할

필요성을 느끼는 상황을 추가적으로 제공한다면 비와

비율에 대한 이해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곱셈적 사고의 발달을 돕는 시각적 표상 활용하기

곱셈적 사고를 유도하여 비와 비율의 개념에 대해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시각적

표상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Webb, Boswinkel과

Dekker(2008)는 학습자의 수학적 개념 이해를 위한 수

학 학습에서 다양한 표상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전이나 사과 조각 등의 그림이나 구체물 또는 언어

로 상황을 표현하는 방식의 비형식적(informal) 표상,

비표, 수직선, 테이프 다이어그램 등과 같이 학생의 비

형식적 표현이나 추론을 기반으로 하여 수학적 구조를

제공해주는 전형식적(preformal) 표상, 숫자, 기호 등으

로 이루어진 비례식과 같이 수학적인 상징적 표현을

의미하는 형식적(formal) 표상으로 수학적 표상을 구분

하였다. 미국, 영국, 싱가포르, 일본, 핀란드 등 여러 나

라의 교과서에서는 비형식적 표상과 전형식적 표상을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비의 개념을 직관적으로 이해

하고 단위 비율에 대해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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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2018; 장혜원 외, 2017; 정영옥, 2015). 또한,

Beckmann과 Izsák(2015), Shield와 Dole(2013) 등도 시

각적 표상을 활용하는 것이 학습자가 비례적으로 사고

하도록 하는 데 유용함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 교과서는 다양한 시각적 표상 중 비표를

주로 활용하였는데(박선영, 이광호, 2018), 백분율에 대

한 이해를 돕고자 2007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100칸 모눈(장혜원 외, 2017)을,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이중수직선을 활용함으로써 시각적 표현

의 활용을 통해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교육부, 2019c). 이외에도 [그림 2]와 같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는 비표, 이중테이프 다이어그램, 이

중수직선, 100칸 모눈, 그림 등 여러 가지 비형식적 표

상과 전형식적 표상을 활용하고 있다. 교사용 지도서

에서도 다양한 시각적 표현을 활용하여 직관적인 비교

가 이루어지도록 안내(교육부, 2019c)하고 있는데, 이

는 학습자가 수 관계를 쉽게 발견하도록 돕고 그 관계

를 활용하는 계산의 발달을 도와 산술적 처리 능력도

발달시킬 것이다(정은실, 2003).

[그림 2] 교과서에서 비율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한 시

각적 표상의 예시 (교육부, 2019a, pp. 74-85)

[Fig. 2] Examples of visual representations used in the

6-1 textbook

다. 개념적 이해 후에 기호나 알고리즘 방식을 도입

하기

비와 비율의 교수·학습에서 개념적 이해가 이루어진

후에 기호나 알고리즘적 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비를 지도할 때 비의 개념에 관한 본질을 이해하도록

하기보다는 비를 표현하는 외형적 부분과 계산하는 기

계적인 알고리즘에 치우쳐있기 때문에 비의 학습에 장

애가 되고 있다(정은실, 2003; Streefland, 1985).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 비율을 도입하는 방식을

보면, 의미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림 3]처럼 비의

값을 분수나 소수로 바꾸어 표현하는 기능 습득의 측

면이 강조되고 있다(박희옥, 박만구, 2012; 정은실,

2003).

[그림 3] 비율의 의미를 제시하는 교과서 예시 (교육

부, 2019a, p. 78)

[Fig. 3] Example of the meaning of rate presented

in the 6-1 textbook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비율 개념을 활용하여

실생활 맥락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교육과정의 취

지를 반영하여, 비율 자체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교육부, 2019c). 그

러나 [그림 3]처럼 교과서에서는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의 합성단위로 비율을 제시하면서도, 계산하는 측면

에 초점을 두어 비의 값인 비율을 구하는 자체에 집중

하게 한다. Webb 외(2008)에 따르면, 숫자와 기호로

이루어진 형식적 표상은 빠른 계산에 도움이 되지만,

수학적 이해를 위해서는 비형식적, 전형식적 표상을

충분하게 경험한 후에 형식적 표상을 도입해야 한다.

따라서 비와 비율을 지도할 때에는 각 개념을 구성하

는 요소들의 관계를 이해하고 의미적인 접근으로 개념

을 학습한 후에, 기호나 알고리즘을 도입하여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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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두 양 사이의 관계가 성립하는 다양한 맥락을

제공하기

비와 비율의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생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맥락을 제시하고, 비율을 구

해야 할 필요성이 포함된 맥락을 제시하여야 한다

(Streefland, 1985). 비와 비율의 개념을 기반으로 구성된

맥락을 제시하였을 때, 학습자는 단순히 비율을 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비와 비율의 개념을 활용한 문제해결

을 경험하면서 수학적으로 사고할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비와 비율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장혜원 외, 2017; NCTM, 2007).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요리 재료의 비율, 물건

의 가격 비교, 할인율, 야구 선수의 타율 등 일상생활

의 경험을 통해 비와 비율에 관한 비형식적 지식을 가

지고 있으므로, 학생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일상생활

의 맥락을 활용하여 비와 비율에 대한 개념을 형성할

것을 강조한다(교육부, 2019c). 교과서에서는 방의 정

원에 대한 사용자 수의 비율, 회색 물감의 어두운 정

도, 수학익힘책에서는 버스의 빠르기, 포도 쥬스의 진

하기 등의 맥락을 활용하고 있고, 교사용 지도서에서

는 지도의 축척, 신체의 비율 등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9a, 2019b, 2019c). MIC 교과서에서도

야구장 전체 관중석에서 자리가 찬 정도나 전체 주차

장에서 주차된 칸, 축척을 활용한 지구, 달, 태양의 거

리 등 다양한 맥락을 활용하고 있고, 그외에도 핀란드,

홍콩, 싱가포르, 일본의 교과서에서도 다양한 실생활

소재들이 활용되고 있다(박희옥, 박만구, 2012; 장혜원

외, 2017). 이처럼 현실의 다양한 맥락을 활용하는 것

은 실생활에서의 수학적 개념의 적용력을 높이고 수학

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느끼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

다(박희자, 정은실, 2010).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비율을 지도하는

차시에서 각 문제로 구성된 개념이 각 차시의 주제로

다뤄지면서 학습자에게 부담이 증가하였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 자체를 구하

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도록 타 교과와 실생활에서 비

율이 적용되는 예를 간단하게 다루고 평가에 포함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제시하였다(교육부, 2019c).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비와 비율의 교수학습에

서 고려해야 할 네 가지 사항을 정리하였는데,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도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의 설계

본 연구는 수학 수업을 설계할 때 초등예비교사가

교육과정 자료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분석하고자,

수도권 종합대학 내 초등교육과에서 2020년도 2학기에

개설된 ‘초등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강좌에서 진행하

였다. 해당 강좌는 초등교육에서 교재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닫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교재에 대해 탐

색하고 교재 개발에 관해 실습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현장에서 활용하는 주요 교재

로서 교육과정 자료인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제공

하고, 수업을 재구성하는 실습과제에서 연구참여자가

제출한 과제물을 자료로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

용한 교육과정 자료는 교과용 도서에 해당하는 교사용

지도서와 교과서인데, 이는 수업에서 무엇을 가르칠지,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것을 구체화 시킨 것(Ball &

Cohen, 1996; Grossman & Thompson, 2004;

Remillard, 2005)이다. 본 연구에서 실습과제는 팀 기반

으로 진행하였고, 각 팀은 3~4명으로 구성하되 학습자

가 자유롭게 구성하여 팀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교육과정에 관한 노티싱에서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해석하는 단계가 중요하다

(구나영 외, 2019; Amador et al., 2017)는 관점에서

[그림 1]의 세 가지 요소 중 관심을 기울이는 것과 해

석하기에 관한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연구참여자에게 [그림 4]의 실습과제를

제시하였다.

실습과제에서 ① 비율에 관한 수업을 재구성하는

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3가지를 선정하도록

한 것은 초등예비교사가 교육과정 자료를 활용할 때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을 찾기 위함이고, 이를 범주화

하여 분석하였다. ②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설명하도

록 한 것은 수업을 재구성할 목적으로 교육과정 자료

를 활용할 때 ①에서 선택한 측면에 왜 관심을 기울이

게 되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그 대상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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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수학 4. 비와 비율

중 5차시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를 알아볼까요’를 가

르쳐야 합니다.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① 수

업을 재구성하는 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3

가지를 선정하여 ② 그 이유와 함께 구체적으로 서

술하세요. 자유롭게 다양한 관점에서 선택할 수 있습

니다.

단,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을 유지할 수

도 있고, 수정, 변경,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림 4] 본 연구에서 활용한 실습과제

[Fig. 4] The task used in this study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비와 비율에 관한 지도는

일상생활의 상황으로부터 개념을 형성하고, 그 개념을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교육부,

2019c). 비와 비율 단원의 교과서 구성을 살펴보면(교

육부, 2019a), 다양한 비교 방법에 대한 비교 후에 비

의 뜻 알아보기, 비율의 뜻을 알아보고 비율을 분수나

소수로 나타내어 크기를 비교하기, 비율이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경우 알아보기, 백분율의 뜻을 알

아보고 실생활에서 백분율이 활용되는 경우 알아보기

의 순으로 되어 있다.

이 중에서 본 연구는 5차시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

를 알아볼까요’를 선정하였다([그림 5] 참조). 해당 차

시를 선정한 이유는 첫째, 비와 비율은 초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에서 가르치기에 어렵고 수학적으로 가장 복

잡하며 인지적으로 도전적인 개념 중의 하나(Lamon,

2007)이기 때문이다. 둘째, 초등학교에서 학습하는 비

와 비율은 비례 추론의 발달 시작인데 비례 추론은 중

등 교육과정에서 학습하는 일차함수, 대수방정식, 기울

기 개념 등 다양한 주제와 개념적으로 연계되어 중요

한 개념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Lobato et al., 2016).

셋째, 비율의 지도와 관련하여 이전 교육과정과는 다

르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단원 지도 유

의사항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즉,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

비율이 적용되는 예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비율이 적용

되는 예의 활용을 간단하게 다루되 평가에서는 그 사

례를 문제로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교육부, 2019c)하고

있다. 넷째, 비와 비율은 수학교육 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수학 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

(TIMSS)의 내용 요소에 포함되어 있어 교육과정 상에

서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림 5] 본 연구에서 교육과정 자료로 활용한 교과서

(교육부, 2019a, pp. 80-81)

[Fig. 5] The 6-1 textbook used as curricular materials in

this study

2. 연구참여자

연구에 참여한 초등 예비교사는 수도권 종합대학

내 초등교육과의 개설교과목인 초등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수강생 중에서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의지를

밝힌 초등교육과 학생 40명이다. 연구참여자들은 3~4

명으로 된 팀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총 11개팀을 구

성하였고, 해당 학기 내내 실습과제와 팀 기반 프로젝

트 학습에 참여하였다. 또한, 본 연구참여자들은 직전

학기인 2020년도 1학기에 초등수학기초이론을 필수교

과목으로 모두 이수하였다. 이들은 편의표집을 통해

선정되었지만, 연구에서 재구성해야 하는 수업의 측면

에서 볼 때 교과 내용 지식 및 교수학적 내용 지식 관

련 강좌를 필수교과목으로 이수하였기에 본 연구의 목

적인 초등예비교사가 보이는 교육과정에 관한 노티싱

사례의 단면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초등예비교사가 비율에 관한 수업을 설

계할 때 보이는 교육과정에 관한 노티싱 양상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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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예비교사가 [그림 4]의 실습에 참여하고

제출한 실습과제물을 자료로 수집하였다. [그림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총 11개 팀에서 팀별 3가지 요소를

작성하였으므로 총 33개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Creswell(2010)이 제시한 나선형 자료 분

석의 방법을 따라 첫째, 본 연구는 각 팀이 제출한 실

습결과물에 포함된 내용을 각 요소에 따라 구분하고

각 요소를 분석의 단위로 삼았고, 분석단위별로 나누

어 자료를 정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둘째, 정

리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분류, 해석하면서

키워드를 추출하고, 이를 그룹핑할 수 있는 상위수준

의 코드(범주)를 생성하였다. 셋째, 생성된 코드(범주)

에 따라 자료를 재정렬하고, 둘째 단계와 셋째 단계를

반복하면서 코드(범주)를 정교화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따라 자료로부터 도출된 분석틀은 [표 1]과 같다.

대상 하위범주 코드

과제

(T)

수학적 과제의

내용적 측면(N)
TN

수학적 과제의

형식적 측면(F)
TF

수학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교수학적 지식

(M)

교육과정(C) MC

교수학습방법(S) MS

학습자

(L)

학습자의

정의적 특성(A)
LA

학습자의

인지적 특성(K)
LK

[표 1] 본 연구에서 도출된 분석틀

[Table 1] Analysis framework derived from this study

먼저,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어떤 측면에 관심을 기

울이는가에 대한 것은 과제(T), 수학을 가르치는데 필

요한 교수학적 지식(M), 학습자(L)가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으로 추출되었고 각 하위범주가 나타났다. 이 범

주를 기반으로 하여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어떻게 해석

하는가에 대한 분석은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을 제시한

[표 1]의 하위범주와 그 범주 중에서 관련시키는 요인

이 무엇인지를 찾아 해석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단, 하

위범주 중 학습자의 인지적 특성은 교육과정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을 분석할 때에는 나타나지 않고

교육과정에 관한 해석이 이루어질 때 도출된 범주였으

나, 각 범주는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을 찾을 때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분석할 때에도 활용되므

로 분석틀에 포함하였다.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료연구자와의 중복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약 85.7%의 일치도를 나타내었다.

Ⅳ. 연구결과

1. 교육과정 자료와 관련하여 관심을 기울인 대상

초등예비교사가 비율에 관한 수업을 설계할 때, 교

육과정 자료와 관련하여 어떤 측면에 관심을 기울이는

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관심을 기울인 대상을 분석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과제(T), 수학을 가르치는 데 필요

한 교수학적 지식(M), 학습자(L)에 관해 관심을 기울

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각 대상별 세분된 하위범주와

구체적 사례는 [표 2]와 같다.

비율에 관한 수업 설계에서 초등예비교사는 과제

(T)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관심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수학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교수학적 지식(M), 그리고

학습자(L)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과제에 대한 초등예비교사들의 관심은 과제의

내용적 측면(TN)과 과제의 형식적 측면(TF)으로 세분

되어 나타났다. 수학적 과제의 내용적 측면(TN)에 관

한 관심은 전체 응답에서 57.57%를 차지하는데, 학습

자에게 친숙한 실생활 맥락, 비율의 필요성을 강조하

는 실생활 맥락, 복잡성을 강조하는 실생활 맥락, 개념

이해 및 적용을 할 수 있는 맥락 등을 고려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과제의 내용적 측면(TN)에 관한 관심 중 과제가 학

습자에게 친숙한 실생활 맥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에 대해 가장 높은 관심(30.30%)을 기울였다. G조는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에 주목하여 그 문제가

실생활에 관련되었는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

고 그 실생활이 학생 수준에서 직접 경험할만한 범주

에 관련한 문제를 먼저 경험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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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구체적 사례 빈도(%)

TN

학습자에게 친숙한 실생활 맥락을 활용한 문제 10(30.30)

19

(57.57) 22

(66.66)

비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실생활 문제 2(6.06)

복잡한 요소를 포함한 실생활 문제 2(6.06)

개념적 이해를 중심에 둔 문제 3(9.09)

학습한 개념을 적용하는 문제 2(6.06)

TF
과제의 재배열 2(6.06) 3

(9.09)과제해결을 돕는 소질문 배치 1(3.03)

MC

성취기준과 학습목표의 일관성 1(3.03)
3

(9.09) 9

(27.27)

교과 역량 1(3.03)

차시 간의 연계성 1(3.03)

MS
학습활동의 다양화 5(15.15) 6

(18.18)평가방식 1(3.03)

LA 학습자의 흥미 2(6.06) 2(6.06) 2

(6.06)LK · 0 0(0)

[표 2]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관심을 기울인 대상

[Fig. 2] Objects in curricular attending

한, C조는 실생활 맥락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동시에

비율 개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실생활 문제이어야 함

을 강조한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재구성해야 하는 수

업 차시의 학습목표와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에서

비율의 의미 지도에서 실생활에서 비율이 적용되는 사

례 사용을 강조하는 부분(교육부, 2019c)이 영향을 미

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이 학습자에게 친

숙한 실생활 맥락에 관해 관심을 기울였다 하더라도,

G조는 물감을 섞는 문제, C조는 고추장의 분량에 관한

문제를 예로 들은 것을 보면 학습자에게 친숙한 실생

활 맥락의 범주를 각기 다르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

된다.

[G조] 학생들의 수준에 맞으며 실제로 자신의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친숙한 실생활 문제부터 접한 후 속

력, 밀도 등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교과서의) 문제 3번과

같이 물감 섞는 문제가 속력, 밀도를 구하는 것보다

더 학생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C조] 실생활에 관련된 문제를 다룬다고 하지만 약간 동떨

어진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실생활에서 비

율이 중요한 이유(필요성)를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

하다. 왜 학교에서 실생활에서 조금 동떨어진 문제

를 다룰 수밖에 없을까? 실생활에 더욱 적합한 소재

로 바꾸거나 비율을 사용해야 하는 필요성을 함께

제시한다. 요리책을 보고 고추장 찌개를 만들 때 책

에 나온 대로 고추장 5스푼을 넣었더니 싱거웠다.

무엇이 문제일까? 전체 물의 양 대비 고추장의 양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하는지 생각해야 함을 학생들이

알 수 있다.

과제의 형식적 측면(TF)에 관한 관심은 전체 응답

에서 9.09%를 차지하는데, 과제의 배열 순서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과 과제의 해결을 돕는 소질문의

배치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D조는 다양한 맥락에서

비율의 의미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

기 위해, 비율이 사용되는 실생활 맥락에 대해 학습자

가 스스로 생각해보도록 하는 문제를 먼저 경험하게

한 후에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순서

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는 앞서 제시한 G조와 C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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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고자 하는 문제가 실생활 맥락을 사용한 것인지

에도 관심을 기울인 것이지만, 그것을 교과서에서 제

시한 순서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서

배열한 순서를 바꾸는 것에 좀더 관심을 기울인 것으

로 분석된다. Amador 외(2017), Roth-McDuffie 외

(2018), 구나영과 이경화(2020) 등 교육과정 자료를 활

용하는 양상에 관한 연구들에서처럼, 교육과정 자료와

관련하여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에 따라 실행되는 수업

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D조] 교과서를 확인해보면 총 4가지의 큰 질문이 제시되

어있는데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문제) 1번-3번은 실

생활 관련 문제,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문제) 4번은

실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것이다. 이때 먼저 4번부터 제시된 후에 다른

실생활 문제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다. 즉 먼저 친

구들과 실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비율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우(4번)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숫자를

정해 탐구활동을 진행한다. 그 후 그 활동에서 사용

되지 않았던 다른 실생활 소재(1~3번)를 교과서에서

다루어본다. 학생들이 먼저 실생활 여러 문제를 탐

구해본다면 단순히 수학적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

니라 여러 상황을 다양하게 생각해볼 수 있고 교과

서에서 미처 제시하지 못한 다른 수학적 지식과 과

정을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고력

과 문제해결력, 탐구력을 신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수학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교수학적

지식에 대한 초등예비교사의 관심은 교육과정(MC)과

교수학습방법(MS)에 관한 것으로 세분되어 나타났다.

먼저, 교육과정에 관한 관심은 성취기준과 학습목표와

의 연계성, 해당 차시에서 강조하는 교과 역량에 대해

고려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E조는 수업을 재구성하기

위한 방향성을 설정할 때, 교사용 지도서에서 해당 차

시와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는 교과 역량에 관한 내용

에 관심을 기울인 것이다. 즉,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사용 지도서의 구성 체제 및 활용 방법을 보면, 각

차시마다 수학책과 익힘책에 구현된 수학 교과 역량을

해설하고 수학 교과 역량을 고려한 참고 활동을 안내

(교육부, 2019c)하고 있는 부분에 관심을 보인 것이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

심역량의 함양을 목표로 하고, 특히 수학과에서는 문

제 해결, 추론, 창의 융합, 의사소통, 정보 처리, 태도

및 실천과 같은 수학 교과 역량을 함양하기에 적합한

교수 학습의 운영을 강조(교육부, 2015)하는 것의 영향

을 받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E조] 다른 차시와 달리 5차시에 태도 및 실천 역량이 포

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다음

의 내용은 교사용 지도서에서 안내하는 교과역량에

대한 부분이다.)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비율에 대한

문제를 접하고, 풀어봄으로써 생활 속에서 비율이

쓰이는 상황을 통해 수학의 유용성과 가치를 느끼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한다. 문제를 직접 만들며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E조가 재구성해야 하는 해당 차시 내에서 관심을

기울인 것이라면, 다음에 제시하는 C조는 단원 내에서

다른 차시와의 관련성 측면에 관심을 기울인 경우이다.

교사용 지도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단원의 전개 계획을

보면, 4차시에서 비율의 개념 알아보기, 5차시에서 실

생활에서 비율이 사용되는 여러 가지 경우를 알아보며

문제해결을 연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교육부, 2019c).

이에 대해 C조는 4차시에서 비율에 관한 개념을 학습

한 후 5차시에서 개념을 적용하는 문제해결을 하도록

구성된 단원 내의 차시별 순서에 관심을 기울이고, 개

념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차시의 필요성을 제안

하였다.

[C조] 비율의 개념을 배운 뒤 바로 뒷차시임에도 바로 문

제해결 단계로 들어간다. 개념복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업을 구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수학습방법에 관한 관심은 수학적 의사소통이 일

어날 수 있도록 협력적 문제해결의 방식을 도입하거나

구체적 조작물의 활용을 고려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이는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수학 교과 역량을 강조하는 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E조] 교과서의 추상적인 문장제 문장들을 직접, 먼저 접

하기 보다는 교사가 동일한 크기와 형태등을 갖는

구체물( 막대, 바둑알 등)으로 문제를 단순화하고 구

체화하는 작업을 미리 보여줍니다.

[H조] 수업의 도입 부분에 실생활에서 비율과 관련된 문

제를 제시하여 학생들의 학습적인 동기를 이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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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한다. 또한, 문제 중심의 교과서를 보완하여 학

생들의 흥미와 능동적 참여를 이끌 수 있는 활동으

로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교과서의

문제를 풀어나가기보단 모둠별로 문제를 제시해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등으로 학생들이 수

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학습자에 대한 초등예비교사의 관심은

학습자의 정의적 측면에 관한 부분(LA)으로 집중되었

다. 특히, I조의 사례에서처럼 수업을 재구성할 때 학

습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 및 유지하는 것에 관

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I조] 수학 교과 중 비와 비율 단원이 학습자에게 어려운

개념 중 하나이고 고학년이 점점 수학이 어렵고 복

잡해지는 시기이므로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 교육과정 자료에 관한 해석하기의 양상

초등예비교사가 비율에 관한 수업을 설계할 때 교

육과정 자료에 관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살펴보기 위

하여, 관심을 기울였던 대상과 어떤 요인을 관련지어

관심을 기울인 이유를 제시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 또는 수학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교수학

적 지식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 참조).

[그림 6] 교육과정에 관한 해석하기의 과정에서 관심을

기울인 대상과 관련시키는 요인들

[Fig. 6] Factors related to objects in curricular attending

for curricular interpreting

관심을 기울였던 여러 대상을 학습자와 관련지어

해석할 때는 학습자의 인지적 측면(LK)과 관련짓는

경우가 57.57%, 학습자의 정의적 측면(LA)과 관련짓는

경우는 18.18%로 나타났다. 또한, 수학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교수학적 지식과 관련지어 해석할 때는 교수학

습방법(MS)과 관련짓는 경우가 18.18%, 교육과정(MC)

과 관련짓는 경우가 6.06%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관심을 기울인 대상을 중심으로 어떤

요인과 관련짓는지를 정리하였다([표 3] 참조).

먼저, 과제(T)에 관심을 기울였던 초등예비교사들은

과제의 내용적 측면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과제의 형식

적 측면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학습자의 인지적 특성

또는 학습자의 정의적 특성과 관련지어 해석하였다.

이 중에서 학습자와 관련지어 해석하는 경우는 전체의

54.5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개념적 이

해나 문제해결력과 같이 학습자의 인지적 특성(LK)과

관련지어 해석하는 경우는 36.36%, 학습자의 정의적

특성(LA)과 관련지어 해석하는 경우는 18.18%로 나타

났다. 앞서 제시했던 [표 2]를 보면, 수업 설계를 위해

교육과정에 관해 관심을 기울일 때는 학습자의 인지적

측면과 관련하여 우선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과

달리, 관심을 기울인 대상에 관한 해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학습자의 인지적 측면을 가장 많이 고려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과정에 관한 노티싱은 교

사가 교육과정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교육과정 자료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학습자의 역할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학습자

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Dietiker et al., 2018). 이는 교사가 수업을 설계할 때

교육과정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단지 교육과정 자료 자

체만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육과정을 실행하

는 과정에서 그 교육과정 자료를 활용하는 대상자인

학습자를 고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B조와 D조는 모두 학생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소재에 기반을 두고 개발된 과제를 활용하는 것

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러한 과제의 활용에 대해 B조

는 수학적 개념인 비율을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문제해

결력과 관련짓고, D조는 학습자의 흥미 및 학습동기

유발과 관련지어 해석하였다. 즉, B조는 학습자의 인지

적 측면을 고려하고, D조는 학습자의 정의적 측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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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기울인 대상
관련짓는 요인 빈도(%)

T

TN

M
S 2(6.06) 4

(12.12)

22

(66.66)

C 2(6.06)

L
K 10(30.30) 15

(45.45)
18

(54.54)

A 5(15.15)

TF L
K 2(6.06) 3

(9.09)A 1(3.03)

M

MC
M S 1(3.03) 3

(9.09)
9

(27.27)

L K 2(6.06)

MS
M S 1(3.03) 6

(18.18)L K 5(15.15)

L LA M S 2(6.06) 2(6.06) 2(6.06)

[표 3] 관심을 기울인 대상과 해석할 때 관련짓는 요인

[Table 3] Objects in curricular attending & related factors for curricular interpreting

고려하여 교육과정 자료 중 관심을 기울였던 과제의

활용 이유에 대해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B조] 학생들에게 친숙한 소재로 예시를 제공한 기존 교

과서에서 실생활에서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로 우리

나라 지역인구 밀도와 관련된 상황을 제시하는 것보

다 우리 반 교실의 넓이에 대한 학생의 수를 알아보

기와 같이 일상 생활에서 비율이 사용되는 사례를

문제 상황으로 제시한다. ‘유자차 타기’, ‘전 반죽’

등 요리 레시피 소재를 활용하여 문제를 제시한다.

비율이 자신의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쉽게

이해하며 이를 실생활에서 보다 쉽게 활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D조] 학습목표가 ‘실생활에서 비율이 사용되는 여러가지

의 경우를 안다.’인데 (교과서에) 제시된 문항은 소

재만 실생활에서 가져온 것이지, 실제적으로 학생들

의 실제 상황에 조금 동떨어져 있다. 학습자의 수준

과 상황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문제(를) 구성해야

한다. 좀 더 학생들의 실생활과 연관된 소재를 사용

한다면 학습동기를 높일 수 있고 학습에 흥미를 느

끼기에 적합하다. 어른들 입장의 실생활이 아닌 학

생들 입장의 실생활이어야 한다.

또한, 과제에 대한 관심은 F조와 G조처럼 교육과정

문서에서 제시하는 학습목표와 관련짓는 것처럼 교육

과정 요소를 고려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렇게 과제

의 활용을 수학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교수학적 지식

의 측면과 관련지어 해석한다는 것은 과제에 내포된

교수학적 지식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관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F조] (수업의) 전개 (과정)에서 어떤 실생활의 비율을 알

아보게 할 것인지를 선정해야 한다. 학습목표가 ‘실

생활에서 비율이 사용되는 여러 가지 경우를 안다.’

인 만큼 학생들에게 와닿고 활용도 높은 사례를 선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G조] (교과서에 제시된 문제 중) 주변에서 비율이 사용되

는 경우를 찾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가 중요

하다고 생각한다). 실생활에서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

를 아는 것이 이 차시의 학습 목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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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초등예비교사들은 수학을 가르치는 데 필

요한 지식(M)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학습자의 인지적

특성(LK) 또는 교수학습방법(MS)과 관련지어 해석하

였다. 특히, 학습자의 인지적 특성(LK)과 관련지어 해

석하는 경우가 21.21%로 높게 나타났다.

학습자의 비율에 관한 개념 이해를 위해 A조는 머

릿셈으로 하는 방식이 아닌 구체적 조작물을 활용하는

방식인 교수학습방법에 관심을 기울인 것이고, F조는

과정중심평가의 방식을 도입하여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이해 수준을 계속하여 점검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외에도 협력적으로 문제

를 해결하는 기회나 수학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등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에 관심을 기울였

는데, 이들은 궁극적으로는 학습자들의 문제해결력을

증진시키는 것, 즉 학습자의 인지적 측면을 관련지어

해석하였다. Dietiker 외(2018)에 따르면, 교사가 교육

과정 자료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과 그것에 대한

해석에 따라 실행의 모습이 달라진다. 따라서 아래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 교수학습방법에 관한 관심은 교

육과정 실행의 모습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A조] 학생들이 식이나 방법을 기계적으로 머릿셈하는 문

제가 아닌 학생이 직접 해봄으로써 개념과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이 제시되어야 한다. 교과서에

제시된 문제는 주어진 값을 가지고 방법을 사용하여

단순히 값을 구하는 방식으로 안내되고 있다. 따라

서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문제들을 다양하게 제

시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모

든 값을 구할 수 있다. 교과서의 문제는 학생들의

머릿셈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구와

활동 등을 통해 해결하도록 만들어져야 하며, 수업

에서 학생들은 직접 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

써 개념과 원리를 자연스럽게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F조] 학생들이 성취기준과 교과목표에 도달하여 관련 개

념을 확실하게 학습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학습하는 그 과정에

도 이상이 없는지 교사는 확인하고 학생들의 수준을

점검해야 한다. 따라서 과정중심평가를 중심으로 평

가의 도구, 평가 방법 등에 초점을 맞추어 수업을

재구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초등예비교사들이 학습자의 정의적 측

면(LA)에 관심을 기울일 때에는 수학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교수학적 지식 중 교수학습방법(MS)과 관련지

어 해석하는 경우만 나타났다. I조와 J조는 학습자의

흥미가 유지되어 학습동기가 유지되게 하는 측면에 관

심을 기울였는데, I조는 학습자의 경험과 연계된 학습

활동을 구성하거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을, J

조는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

법을 고려하였다. 이들은 교수학습방법의 범주와 관련

지어 해석하였을 뿐 구체적인 실행의 방안까지는 제시

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학습자의 흥

미 유지를 위해 과제를 활용하는 교수학습방법의 측면

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I조] 수학 교과 중 비와 비율 단원이 학습자에게 어려운

개념 중 하나이고 고학년이 점점 수학이 어렵고 복

잡해지는 시기이므로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

습자의 경험에 비추어 이와 연계된 학습활동을 구성

하고, 학습자가 관심 있는 주제와 연계하여 수업을

구성하는 방법이 있다. 학생들에게 새롭고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하는 것 또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J조] 문제 해결 능력이 수학 교과의 핵심역량 중 하나이

고,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흥미 유발의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 본 차

시는 비율에 대한 개념학습 이후에 실생활 문제를

풀어보며, 일상에서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는 차시이므로, 학생들이 사전지식을 활용하

여 친구들과 협력하여 문제 해결을 하는 기회를 제

공한다. 흥미를 유발하고 문제해결력 신장할 수 있

는지에 주안점을 두어 재구성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본 연구는 초등예비교사가

비율에 관한 수업을 설계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자료를

활용할 때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은 수학적 과제(T),

학습자(L), 수학을 가르칠 때 필요한 교수학적 지식

(M)의 세 가지가 도출되었고, 각 대상의 하위범주가

나타났다. 또한, 교육과정 자료에서 각 대상에 관심을

기울인 이유를 찾기 위하여 어떤 요인과 관련지어 해

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초등예비교사가

교육과정 자료를 활용할 때 관심을 기울였던 여러 대

상은 학습자와 관련지어 해석하는 경우가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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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5%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수학을 가르치는 데 필

요한 교수학적 지식과 관련지어 해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교육과정 자료는 그것을 활용하여 실행

하는 수업의 모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Remillard,

2005)라는 것을 전제로, 비율에 관한 수학 수업을 설계

할 때 초등예비교사가 교육과정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

는지를 분석하여 교육과정에 관한 노티싱 양상을 찾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교육과정에 관한 노

티싱에서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해석

하는 단계를 중심(구나영 외, 2019; Amador et al.,

2017; Dietiker et al., 2018)으로 교육과정 자료의 어떤

측면에 관심을 기울이는지 그 대상을 찾고, 그것을 다

른 어떤 요소와 관련지어 해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였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예비교사는 비율에 관

한 수업을 설계하기 위해 교육과정 자료를 활용할 때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은 과제, 수학을 가르치는 데 필

요한 교수학적 지식, 학습자로 범주화되었다. 또한, 이

세 가지의 대상으로 범주화된 이유는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수학과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 및 변화 내용

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로는 교육과

정이 실행되는 모습을 고려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초등예비교사는 실생활에서 비율이 사용

되는 경우를 이해하는 것을 학습목표로 하는 수업을

설계하기 위하여 학습자에게 친숙할 실생활 맥락을 기

반으로 한 과제의 성격에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 장혜

원 외(2017), NCTM(2007), Streefland(1985) 등에서 비

율의 교수학습에서 현실성 있는 맥락을 기반으로 한

과제의 활용을 강조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해당 차시의 지도와 관련하여 교사용 지도서에서 학습

목표와 교수학습방법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교육

과정 자료의 내용에서 타 교과 및 실생활에서 비율이

적용되는 사례의 활용을 강조한 점(교육부, 2019c)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에서도 비율의 교수·학습에서 실생활에서 비율이 적용

되는 예를 활용하였지만, 비율이 적용되는 타 교과의

개념이 각 차시의 주제로 다뤄지면서 지적되어 온 부

분을 변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자료를 활용할

때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수학 교과 역량의 함

양을 강조하며 이에 적합한 교수·학습의 운영을 위해

교사용 지도서에서 차시마다 수학책과 익힘책에 구현

된 수학 교과 역량을 해설하고 수학 교과 역량을 고려

한 참고 활동을 안내(교육부, 2019c)한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역시 2009 개정 교육과정

에서는 수학적 과정으로 강조하던 것을 교과 역량으로

발전시켜 새롭게 제시하는 부분이므로 교육과정 자료

를 활용할 때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것을 구체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교

육과정 자료는 교사가 수업에서 어떤 내용을 어떤 교

수·학습 방법으로 가르칠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

친다(구나영 외, 2019; 구나영, 이경화, 2020; Amador

et al., 2017; Ball & Cohen, 1996; Grossman &

Thompson, 2004; Remillard, 2005; Roth-McDuffie et

al., 2018).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수업을 설계할 때

2009 개정 교육과정이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개정되

면서 변화하여 강조되고 있는 부분에 관심을 기울였다

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교육과정 자료에 관한 해석의 양상을 살피기

위하여 관심을 기울였던 대상과 어떤 요인을 관련지어

관심을 기울인 이유를 제시하는가에 관하여 분석하였

다. 교사가 교육과정 자료를 활용하여 수업을 설계하

고 실행하지만 수업은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학습을 위

한 것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에서 학습자 또는 수학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교수학적 지식과 관련지어 교육과

정에 관한 해석이 이루어진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 모

른다. 그러나 Dietiker 외(2018)의 교육과정에 관한 노

티싱 프레임워크를 보면, 교육과정 자료에 관해 관심

을 기울인 것은 그것에 관한 해석에 영향을 미치고,

교육과정 자료에 관한 해석은 수업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처럼 교육과정 자료를 해

석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단지 텍스트를 읽는 것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 자신의 사전지식, 경험, 신념과

태도 등을 기초로 하여 주어진 맥락에 맞게 교육과정

자료에 대한 의미를 구성하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임(구

나영 외, 2019)을 경험하게 한 것은 교육과정 자료의

활용에 관한 교사 역할이 중요함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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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를 알아보는 차시

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한계가 있지만, 연

구결과를 토대로 본고에서는 교육과정 자료의 활용을

통한 교육과정에 관한 노티싱과 관련하여 예비교사교

육에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예비교사교육에서 교육과정에 관해 노티싱하

는 기회를 제공할 때, 내용 영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측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교

육과정 자료를 풍성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에서 초등예비교사가 비율에 관한 수업을 설계할 때

수학적 과제에 관해 가장 높은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

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변화된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을 잘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는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지 않고 기

록한 내용만을 분석하였고 이들도 예를 들어 설명하지

않았기에, 이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맥락이 학습자에게

친숙한 실생활 맥락인지, 비율의 필요성을 잘 드러내

는 맥락인지에 대해서는 분석하기 어려웠다. 교육과정

에 관한 노티싱의 관점에서 볼 때, 교육과정에 관해

관심을 기울인 부분에 대한 이해는 수업의 모습과 질

을 결정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관해 주요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측면을 제시해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관심을 기울인 측면에 관한 교사 지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도움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

에서는 국내외 교과서의 비율에 관한 부분에서 활용되

고 있는 다양한 맥락의 특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박희

옥, 박만구, 2012; 박희자, 정은실, 2010; 장혜원 외,

2017)를 토대로 추가적인 교육과정 자료를 개발하여

예비교사에게 제공한다면, 예비교사가 교육과정과 관

련하여 관심을 기울인 부분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이

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과정에 관한 노티싱이 깊이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내용 영역에 대한 교수학적 지식을 중심

으로 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

서 교육과정 자료에 관한 해석이 이루어질 때 학습자

와 관련지을 뿐만 아니라 수학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교수학적 지식과 관련짓는 경우가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비율의 내용 영역을 지도할 때 고려해

야 하는 측면을 반영하기보다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변화 방향을 반영하여 교과 역

량을 중시하는 수업에서 주로 나타나는 협력적 문제해

결의 방식이나 수학적 의사소통을 강조한 방식을 제안

하였다. 그러나 비와 비율의 교수학습과 관련한 연구

들(박선영, 이광호, 2018; 박희옥, 박만구, 2012; 장혜원

외, 2017; 정은실, 2003; 정영옥, 2015; Beckmann &

Izsák, 2015; Shield & Dole, 2013; Streefland, 1985)에

서는 비율에 대한 직관적 이해를 돕고 비례적 추론 능

력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적 표상의

활용을 강조하였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시각적 표상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비와 비율을

학습할 때 느낄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함을 강조(교육부, 2019c)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예비교사들은 이러한 수학적 표

상의 활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Land 외(2015)의 연구에서처럼 예비교사들이 저자의

의도와 다른 방식으로 교육과정 자료에 대해 해석하는

것과 같은 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다. 비와 비율의 교

수학습에서 Webb 외(2008)가 제시한 수학 학습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세 가지의 표상을 활용한다면 개념에

대한 직관적 이해뿐만 아니라 개념에 대한 의미 중심

의 이해가 가능하도록 도울 수 있다(박선영, 이광호,

2018; 장혜원 외, 2018; 정영옥, 2015). 실제로 강향임과

최은아(2015)의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학생의 오류를

돕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때, 시각적 표상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따라서 예비교사교육에서 내

용 영역과 관련한 교수학적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에 관한 노티싱 경험을 제공함

으로써 예비교사의 내용 지식에 관한 이해를 도울 필

요가 있다.

셋째, 예비교사교육에서 수업을 설계할 때 그 수업

에 내재된 어포던스를 찾을 수 있도록 학습자의 수학

적 사고에 초점을 둔 교육과정에 관한 노티싱이 이루

어질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수학 수업에서 수학

적 문제해결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수학

적 사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Jacobs 외(2010)는

학습자의 수학적 사고에 관한 전문적인 노티싱의 중요

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초등예비교사가 교육

과정 자료와 관련하여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학습자와 관련지어 해석하는 경우가 높은 비

율로 나타났다. 특히 학습자의 개념적 이해나 문제해

결력을 포함하는 인지적 특성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았

지만, 이에 대한 해석은 학습한 비율의 개념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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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도로만 이루어

졌고 수학적 사고의 측면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다. Choy, Thomas와 Yoon(2017)에 따르

면, 수업에서 학습자의 수학적 사고를 발달시키기 위

해서는 수업에서 가르쳐야 하는 수학적 개념, 그 개념

에 대해 학습자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측면, 이에

대한 수업 실행의 과정에 초점을 두고 수학적 추론을

중심으로 한 생산적인 노티싱이 이루어져야 한다.

Choy와 Dindyal(2020), Ivars, Fernandez, Llinares와

Choy(2018), Warshauer 외(2019)에서도 수학적 사고를

중심으로 한 노티싱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수업

설계는 수업의 실행을 위한 준비단계이므로, 수업을

설계하는 상황에서도 학습자의 수학적 사고를 중심으

로 하여 교육과정 자료에 관한 노티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더욱 생산적인 노티싱이 이루어지도록 도와

야 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예비교사의 수업 설계

역량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정 자료 활용을 통한 교육과정에 관한 노티

싱 연구는 주어진 교육과정 자료들을 그대로 활용하는

지 또는 수정 및 보완하는 양상은 어떠한지 등을 살펴

봄으로써 수업을 재구성하고자 유형을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던 것(Brown, 2009; Choppin, 2011;

Earnest & Amador, 2019; Sherin & Drake, 2009)으로

부터 시작되어, 최근에는 교육과정 자료의 활용에서

교육과정 자료에 관한 해석의 양상을 살펴보는 연구로

진행되고 있다(구나영 외, 2019; Amador et al., 2017;

Land et al., 2015). 여기에서 더 나아가 본 연구는 교

육과정에 관한 노티싱 과정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과정

과 해석하는 과정에 주안점을 두고, 어떤 대상에 관심

을 기울이는지를 찾고 그 대상에 관심을 두는 이유를

분석하여 교육과정 자료에 관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분석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수업 설계와 실행을 위해 교육과정 자료를 활용하

는 것은 수학 교수학습과 관련하여 교사의 생각에 영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교사의 수업에 관한 전문성 향

상에 도움이 되고, 수학적 이해에도 도움이 된다

(Lloyd, 2009; Remillard, 2013).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에 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이 발

표(교육부, 2018)되면서 앞으로 교사는 교과서를 선정

하는 역할도 직접 수행하게 될 것이므로, 예비교사교

육에서 교육과정 자료를 활용하는 경험을 통해 교육과

정에 관한 노티싱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교사의 전문

성 신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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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icular noticing is about how teachers understand the content and pedagogical opportunities 
inherent in curriculum materials. Since the enacted curriculum differs depending on which aspect of the 
curriculum material is paid attention to and how to interpret it, it is necessary to focus on Curricular 
Attending and Curricular Interpreting in Curricular Noticing for enhancing the teaching expertise of 
preservice teachers. First, this study categorized the objects that preservice elementary mathematics 
teachers attended when planning the lesson for rate. Second, in order to find out the reason for paying 
attention to those objects, it was analyzed what factors were related to interpret. By discussing the 
results, implications were drawn on how to use Curricular Noticing in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to 
enhance the pedagogical design competency of preservice elementary mathematics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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