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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수학적 귀납법은 그 안에 내포된 추론 구조와 표현의 형식성 때문에 교수학적 변환, 특히, 학습과제 설계의
어려움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어려움을 지원하고 교사 공동체의 학습을 이끌기 위
해 교사와 연구자가 참여한 공동학습형 연구공동체를 구성하였으며,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과제를 공동으로 설
계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지식이 개발되어 가는지 설명함으로써 과제 설계가 교사 공동체의 학습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교사 공동체는 교수전략으로서 증명계획 전략을 도출하였고, 수
열의 귀납적 정의와 조작의 역할을 재발견하면서 학생들이 명제함수의 재귀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를 설계하
였다. 이를 통해 수학적 귀납법의 논리적 구조에 관한 지식,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학생의 이해와 어려움에 관한
지식, 수학적 귀납법의 학습 과정의 각 과정을 돕는 교수학적 방법에 관한 지식을 개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어: 수학적 귀납법, 과제설계, 공동학습형 연구공동체, 교수를 위한 수학적 지식, 교사 공동체의 학습
ABSTRACT. Mathematical induction has been known to be difficult topic for didactic transposition, especially for tasks
designs, due to the formality of reasoning structures and expressions embedded in them. This study organized a
co-learning inquiry community with teachers and researchers to overcome these difficulties and to lead the learning of
teacher community. A series of activities consisting of tasks design, implementation, and reflection were conducted.
Then the learning of teacher community was analyzed by describing which knowledge elements were developed. As a
result, teacher community drew a proof-planning activity as a didactic strategy and designed tasks that enable students
to recognize the recursibility of the proposition function as they rediscover the roles of inductive definitions of
sequence and operations. Through this, teacher community developed the knowledge of the logical structure of
mathematical induction, knowledge of students understanding and difficulties about learning mathematical induction, and
knowledge of didactic strategies which support the learning process of mathematical induction.
KEY WORDS: Mathematical induction, Tasks design, Co-learning inquiry community, Mathematical knowledge for
teaching, Learning of teacher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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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주목한다(Boston & Smith, 2011). 과제 중심 접근
에 의해 교사들은, 학습자와 학습자가 만나게 되

수학적 귀납법은 함의 관계, 전칭양화, 명제

는 수학적 아이디어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

함수와 같은 개념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해 역

다. 또, 과제와 관련된 교수 실천과 경험을 기반

동적으로 작동하는 증명 방법이다(Park, 2008).

으로 하여 발전하는 지식은 교사의 전문성으로

학생들에게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를 효과적으로

내면화되어 이후 다른 수업에도 적용되기 쉽다는

교수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앞서 말한 개념 요소

장점이 있다(Watson & Sullivan, 2008). 과제 중

와 함께 초기단계와 귀납단계의 증명 원리를 잘

심 접근을 통해 교사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하려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귀납법

면 “참(authentic) 실천의 표본”(Smith, 2001; p. 7)

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에 기초하여 효과적인 학

이 되도록 활동을 설계해야 하며, 단지 과제 설

습 활동을 준비하고 이끌어야 한다. 그러나 수학

계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반응 등도 성찰하도록

적 귀납법에 내포된 추론 구조와 표현의 형식성

할 필요가 있다(Boston & Smith, 2011).

으로 인해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고 참여하여 수

최근에는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과제를 설계하

학적 귀납법의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학습 활

는 것보다 공동체를 이루어 설계하고 적용 후

동을 설계하는 일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하다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Sfard, 1988). 수학 교사의 지식에 대한 연구들에

있다(e.g., Watson & Sullivan, 2008; Stein et al.,

서는 상당히 많은 교사들이 내용 지식과 교수학

2009; Biza et al., 2007; Swan, 2007; Boston &

적 내용 지식 등 필요한 지식의 부족으로 적절

Smith, 2011). 과제를 설계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한 학습 활동을 설계하여 효과적으로 수업하는

할 측면이 복잡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상황적이

데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e.g., Davis &

면서도 이론적이고,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인 여

Renert. 2013; Ma, 1999; Pang & Sunwoo, 2017).

러 가능성과 제약을 동시에 인지하고 대비해야

특히, 수학적 귀납법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지식

하는데(Elbaz, 1983), 연구자와 교사들이 공동체

과 효과적인 교수를 위한 과제의 특성 등에 대

를 이루면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상당한

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도움을 얻을 수 있다(Jaworski, 2004, 2008; Na,

수학 교사의 지식과 전문성이 학습자의 구체

2010; Oh, 2006; Park, 2011). 연구자와 교사들의

적인 활동, 곧, 과제를 설계하는 동안 변화될 수

연구를 위한 협력 중에서 교사들을 참여주체로서

있다는 것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e.g., Watson &

연구자들과 동등하게 존중하고 책임과 역할을

Sullivan, 2008; Stein et al., 2009; Biza et al.,

분담하는 것이 ‘공동학습형 연구공동체’(Wagner,

2007; Swan, 2007; Boston & Smith, 2011) 공통적

1997)이다. 수학 교사들만의 공동체가 경험 기반

으로 ‘과제 중심 접근’에 의한 수학 교사의 학습

의 통찰에 근거하여 현실적인 방안들을 모색하

에 주목하고 있다. 과제 중심 접근에서는 수학

는 데 기여해온 반면, 연구자들의 협력 연구는

수업의 핵심이 과제라는 점에 주목하여 과제를

선행연구 기반의 분석에 주목하여 이론적인 관

중심으로 하는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구체적으

점들을 도출해왔다. 공동학습형 연구공동체는 이

로 예측하고 설계하며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에

두 접근의 통합을 시도하는 것으로, 경험과 연
구, 현실과 이론의 조화를 꾀함으로써 실제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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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학적 귀납법의 수학적 구조

점이 있다.
본 연구는 연구자와 교사들이 공동으로 수학

수학적 귀납법은 모든 자연수 에 대하여 명

적 귀납법 지도의 문제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구

제  이 참임을 증명하는 증명방법으로서, 초

체적인 과제를 설계하고 적용한 후 결과를 논의

기 값인    에 대해서   가 성립함을 보

하는 과정에서 수학 교사들이 어떤 논점에 주목

이는 초기조건과     ∈   ≥ 에 속하

하고 어떤 지식을 학습하는 지를 알아보는 데

는

목표를 둔다. 이를 위하여 수학적 귀납법의 추론

 ⇒   가 성립함을 증명하는 귀납 단계

구조와 표현 방식을 분석하여 교사 내용 지식의

의 두 단계 증명으로 구성되어 있다(Stylianides

요소를, 수학적 귀납법 관련 오개념과 오류를 분

et al., 2007). 또한,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는 함의

석하여 학생에 대한 지식의 요소를 도출한다. 이

문과 그 증명, 기본적 증명, 대수적 항등식에 대

렇게 도출한 지식 요소들을 활용하여 연구공동

한 이해, 재귀와 귀납적으로 정의된 함수, 자연

체의 과제설계를 위한 협의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수의 정렬성과 함수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으며

참여한 수학 교사들의 학습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념들은 상호 관련되어 있다(Ernest,

본 연구는 공동학습형 연구공동체를 중심으로

1984).

임의의

원소

에

대하여

함의

관계

이루어졌기 때문에 참여한 수학 교사들의 제안

수학적 귀납법에 의한 증명은 일반적인 증명

과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를 곧바로 따지지 않고

들과 달리 귀납단계에 따른다. 귀납 단계는 전건

토론에 의하여 점차 보완되거나 수정되도록 하

 과 후건    의 두 명제함수사이에서

였다. 그 과정에서 수학 교사들이 보이는 수학적

구조적 관련성, 즉 상사성(exact similarity)을 밝

귀납법에 대한 오개념이나 오류가 어떻게 수정

혀냄으로써   이    을 함의하고 있음

되는지 분석하여 수학 교사의 학습을 설명하는

을 보이는 것을 뜻한다. 즉, 수학적 귀납법에 의

근거로 삼았다.

한 증명은 임의의 n에 대하여 명제   이 성
립함을 직접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입

II. 이론적 배경

증된 일부 사례와 명제함수 사이의 ‘상사성’을
활용하여 그것을 간접적으로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명제함수의 상사성을 판단하기

이 절에서는 수학적 귀납법의 교사 내용 지식
과 학생에 대한 지식의 핵심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자기 자신을 참조하는 재
귀관계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Park, 2008).

위하여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수학적 분석과 학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수학적 귀납법의 교사

습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수학적

내용 지식이, 증명에 관한 지식, 초기 조건의 필

귀납법에 대한 연구자와 교사들의 과제 설계와

요성 인식, 귀납적으로 정의된 함수와 재귀, 전

과제 적용 후 성찰에 반영된 수학적 귀납법의

칭 양화, 명제 함수, 자연수의 정렬성 원리와 자

주요 측면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의 기준으로 삼

연수의 정의된 성질, 명제함수, 함의 관계에 대

고자 한다.

한 지식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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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 지식 중 어떤 지식이 본 연구에 참여한

으로 받아들여서 모순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수학 교사 공동체의 논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두 번째, 수학적 귀납법을 통상적인 귀납 추론에

살펴볼 예정이다.

따르는

증명과

혼동한다.

이에

따라

      ...각각이 참인지 확인해야 한다

2. 수학적 귀납법의 학습

고 생각한다(Ernest, 1984, p. 181). 세 번째, 초기
조건을 고려하지 못하거나, 일부 경우에 대한 대

Harel(2002)에 의하면,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외부적 확신이나

수적 조작만으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한 증명을
시도하는 경우이다.

경험적 증명 도식을 가지는 것보다 변형적 증명

수학적 귀납법을 학습함에 있어 학생들이 겪

도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외부적 확신에 의

는 어려움 외에도 수학적 귀납법에 의한 증명을

한 증명 도식이란 교사나 교과서의 권위와 같은

하는 데 필요한 계산 능력, 식 조작 능력, 언어

외부적 자원에 의존하여 정당화하는 도식이며,

적 표현 능력 등 다각도로 학생에 대하여 이해

경험적 증명 도식이란 개별 사례, 지각, 측정하

하고 적절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여 얻은 증거에 의해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한

이 수학적 귀납법 지도 관련 교사의 전문성 향

다. 경험적 증명 도식으로 수학적 귀납법을 이해

상에 필요하다. 연구공동체에 참여한 교사들이

하는 학생들은 수학적 귀납법을 몇 가지 사례로

이 중 어떤 측면을 어떻게 고려하면서 학습하는

부터 일반화된 결론을 이끌어 내는 기술로 인식

지 살펴볼 예정이다.

한다. 이러한 학생들은 대수적인 식에서 변수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수학적 귀납법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변형적 증명 도식은 추측을

3. 수학적 귀납법 지도를 위한 교사의

지식

일반적인 증명으로 변환하는 것으로서 결과 패
턴이 아닌 과정 패턴을 일반화함으로써 획득될

수학적 귀납법 지도를 위한 교사의 지식을 도

수 있다. 변형적 증명 도식에 의하여 패턴의 일

출하기 위하여 Shulman(1986)과 Ball, Thames, 그

반화를 시도하면 일반적인 증명을 할 수 있게

리고 Phelps(2008)이 제시한 교수를 위한 수학적

되며, 이로써 수학적 귀납법이 통상적으로 말하

지식(Mathematical knowledge for teaching: MKT)

는 귀납이 아니라 연역이라는 것을 보증한다

과 그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Harel & Sowder, 1998).

Shulman(1986)은 교사의 지식을 교과 내용 지식

수학적 귀납법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겪는 학

(Subject matter knowledge: SMK)과 교수학적 내

습의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Dogan, 2016). 첫 번

용 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CK), 그

째, 비형식적 논리를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어

리고 교육과정 지식으로 구분하였다. SMK가 학

려움이다. 예를 들어,    일 때 명제함수가

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수학의 정의, 개념, 원리,

참이라고 가정한다는 말의 의미를 ‘참이라고 받

절차, 아이디어에 대한 지식이라면 PCK는 학생

아들이므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잘못 인식

들이 학교수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방

하는 학생들이 있다. 다시 말하여,  이 참이

법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Cho, 2011). Ball et

라고 인정하면서 동시에 참임을 증명하는 상황

al.(2008)는 Shulman(1986)이 제시한 개념을 실증

2019, Vol. 29, No. 3

ㆍ

ㆍ

ㆍ

ㆍ

이 경 화 서 민 주 이 은 정 박 미 미 송 창 근

429

적으로 확인하면서 이러한 개념을 더욱 구체화

에 해당한다(Ball et al., 2008). HCK는 수학적 귀

하였다. 먼저 SMK의 본질을 조사하여 PCK에는

납법이 교육과정에 포함된 수학의 다른 영역들

포함되지 않지만 효과적인 교수를 위해 필요한

과 어떻게 관계 되는지 인식하는 지식이다. 수학

특수 내용 지식(Specialized content knowledge:

적 귀납법과 관련하여 PCK의 세부요소 또한

SCK)을 구분하였고, PCK를 경험적으로 조사하

Ball과 그의 동료들이 제시한 모델에 따라 다음

여 내용과 학습자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KCS는 수학적 귀납법

content and students: KCS), 내용과 교수에 대한

을 학습하는 학습자에 대한 지식으로, 수학적 귀

지식(Knowledge of content and teaching: KCT)을

납법의 과제를 제시할 때 학습자가 무엇을 생각

하위 영역으로 제시하였다.

하는지,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예측하는 지식, 학

Ball et al.(2008)에 따라 수학적 귀납법 지도에

습자에게 동기 부여가 되는 예인지, 학습자의 활

필요한 교사의 지식을 구분해 볼 수 있다. CCK

동과 인지수준에 적절한 과제인지 등을 예상하

는 일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수학적 귀납법

는 지식 및 학습자의 언어를 해석하여 그들의

에 대한 지식이다. 이는 수학적 귀납법 과제를

불완전한 생각을 듣고 해석하는 지식 등을 포함

정확하게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일 뿐만 아니

한다. KCT는 수학적 귀납법을 가르치는 것에 대

라, 잘못된 답이나 부적절한 정의가 주어졌을 때

한 지식으로, 수학적 귀납법의 내용을 배열할 때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지식이다. 단, Ball et

어떤 예시로 시작할 것인지 결정하고 특정한 아

al.(2008)에서 제시한 내용지식에는 학교수학과

이디어를 가르칠 때 사용되는 표현의 교수학적

함께 수학적 추론과 증명, 표현과 연결, 문제 해

장단점을 평가할 수 있는 지식, 어떤 학생의 의

결 등이 포함되지만 학교수학의 배경이 되는 학

견을 교실 전체에 공유할 것인지 판단하거나 수

문적 수학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Cho, 2011).

업 중 언제 잠시 멈춰야 하는지, 학생의 말을 어

학문적 수학을 어느 정도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새로운 질문이나 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문

제를 언제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교수학적 의사

적 수학이 학교수학의 배경으로서 교사의 전문

결정에 대한 지식이다. KC는 교육과정에서 제시

지식을 구성한다는 Cho(2011, 2012)의 논의에 따

하고 있는 수학적 귀납법 단원의 학습목표나, 교

라 CCK를 학교수학의 내용지식과 수학교사가

수 계열 및 교과서에서 제시한 수학적 귀납법

알아야할 학문적 수학의 지식을 포함하는 개념

단원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지식이다. 이상의 논

으로 확장하였다. 수학적 귀납법과 관련하여 수

의를 바탕으로 수학적 귀납법 지도를 위한 MKT

학교사가 알아야 할 학교수학과 학문적 수학의

를 Table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은 잠정

지식은 1절의 이론적 분석을 통해 도출할 수 있

적인 것이며 수학적 분석과 교수·학습 설계 및

다. 그 결과 CCK의 구성요소는 Table 1과 같다.

적용에 대한 분석을 반복함으로써 수정하고 보

한편, SCK는 교사의 교수 실천에 고유한 수학적

완하여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보해나갈 필요가

지식과 기술을 의미한다. 교사가 수학적 귀납법

있다.

의 학습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오류가 어
떤 패턴을 가지는지 판단하거나 비표준적인 접
근법이 교육적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이

4. 공동학습형 연구공동체 활동에 의한

과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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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thematical knowledge for teaching required for designing mathematical induction tasks
교수를 위한 수학적 지식의 분류

수학적 귀납법의 교수를 위한 지식의 요소
증명에 관한 지식(CCKp )
초기 조건의 필요성 인식(CCKi )
귀납적으로 정의된 함수와 재귀(CCKr )

공통 내용 지식
(CCK)

전칭 양화에 대한 이해(CCKa )
명제 함수(CCKf )
자연수의 정렬성 원리와 자연수의 정의된 성질(CCKn )
함의 관계(긍정식 추론)(CCKm )
수학적 귀납법의 수학적, 교수학적 가치 인식(CCKv )

교과

수학적 아이디어와 수학적 설명을 제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식(SCKi )

내용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 적절한 답을 제공하는 지식(SCKq )

지식

특정한 표상 사용에 대한 지식(SCKr )

(SMK)
특수 내용 지식
(SCK)

정의를 선택하고 개발할 수 있는 지식(SCKd )
수학 표기법 및 언어 사용에 대한 지식(SCKn l )
수학적인 질문이나 예제를 제시할 수 있는 지식(SCKqe )
학습자의 주장을 평가하는 지식(SCKc)
학습자의 오류에서 패턴을 발견하거나 비규범적인 방식 평가할 수 있는
지식(SCKm )

수평적 지식
(HCK)

수학적 귀납법이 교육과정에 포함된 수학의 다른 영역들과 어떻게 관계
되는지 인식하는 지식(HCK)
학습자의 사고과정과 어려움을 예측하는 지식(KCSt )

내용과 학습자에 대한
지식
(KCS)

과제와 관련된 학습자의 활동과 그들의 인지수준을 예측하는 지식
(KCSa )
학습자의 언어에서 그들의 불완전한 사고 과정을 해석하는 지식(KCSi )
학습자가 가질 수 있는 오개념, 오류에 대한 지식(KCSm )

교수학적
내용
지식

예를 제시할 때, 학습자가 동기부여 될 수 있는지 예측하는 지식(KCSe )

내용과 교수에 대한
지식

(PCK)

(KCT)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
(KC)

수학적 귀납법의 특정 내용을 배열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KCTs )
특정한 표현이 가지는 교수학적 장점과 단점을 평가할 수 있고
교수학적 전략, 유추와 예시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식(KCTts )
교수학적 의사결정(KCTd )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수학적 귀납법 단원의 학습목표(KCo )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수학적 귀납법 단원의 교수 계열(KCs )
교과서에서 제시한 수학적 귀납법 단원의 내용과 형식(KCtc)

고등학교 수학수업 개선을 위한 연구는 초등

사를 곤란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학교와 중학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

이에 교사가 처한 고등학교 수학수업을 둘러싼

이다. 이는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고등학교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면서 교수 학습 개선을

의 현실을 반영하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던 차에 Wagner

고 연구를 위한 교수학습 설계를 강행하는 것은

(1997)와 Jaworski(2008)의 논의에서 공동학습형

학부모와 학생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 참여한 교

연구공동체라는 개념을 발견하였다. 공동학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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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on didactic transposition through co-learning inquiry community activity.
(Model adapted from Goodchild, 2008, p. 208)
연구공동체는 연구자가 일방적으로 연구목적을

연구를 위한 연구 또는 임시방편적인 조치에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사에게 지

의한 실행이 아니라 교사와 연구자의 학습을 도

침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교사들만의

모하면서 연구할 때 이론과 실제의 균형을 갖춘

공동체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선행연구들을 분석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다(Goodchild, 2008). 수학

함으로써 경험만이 아니라 연구에 기초하여 과

적 지식의 교수학적 변환에 관한 좋은 연구의

제를 설계하고 적용 결과를 이해할 수 있다는

과정은 Figure 1과 같이 순환적이며 이론과 실제

장점도 있다. 교사들은 경험을 통해 교수 학습

가 두루 고려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공동학습형

에 대한 통찰을 얻지만(Stenhouse, 1984), 공동체

연구공동체 활동에 의하여 과제를 설계하고, 성

활동을 하지 않으면 개별화된 불완전한 경험에

찰하는 것도 이 모델에 따라 진행한다면 연구자

만 의존하게 된다는 한계가 있고(Jaworski, 2008),

와 교사의 학습을 기대할 수 있다.

ㆍ

교수학적 경험을 의식화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공동학습형 연구공동체에서의 과제 설계와 성

겪는다. 특정 개념이나 절차의 지도 방법에 관한

찰은 다른 과제 중심 접근 연구에서 제시한 유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음에도 교사들이 문헌검토

의미한 활동인, 과제가 가진 어포던스와 제약에

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Broekkamp & Van

대한 분석(Watson & Sullivan, 2008), 교과서 과

Hout-Wolters, 2007), 교사-친화적인 용어와 의미

제를 적절히 변형하는 활동(Zaslavsky, 1995) 등

로 연구들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을 통해 의도한 학습목표와 학습기회를 확인하

요컨대, 공동학습형 연구공동체 활동 과정에서

고 전문성 향상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무엇

교사와 연구자의 목소리를 동등하게 존중하면

보다 교사가 이론의 소비자 혹은 이론을 연구자

우리나라 고등학교 수학수업이 처한 민감한 상

의 요구에 의해 자신의 실제에 적용하는 역할에

황을 고려할 수 있고, 관련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교수 실제를

의미 있는 교수 학습 개선을 꾀할 수 있으며,

과제 설계와 성찰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연구하

그 과정에서 교사와 연구자 모두 학습을 할 수

는 역할에까지 나아가도록 할 수 있다.

ㆍ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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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도움이 되는 문헌을 추가로 검색하여 교사들에
게 소개하였다. 문헌을 검토할 때는 가급적으로

본 연구는 연구자와 교사의 공동학습형 연구

일상어나 이해하기 편안한 언어로 공유하여 연

공동체 활동을 통해 과제를 설계함으로써 교사

구에 대한 이해와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

들이 학습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데 목표

다. 둘째, 교사는 교육과정, 교과서, 수업을 둘러

를 둔다. 공동학습형 연구공동체의 구성과 운영

싼 고민과 통찰을 내러티브 형식으로 사전에 작

에 관한 국내 수학교육 연구가 매우 드물기 때

성하였으며, 연구공동체 협의회에서는 일상어 또

문에, 그 가능성과 잠재력, 가치와 한계 등을 파

는 기존의 언어습관에 따라 논점을 제시하였다.

악하기 위하여 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셋째, 연구자는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

방법에 따를 것이다. 이로부터 수학적 귀납법 과

을 공유할 때, 교사가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를 공동학습형 연구공동체의 활동에 의해 설

교수 지식이 명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논의를

계하는 것이 수학 교사의 학습에 어떤 영향을

초점화 하였다. 넷째, 연구자와 교사는 각각 이

미치는지를 참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중심으

론과 실제로부터 논점을 도출하여 공유하였으며,

로 살펴본다(Merseth, 2003).

논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데 기회
와 책임을 동등하게 가지고자 노력하였다. 다섯

1. 연구공동체 구성과 운영

째, 연구자와 교사는 수학적 귀납법 관련 문헌에
서 수학적 귀납법의 수학적 구조와 적절한 교수

본 연구를 위한 연구공동체는 공동학습형 연

학적 변환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여

구공동체 활동에 의한 교수학적 변환 연구의 일

섯째, 과제를 설계할 때나 적용 후 결과를 논의

환으로 구성되어 3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수학적

할 때 학생들의 예상반응 또는 반응을 세밀하게

귀납법 과제 설계는 2년차에 이루어졌다. 본 연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으며, 과제의

구에는 수학수업 개선에 관심을 두는 현직 수학

수학적 교수학적 잠재력을 분석함에 있어 학습

교사 5명(T1~T5)과 수학교육연구자 3명(R1~R3)

자의 입장을 고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ㆍ

이 참여하였다. 참여 교사들의 경력은 T1, T2가

과제설계를 위한 연구공동체의 운영은 오프라

4년, T3은 3년, T4는 2년, T5는 10년이며 모두

인 모임과 온라인 의견교환으로 이루어졌는데,

서울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다.

오프라인 모임의 경우, 2017년 10월 22일, 2017

수학교육연구자 중 2명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

년 11월 4일, 2017년 11월 15일, 2017년 11월 25

고 나머지 1명은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공동

일에 총 4차로 이루어졌으며, 각 협의회는 약 2

학습형 연구공동체 운영을 위하여 연구자와 교

시간동안 진행되었다. 온라인 의견교환은 오프라

사는 서로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교육현실과 선

인 모임 전후로 필요한 의제가 있을 때마다 수

행연구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가운데

시로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과제설계에 관련된

다음과 같은 운영 원칙에 따라 공동체 활동을

것에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것까지 다양한 의

수행하였다. 첫째, 연구자는 국내외 문헌을 우선

제를 다루었다. 오프라인 모임 중 1차 설계 협의

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회에 참석하였으며, 교사가

회에서는 수학적 귀납법 지도의 문제를 초점으

제시한 이슈와 관련되거나 이를 이해하는 데에

로 현황 파악을 시도하였다. 연구진에서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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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 과정에서 등장한 다양한 이슈를 다룬 핵심

간이 흘렀음에도 교사들이 수학적 귀납법 관련

문헌인 Park(2008)을 공유하고 이로부터 해결책

주요 논점을 이해하고 과제 설계 과정에서 중요

을 모색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하게 고려했던 점이나 학생들의 반응 중 의미

오프라인 모임과 온라인 모임을 운영하였다. 2

있는 것을 적절히 포착하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차~4차 설계 협의회에서는 우리의 교육 현실에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서 마주한 문제들과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수학
적 귀납법 지도와 관련된 다양한 제안을 어떻게

2. 자료 수집과 분석

조화시켜 과제 설계에 반영할 것인지를 논의하
였다. 교사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

본 연구에서는 공동학습형 연구공동체 활동을

경로나 수준에 대한 통찰에 근거한 제안과 수업

통한 과제 설계가 수학 교사 공동체의 학습에

시간, 교실환경, 등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는 데 목표를 두

과제가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었기 때문에, 연구공동체에서 과제를 설계하는

연구자는 핵심문헌에서 제안한 아이디어들이 부

과정 동안 진행한 오프라인 협의회의 녹취록, 온

분적으로 과제 설계에 반영될 방법이 있는지에

라인 상호작용 기록, 연구진의 현장노트, 그리고

초점을 두고 논의하였다. 이 과정에 의하여 총 3

연구공동체 활동 과정에서 설계되고 수정된 모

차시 분량의 과제 세트를 개발하였다.

든 과제, 회의 자료로 제공한 연구문헌과 비디오

연구공동체 활동에 의하여 설계된 과제를

클립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2017년 12월에 적용하였고, 적용 결과를 다각도

자료 분석은 2단계의 분석절차에 따라 진행되

로 검토한 후 연구공동체에 의한 과제 설계가

었다. 첫째, ‘총체부호화’(Saldaña,, 2012, pp. 142-144)

수학적 귀납법 지도 관련 교사 전문성 향상에

전략에 따라 교사들이 집중적으로 논의한 사항

도움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2018년 7월

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총체부호화

11일에 추가 모임을 진행하였다. 이 때 과제 설

는 자료를 세분하여 원자론적으로 접근하는 대

계 모임에서 주로 논의했던 내용들과 관련되는

신 핵심논점을 담은 자료묶음을 분석 단위로 하

수업 장면을 클립으로 제시하고 참여 교사들에

면서 주요 논점에 주목하는 방법이다(Saldaña,

게 자유롭게 주목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였다. 비

2012). 다음으로, 총체부호화에 의하여 도출한

디오 자료는 교사 전문성 개발에 매우 효과적인

주요 논점을 교사 공동체 지식의 출현이나 발전의

도구가 되는데(Schmid, 2011), 더욱이 공동으로

측면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개념적 분석2)’

개발한 과제를 적용하여 얻은 비디오 자료이기

(Wilkinson & Birmingham, 2003)을 시도하였다.

때문에 참여 교사들의 수학적 귀납법 지도에 대

분석의 단위는 맥락의 의미를 반영하고 있는 발

한 전문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화 라인으로 하였으며(Wilkinson & Birmingham,

기대하였다. 실제로 과제 적용 후 약 6개월의 시

2003), 하나의 라인에서 맥락이 드러나지 않을

2) ‘개념적 분석’(conceptual analysis)은 참여자들의 인터뷰 반응을 조사하거나 초점 그룹의 논의나 담화를 분
석하는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의 방법 중 하나이다. ‘개념적 분석’에서 연구자들이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텍스트에 포함된 주제나 이슈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으로 불리기도 한다
(Wilkinson & Birmingham, 2003, p. 70).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공동체 논의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주제와 이
슈를 확인하고 이를 교수를 위한 지식과 관련지어 분석하는 것이므로 ‘개념적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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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일련의 라인에서 개념을 도출하고자 하였
다.3)

총체부호화와 개념적 분석의 모든 항목에 대

‘개념적 분석’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개념’

해서는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참

은 총체부호화에서 확인한 주제의 하위 범주들

여 연구자들이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논의를 거

이며, 각 하위 범주는 Ball et al.(2008)의 모델을

쳤다(Creswell, 2009; Stake, 1995). 총체부호화의

참고하여 이론적 분석을 통해 연역적으로 도출

경우는 담론에 등장하는 주요 용어와 초점의 양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Table 1에 제

적 질적 분석에 의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에 상

시한 수학적 귀납법 교수를 위한 수학적 지식을

대적으로 쉽게 합의에 도달했지만, 개념적 분석

토대로 어떠한 지식이 어떤 방식으로 과제 설계

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 연구자

활동에 관여하는지 분석하였다. 공동협약형 연구

들은 이러한 불일치가 교사 공동체의 지식이 단

공동체 운영 원칙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사들

지 출현했는지 여부만 보았기 때문이라고 판단

에게 고정된 절차와 범위에 억지로 따르면서 과

하였다. 이에 연구자들은 연구공동체의 논의 과

제 설계를 하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체부호

정에서 출현한 지식 중 불완전하게 나타난 지식

화에 의한 논점 도출과 개념적 분석의 2단계 분

과 연구 공동체 활동에 의해 발전된 지식으로

석절차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접

분류하고, 전자를 ‘미완 지식’이라 보았다. 연구

근은 실험실 상황처럼 인위적인 조건에서 하는

자들은 후자의 지식이 출현하고 발전하는 데 연

교육 연구가 아니라 교사들이 딛고 있는 현실에

구자와 교사의 역할과 기여에 따라 그 기원이

서 진행하는 ‘자연적 연구’(Guba & Lincoln,

다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연구 공동체

1982)의 의의를 드러낼 수 있으며, 공동체 활동

활동을 통해 출현한 교사 공동체의 지식 중 그

에 의한 과제 설계 경험만으로도 교사 공동체의

기원에 연구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수용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에

지식을 ‘유도된 지식’으로, 교사들이 현장 경험

도 유용할 것으로 보았다.

을 토대로 공동체의 논의를 거듭하면서 자발적

ㆍ

Table 2. Learning of teacher community and examples
교사 공동체
학습
미완 지식의 출현

예시

특징

1-191 T4: 근데 귀납법의 장점은 그건 거 같아요. 별 다른 생각 없
관련 지식이 불완전하게
이 자동적으로 하면 된다? 왜냐면 해야 되는 단계가 너무
나타남
정형화 되어 있어서...

학습된 지식의
출현

3-377 T4: 그럼 어떻게 확인할거냐 다시 묻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
하냐 라고. 그때 다 확인해본 건 아닌데, 왜 그렇게 생각하
냐 라고 하면. 그 귀납법 쪽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요?

유도된 지식의
출현

2-59 T4: 어쨌거나  에서    을 유도를 해내야 되는데,
연구자가 제시한
그 관계랑 약간.. n번째 항에서 n+1 번째 항을 유도하는 관 연구물에 대한 이해가
(계)...2단계가 연속적인 항들 사이의 관계 확인하기? 그래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관련 지식이 발전됨
전 이거 보고 이해가 간 거 같아요.

관련 지식이 교사
공동체 논의를 통해
발전됨

3) 지면상의 이유로 관련된 발화의 모든 라인을 제시할 수 없었고, 대표적인 라인만을 제시하였다.
2019, Vol. 29, No. 3

ㆍ

ㆍ

ㆍ

ㆍ

이 경 화 서 민 주 이 은 정 박 미 미 송 창 근

435

으로 학습한 지식을 ‘학습된 지식’으로 분류하였

교사들의 내러티브와 협의회에서 드러난 첫

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 공동체의 학습을 ‘미완

번째 주요 논점은 수학적 귀납법을 왜 가르쳐야

지식’, ‘유도된 지식’, ‘학습된 지식’의 출현으로

하는가이다. Table 3에서 알 수 있듯이, T2의 주

분류하였으며 구체적인 예는 Table 2와 같다.

도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되었으며, 다른 교사들
도 수학적 귀납법을 지도하는 의의를 설명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였다. 논의가 한 동안 진행

IV. 연구결과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교사들의 고민은 해결되
지 않았고, 오히려 교사들은 수학적 귀납법이 단

총체부호화에 의하여 도출한 주요 논점은 ‘수

지 정형화된 두 단계를 적용하여 별 다른 고민

학적 귀납법을 왜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없이 정당화 하면 되는 간단한 증명이라고 생각

가?’, ‘수학적 귀납법과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하기도 하였다(1-1914)). “수학적 귀납법이 뭔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가?’, ‘수학적 귀납법 과

보기 위해서”(1-124) 수학적 귀납법을 도입하는

제의 설계에서 수학과 교육과정, 교과서 및 기존

것이라는 농담조의 논의도 이루어졌다. 교사들의

의 평가방식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하는가?’,

논의로부터 관련된 교사 공동체의 지식이 출현

‘수학적 귀납법 과제의 목표는 무엇이고, 수학적

했지만 모두 미완 지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

귀납법에 대한 학생의 이해는 어떠한가?’의 네

났다.

가지였다. 이하에서는 개념적 분석을 통하여 확

(1-118~124)는 수학적 귀납법이 증명 방법으로서

인한 교사 공동체의 지식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는 의미(CCKp )를 언급하고 있으나 적절한

가령,

Table

3에서

T2와

T5의

대화

설명을 하지 못하였으며, T4의 언급(1-191)은 귀

1. 수학적 귀납법을 왜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납적 정의와 재귀(CCKr )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
으며 수학적 귀납법의 교수학적 가치도 인식하
지 못하고(CCKv) 수학적 귀납법의 학습 목표에

Table 3. Mathematical knowledge for teaching emerged from the discussion on the importance of
mathematical induction
논의 내용

미완 지식

1-118 T2 : 이거 우리 저번에 애들 말로는 증명한 건데 왜 또 하냐고.
1-119 R2 : 아, 수열의 합 할 때?
(중략)
1-122 T5: 그니까 그거를 대답을 그냥 잘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1-123 R2 : 그걸 어떻게 대답해요?
1-124 T5: 수학적 귀납법이 뭔지 보기 위해서 해보는 거야라고.
1-191 T4: 근데 귀납법의 장점은 그건 거 같아요. 별 다른 생각 없이 자동적으로 하면 된다? 왜냐
면 해야 되는 단계가 너무 정형화 되어 있어서, 다른 증명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 라는 고
민 없이 두 단계를 보이면 되고.

CCKp
CCKv

CCKr
CCKv
KCo

4) 1-191는 1차 협의회 전사 자료의 191행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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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명제를 제시하는 것이 수학적 귀납법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KC o) 드러낸다.
수학적 귀납법을 지도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공유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은 수학적 귀납

의 가치를 더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되어 다양한 종류의 명제를 제공하고 싶었으나
쉽지 않았다.

법이 증명법으로서 갖는 가치를 보여주기 어렵
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T2는 자신의

협의회에서 T2는 수열의 합 공식을 증명할 때

내러티브에 수학적 귀납법을 지도할 때의 어려

수학적 귀납법을 통한 증명이 효율적이지 않다

움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고 지적하였고(1-179), T4 역시 수학적 귀납법을
지도할 때 여러 가지 증명 방법 중 하나로만 소

명제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반
응을 보였는데 다음은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반응이다. 1) 이미 성립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식인데 증명할 필요가 있는가? 2) 증명

개할 것이라고 하였다(1-206). 이러한 논의로부터
관련된 교사 공동체의 지식이 출현했지만 이는
미완 지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

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등차수열의 합을 유도하

어, Table 4의 T2의 내러티브와 T4의 발언(1-206,

는 방식과 유사하게 하면 더 쉽지 않은가?... 수

208, 210)은 수학적 귀납법의 교수목표(KC o )와

학적 귀납법이 증명법으로서 갖는 (독자적인)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예시를 제공하려 하였

교수학적 가치(CCKv)를 인식하지 못하며, 수학

으나 예시를 쉽게 찾지 못하였다. 수학교육과정

적 귀납법을 도입하기 위한 적절한 교수학적 전

상 학생들이 배운 증명법은 직접증명, 대우명제

략(KCTts )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드러낸다.

를 이용한 증명, 귀류법이다. 교과서에 제시되
어있는 명제는 앞서 말한 방법으로 쉽게 증명
이 가능한 것이 많다. 학생들이 접한 수학적 귀
납법을 적용할 수 있는 형태의 명제는 상당수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를 이해시킬 수 있는 적
절한 지도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사
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활용한 교수학적 전략을

가 직접증명이 가능하다.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

공유하였다. 예를 들어, T2는 증명의 단계를 쓰

명했을 때보다 짧은 분량으로 증명할 수 있는

는 양식을 주고, 도미노 모델을 사용하여 수학적

경우도 많다. 반복적으로 이러한 증명상황을 접

귀납법을 설명해 왔다고 하였다(1-282). 도미노

한 학생들은 수학적 귀납법이 하나의 증명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지라도 그것이 갖는
독자적인 가치를 받아들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모델은 수학 교과서에서 수학적 귀납법을 도입
할 때 자주 활용되는 모델이지만, 수학적 귀납법

Table 4. Mathematical knowledge for teaching emerged from the discussion on teaching strategies of
mathematical induction 1
논의 내용

미완 지식

1-206 T4: 귀류법이랑 대우 증명 그리고 일반 삼단논법 잔뜩 해서 하는 증명 이렇게 시켰는데, 잔
뜩 주고 너희 원하는 방법으로 해 봐라, 대신 이제 이런 방법도 쓸 수 있다 정도일 거 같
아요. 제가 수업 하면.
1-207 T2: 가능한 많은 방법으로 증명
1-208 T4: 한 가지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걸 사실, 반드시 귀납법으로 해야 돼 라는 것도 사실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지 않을까
1-209 T2: 하긴 해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엔?
1-210 T4: 뭐 당연히 귀납법도 할 줄 알아야 니네가 문제를 푼다라고는 할텐데

KCT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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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athematical knowledge for teaching emerged from the discussion on teaching strategies of
mathematical induction 2
논의 내용

미완 지식

1-282 T2: 저는 쓰는 양식을 아예 정해줬어요. 일단 귀납법 증명할 거는 동그라미 1번, 2번 해 놓
고, 1번은 n=1, 그냥 일단. 제일 처음 거는 1이죠 대부분. 제일 처음 거는 일단 쓰고 이건
네가 직접 보여줘야 되는 거라고 했고. 이거를 한 이유가 제가 도미노를 비유해서 설명했
었는데, 도미노가 다 넘어진다는 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제일 앞에 거를 아무래도 직접
밀어서 넘어뜨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네가 제일 처음에 거를 쓰고 계산을 직접
다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직접 넘어뜨릴 필요는 없는데,
넘어지면 다음이 넘어진다는 걸 확인시켜줘야 되니까. n=k일 때 일단 저 식을 갖다 쓰는데,
이건 된다고 믿고 그냥 쓰는 거고, 그리고 점선으로 네모를 쳐서, k+1일 때 식을 써 놓고
방금 위에 쓴 거를 잘 바꿔서 아래 거를 만들어 줘야만 한다, 그래야 얘가 넘어지면 저 아
래 것도 넘어진다는 걸 말해줄 수 있는 거다 이걸 계속 연습시켰어요. 1번 동그라미 1 쓰
고, n=1 쓰고 k일 때 쓰고, k+1 점선 네모 안에 쓰고.

CCKr
SCKi
KCTts

의 구조적 특성인 자기 참조적 구조를 내포하고

제시된 수학적 귀납법의 교수학적 분석 결과와

있지 않으므로, 수학적 귀납법의 본질적인 원리

수학적 귀납법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개념인 재

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진다(Dogan,

귀와 함의 관계, 자연수의 정렬성 원리 등을 소

2016). 또한 T2가 제시한 교수학적 방법에 따라

개하였다(Figure 2, 2-31 참고). 이 외에도 연구자

수학적 귀납법을 지도하는 경우, 학생들은 명제

는 학생들의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교수학적 전

의 의미론적 구조에 접근하기보다 수학적 귀납

략의 하나로 비형식적 추론으로부터 형식적 추

법에 의한 증명을 절차적 지식으로 접근하기 쉽

론으로, 논증으로부터 증명으로 접근하도록 하는

다(Dogan, 2016). 따라서 Table 5의 T2의 설명

방법을 제안하였다(Figure 2, 2-166 참고).

(1-282)은 수학적 귀납법에서 재귀(CCKr )에 대
한 이해가 부족하고, 귀납단계의 수학적 아이디
어를 재귀와 연결시켜 수학적으로 설명하거나
도미노 은유를 평가할 수 있는 지식이 부족하다
고 볼 수 있다(SCKi , KCTts ). 이후 교사들은
명제함수    을 유도하기 위한 대수적인
조작에 주목하였으며, 도미노 모델에 대한 논의
를 이어나가지 않았던 점에 비추었을 때, 다른
교사들 역시 이러한 교수학적 방법의 한계점에
주목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논의가 주로 대수적 조
작 등 수학적 귀납법의 행동-기술적 측면에 더
주목하고 있음을 확인한 연구자는 그동안 상대
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수학적 귀납법의 개념
적 측면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연구물에

2-31 R2: 초기 조건을 아이들이 증명해야 되고, 귀납
단계를 또 증명해야 되고 결국은 다시 정확한
형식으로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증명을 제시
하고 이런 식의 세 가지 내용을 ... 행동기술
적인 측면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 수학적 귀
납법의 행동기술 이면에 있는 함의문, 증명,
그거에 대한 증명, 그리고 기본적인 증명, 대
수적 항등식의 요소 등을 추출해냈고 수학적
귀납법은 수학적으로는 자연수의 정렬성과 함
수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2-166 R1: 고등학교 수학의 경우에, 비형식적인 추론
과 형식적인 추론 사이의 간극이 굉장히 큰
데, 그 비형식적인 추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일단 제시하고, 그렇게 학생들이
제시한 답 중에서 포착해서 이 간격 큰 것 중
에 일부 단서를 교사가 던져서 함께 그걸 이
해한다, ...이게 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논증
의 기회를 주는 것.

Figure 2. Research-based knowledge of
mathematical induction proposed by researcher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in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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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논의 및 연구자의 설명
을 들은 후 교사들은 보다 구체적으로 과제 설
계에 착수하기 시작하였다. 수학적 귀납법 과제
초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과제의 맥락이었다. 교사들은 그동
안 교과서에서 많이 제시되던 항등식이나 부등
식의 맥락에서 벗어나 새로운 맥락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2달러와 5
달러만 인출할 수 있는 ATM 기계에서 인출하지
못하는 금액이 있는지를 찾는 맥락을 고안하였
다. 교사들은 이러한 맥락이 학생들로 하여금 증

서울 A구에 있는 B뱅크의 ATM 기계는 2$와 5$만
인출이 가능하다. C 선생님은 이 ATM 기계로 돈을
인출하려고 하였다. 2$와 5$만 인출 가능한 ATM
기계를 사용하면서 C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
였다. “2$와 5$만 인출 가능하니까 인출하지 못하는
금액이 있을거야” C 선생님의 생각이 옳은지 아래
질문들에 답해보자.
1. C 선생님은 몇 $부터 인출을 할 수 있나요?
2. C 선생님이 20$부터 30$까지 인출하려고 합니다.
20$부터 30$까지 인출하는 방법을 찾아 아래 표
를 완성해보세요.
3-1. C 선생님의 말이 맞다면 B뱅크 ATM 기계로
1990달러와 2017달러를 인출할 수 있어야한다.
그 방법을 찾아보자.
3-2. C 선생님의 말이 맞나요? 어떻게 알 수 있나
요? 규칙을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나요?

명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 교사들이 설계한 초기 과
제는 Figure 3과 같다. Figure 3의 과제는 먼저 8
달러, 9달러, 10달러가 인출 가능함을 확인한 후,
이미 참임을 알고 있는 8달러, 9달러, 10달러를
기반으로 탐색하는 환원 과정을 거쳐 11달러 이
상의 금액의 인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는 수학적 귀납법에서   
단계의 명제함수 구조가 단계의 명제함수 구조
와 동일하고, 이러한 자기 참조적 구조가 무한히
반복된다는 것과 유사하다. 교사들은 이 과제가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를 암묵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수학적 귀납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제 설계 과정에서 출현한 교사 공동체의 지식
은 유도된 지식과 학습된 지식이었다. 먼저 교사
들은 연구자가 제시한 수학적 귀납법의 수학적
분석의 연구물을 기반으로 하여 암묵적인 재귀
관계를 인식할 수 있었다(CCKr ). 또한 그동안
교사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기존의 대수적
맥락이 한계점을 가진다고 판단하고, 이를 벗어
나 암묵적인 재귀 관계를 사용하는 맥락을 고안
할 수 있었다(KC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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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First Task (Activity 1)
활동 1을 마치고 이어서 할 활동 2에서 교사
들은 학생들의 논증이 수학적 귀납법의 형식적
인 증명으로 발전하도록 과제를 설계하였다. 논
증과 증명 구성 사이에는 연속성이 존재하기 때
문에(Boero et al., 1996), 추측으로부터 시작되는
이러한 과제는 학생들이 형식적인 절차의 적용
이 아닌 논증으로부터 증명에 접근하도록 안내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사들의 논의와 과제 설계
과정에서 출현한 교사 공동체의 지식은 학습된
지식이었다. 예를 들어, Table 6의 T2의 발화
(3-594)와 T1의 발화(3-623)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논증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T4는 ‘어떻게
확인하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배열하고 그 반응을 예상함으로써 (SCKqe) 학생
들의 증명 구성이 비형식적 논증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3-377). 이 과정에서 T4의
의견은 교사들의 논의를 종합한 것으로서 과제
질문을 다루는 학생들의 활동과 사고 과정에 대
한 지식이 교사들의 논의를 통해 발전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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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athematical knowledge for teaching learned from the discussion on teaching strategies of
mathematical induction 1
논의 내용

학습된 지식

3-594 T2: 이유도 적어보세요로 할까요?
(중략)
3-604 R2: 가능한지 확인하고 뭐 이유를 적어보세요 이런 거요?
3-605 T5: 확인하라 그러면 애들이 몇 개 몇 개면 가능하다 이렇게 확인하는 게 아닌가
3-623 T1: 그러니까 사실입니다만 할 거 같은.. 왜 사실인지 적어야.. 되게 수학 외적으로 얘기하
면..
(중략)
3-377 T4: 4번에서 애들이 다 된다고 할, 그럼 어떻게 확인할거냐 다시 묻잖아요? 왜 그렇게 생
각하냐 라고. 그때 다 확인해본 건 아닌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 라고 하면. 그 귀납법 쪽
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논의를 반영하여 설계된 과제를 살펴
보면(Figure 4) 교사들은 결국 학생들이 과정패
턴을 일반화하도록 하기 위해 비형식적인 논증
을 구성하게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적
인 추측에서 시작하여 그것이 참이 되는 이유를
고려하는 맥락에서는 명제에 내포되어 있는 의
미를 이해하고 구조적인 통찰을 경험할 수 있으
며(Polya, 2005) 교사들이 이를 인식했기 때문에
과제 설계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었다. 즉, 교사

KCSt
SCKqe
SCKi

○○

2. 1번 활동을 통해 김
선생님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1부터 연속된 개의 홀수의 합이  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1부터 연속된  
 개의 홀수의 합은
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이를 이용해서 ‘1부터 시작하여 연속된 개의 홀
수의 합은  이 된다.’고 결론 내리려면

일 때를 확인하면 된다. 왜 그렇게 생
각하는가?

Figure 4. First Task (Activity 2)

들은 과제의 질문을 배열함으로써 학습자의 활
동과 사고과정을 심층적으로 예측하고(KCSt ) 교사
공동체의 논의를 통해 대수적 조작에 머무르는

2. 수학적 귀납법과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가?

기존의 수학적 귀납법 과제의 한계를 개선하여
증명의 의미와 필요성, 증명의 핵심 구조를 미리

교사들의 협의회에서 드러난 두 번째 주요 논

파악하는 증명계획(Figure 4)이라는 교수학적 전

점은 수학적 귀납법과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어

략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제 설계 과

떠한 관련성을 가지는가이다. 이러한 논점은 수

정에서 출현한 교사들의 지식은 학습된 지식으

학적 귀납법 단원의 교수계열에 대한 논의 과정

로서 수학적 귀납법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

에서 드러났다. T2와 T4는 수학적 귀납법과 수

는 방법에 대한 지식(SCKi )을 포함하고 있다.

열의 귀납적 정의가 함께 제시되어 있지만, 교사
들은 초기에 두 단원의 연결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1-20, 27). T2는 수학적 귀납법과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같은 단원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귀납’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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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Mathematical knowledge for teaching emerged from the discussion on the teaching sequence of
mathematical induction
논의 내용
1-18 T4:
1-19 T2:
1-20 T4:
(중략)
1-27 T2:

미완 지식

근데 그 앞에 있는 귀납적 정의도 같이 하는 거야? 되게 다른 단원이라는 생각인데,
수열의 귀납적 정의?
사실 귀납이라는 이름 때문에 묶인 것이지 계네가 뭐 큰 연관성이 있는지

HCK
KCs

왜냐하면 귀납적 정의가 의미가 있긴 한데, 얘랑은 연결이 막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SCKq

1-30 T5: 도입할 때 귀납이라는 뜻만 좀 잘 .. 얘기해주면 되는 거 같애. 본적이 있지 않냐 라고
해서. 그런 얘기만 하면 될 거 같아.

SCKm

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

(SCKq ). 또한 이러한 설명방식은 수학적 귀납법

다(1-20). 또한 ‘귀납’에 대한 T5의 불완전한 설

에 대하여 학생들이 주로 갖는 오개념(SCKm )을

명을 살펴보면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 학생들이

강화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인식 역시 부족함

많이 가지는 오개념을 교사도 가지고 있음을 알

을 드러내고 있다.

수 있다(1-30). 이러한 교사들의 발언은 모두 미

수열의 귀납적 정의와 수학적 귀납법의 연결

완 지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령,

성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가 다소 미흡함을 확인

Table 7에서 T2와 T5의 대화(1-18~20, 27)는 수학

한 연구자들은 수학적 귀납법의 교수 학습에서

적 귀납법과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어떻게 관련

나타나는 어려움의 많은 부분이 귀납 단계의 논

되는지(HCK)와 수학적 귀납법 단원의 교수계열

리적 특성에서 기인함을 상기시키고, 귀납적 정

(KC s )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드러낸다. 특히

의에 대한 이해가 귀납단계의 개념적 구성요소

수학적 귀납법을 “유한한 사례들을 기술하면서

가 될 수 있다는 연구물을 공유하였다. 이러한

일반성을 추측하기 위한 발견술의 방법”(Ernest,

연구물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교사들은

1984, p. 181)인 과학적 사고의 귀납과 동일시하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 반복되는 자기 참조적

는 T5의 설명(1-30)은 학생들의 질문에 적절한

구조가 수학적 귀납법에서 명제함수 사이의 관

수학적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계와 유사하다는 것(2-59, 82)과, 자기 참조적 구

ㆍ

Table 8. Mathematical knowledge for teaching induced from research-based knowledge
논의 내용
2-59 T4: 어쨌거나  에서    을 유도를 해내야 되는데, 그 관계랑 약간.. n번째 항에서
n+1 번째 항을 유도하는 관.. 그 귀납법을 만들 때 그런 거랑 비슷하다는 것 정도의 말
이었구요....(생략)...2단계가 연속적인 항들 사이의 관계 확인하기? 그래서 전 이거 보고
이해가 간 거 같아요.
(중략)
2-82 T4: 수열은 규칙성 찾기인데 이거는 증명하기 쪽이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이웃한 두 항 사
이의 관계가 항상 성립하는 그런 관계를 찾아내는 활동 자체로는 그게 항들 사이에서 되
던 게 명제들 사이에서 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도의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

2019, Vol. 29, No. 3

유도된 지식

CCKr
HCK
KCs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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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 선생님이 다음 금액을 인출하려고 합니다. 3$와 5$를 각각 몇 장씩 받게 될 지 아래 표에 적어보세요.
8$

24$

9$

25$

10$

26$

⋮

27$

20$

28$

21$

⋮

22$

409$

23$

⋮

2. (이전과 동일)
3. C 선생님이 n$를 인출할 수 있다면 (n+ ) $도 인출 할 수 있다.
4. 지금까지 활동을 통해 C 선생님은 안내문이 사실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C 선생님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요? (안내문 : “8$ 이상의 금액은 모두 인출할 수 있습니다.”)

□

Figure 5. Final Task (Activity 1)
조가 수학적 귀납법의 귀납 단계의 증명 과정에

문이었다. 이에 교사들은 Figure 3의 1번 과제와

서 작동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논

같이 학생들이 8$, 9$, 10$ 의 구조가 다른 금액

의 과정에서 출현한 교사 공동체의 지식은 연구

에서도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그러한 구조를 반

자가 제공한 연구물이 바탕이 되어 유도된 지식

복하도록 하는 조작이 무엇인지 재발견할 수 있

이었다. 예를 들어, Table 8의 T4의 발언(2-59,

도록 과제를 수정하였다(Figure 5의 3번).

82)은 수학적 귀납법과 수열의 귀납적 정의의

Figure 5의 과제는 “같은 행위를 반복”함으로

관련성(HCK)과 수학적 귀납법 교육과정에서의

써 명제함수의 동일한 구조가 유지되고 있음을

교수계열(KC s ) 및 귀납적으로 정의된 함수와 재

인식시키고, 그러한 조작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귀 과정(CCKr )에 대한 지식을 드러낸다. 이는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자

교사들이 초기에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를 과학

신이 하는 조작이 동일한 조건을 유지하도록 하

의 귀납적 방법과 연결시켰던 불완전한 이해에

는 일반적인 조작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므로

서 연역적 구조와 연역의 역할을 초점화 하는

(Park, 2008) 과정 패턴을 일반화할 수 있도록 안

것으로 발전되었음을 나타낸다.

내한다. 교사들의 과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출

이후 교사들은 Figure 3의 초기 과제의 첫 번

현한 지식은 모두 학습된 지식에 해당하는 것으

째 활동이 명제함수 사이의 재귀적 구조에 주목

로 나타났다. 과제 수정 과정에서 교사들은 분할

하도록 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과제

이나 규칙성 찾기 등의 전략을 유발하는 과제

를 수정하였다. 초기 과제에서는 “규칙을 이용하

표현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KCTts )과

여 표현할 수 있나요?” 등의 질문을 제시하고

명제함수의 동일한 구조를 유지하는 조작을 재

있으므로, 학생들이 명제함수   사이의 재귀

발견할 수 있는 형태로 과제를 수정할 수 있다

적 관계보다 분할이나 규칙성 혹은   각각

는 점(KCTe)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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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학적 귀납법 과제의 설계에서 수학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문

과 교육과정, 교과서 및 기존의 평가

제의 풀이과정의 일부이므로 교수-학습상의 유

방식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하는가?

의점을 충실하게 따른다면 교수-학습 상황에서
다루지 않아야 한다. 아쉬운 점은 예시로 든 수
열의 귀납적 정의로부터 방법2를 통해 일반항

교사들의 내러티브와 설계 협의회에서 드러난

을 추측하는 일련의 과정이 단계적으로 학생들

세 번째 주요 논점은 수학적 귀납법 과제의 설

의 사고의 발달을 이끌 수 있겠다는 것과 중점

계에서 수학과 교육과정, 교과서 및 기존의 평가

고려사항2와 연관하여 ‘수열의 일반항을 추론하

방식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하는가이다. 앞 절에
서 설명하였듯이, 과제 설계 초기에 연구자가 제

기 어려운 상황에서 추측한 일반항이 맞는지
확인하는 도구’로서 수학적 귀납법이 갖는 가치
를 교수-학습상황에서 다룰 수 없다는 점이다.

안한 수학적 귀납법의 지도를 위한 추측하기 활

교수-학습상의 유의점 중 ‘원리를 이해할 수 있

동은 “완전히 교과서를 뒤집는”(2-46) 획기적이

는 정도로 간단히 다룬다.’도 지도상황을 어렵

고 의미 있는 활동으로 교사들에게 영감을 주는

게 하는 것 중 하나이다.

것처럼 보였다. 교사들은 추측하기를 도입 활동
으로 제시하는 것은 수열의 재귀 관계로부터 명
제함수 사이의 재귀 관계를 인식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1차시 활동에서
초기 단계가 1이 아닌 8에서 시작한다는 점이나,
명제함수가 세 개씩 한 쌍을 이룬다는 사실도

협의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교사들은 교
육과정에서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증명은 원리
를 이해하는 정도로만 제시하라고 되어 있다는
점(2-632), 그리고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서 수열
의 귀납적 정의를 간단히 다루고 있다는 점

학생들이 명제의 참을 의심하고 추측하도록 하

(2-62, 64) 등을 고려하고 있었다. 내러티브와

는 새로운 맥락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Table 9의 교사들의 대화는 수학적 귀납법에 대

러나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교사들의 교육과정

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이해(KC o , KC tc)

및 교과서에 대한 이해는 이들의 과제 설계에

를 드러낸다.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였다. 예를 들어, T2는 다

이 외에도 교사들은 수학적 귀납법과 관련된
기존의 평가방식을 고려하면서 과제를 설계하고

음과 같은 내러티브를 작성하였다.

Table 9. Mathematical knowledge for teaching emerging from the discussions on curriculum and textbook
contents of mathematical induction
논의 내용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이 부분을 막 깊게 다루지도 않아요.
기껏해야 점화식 주고 제 7항 찾으세요.
일반항 구하는 거는 거의 못하게 해 놨고.
하지 말라고..
(중략)
2-632 T4: 교육과정에서는 1인 거 말고는 하지 말라고 돼 있을 거 같아서.
(중략)
2-832 T2: 근데 하는 게 항 찾는 거밖에 없어요.
2-833 T1: 근데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교육과정 자체의 내용이 많지가 않아서..
2-62
2-63
2-64
2-65

T1:
T1:
T4:
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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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T2: 그니까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 평가에서는 귀납법 이런 증명하는 문제가 나온 학교가 거
의 없잖아요.
1-212 T4: 어차피 빈칸 채우기로 내겠지.
(중략)
1-221 T2: 저 얘기가 맞고, 오히려 애들이.. 의미 없는 문제가 돼요. 거의 다 못 써서. 평가라는 게 갈라야 되는
데..
1-222 R3: 아, 변별력이.
1-223 T1: 거의 못 쓰고, 대개 그 중에 창의성을 발휘하는 애들이 가끔씩 나오는데, 그러면 하.. 그 창의성 때문
에 채점 기준을 하나 더 세워야 되는 것도 있고, 내더라도 그냥 교과서에 있는 것 중에서 낸다.

Figure 6. Teachers’ discussion on the evaluation method of mathematical induction
자 하였다. 교사들은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기존

같이 기존 교과서에서 제시된 과제들로 구성하

의 평가방식은 주로 ‘빈칸 채우기’ 문제로 이루

기로 하였다. 그리고 명제함수를 나열하면서 구

어져있음을 논의하고 새로운 과제를 개발할 때

조적 동일성을 발견하도록 하는 활동과 조작의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재발견을 위한 활동은 수학적 귀납법을 도입할

(1-211~212). 새로운 과제가 도입되더라도 대안적

때에만 제시하고, 나머지 과제들에는 반영하지

인 평가방식, 가령 서술형 평가를 통해 이를 평

않기로 하였다. 교사들이 연구공동체에서 함께

가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기존의 평가방식에서

설계한 과제는 학생들이 암묵적인 재귀를 반복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적으로 경험하면서 재귀 관계를 인식하고 수학

(1-221). 대안적인 평가 방식에 대한 학생들이 느

적 귀납법의 원리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잠

끼는 난이도나 변별력의 문제 등도 교사들이 고

재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암묵적인 재귀 관

려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중 하나였다(1-221~223).

계를 발견하는 활동은 수학적 귀납법을 의식화,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교사들은 ATM 기계

형식화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간주된다

에서 금액을 인출한다는 새로운 맥락은 1차시

(Harel, 2002). 그러나 교사들은 교육과정과의 합

과제에만 제시하고, 나머지 과제들은 Figure 7과

치성을 고려하면서 이러한 활동은 도입 단계에

<2차시 활동>
4. 모든 자연수  에 대해   이 의 배수임을 보이기 위해 대한이와 민국이는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계획을 세웠다.

⇒

⇒

대한이의 증명계획

  ,   ,   ...   일 때까지 정도만
확인하면 돼.

4-1. 대한이의 증명 계획은 적절할까?
( 예 / 아니요 )

민국이의 증명계획

  이 의 배수라고 가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의 배수가 됨을 보이면 돼.

4-2. 민국이의 증명 계획은 적절할까?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찾고 바르게 고쳐보자.

본인의 대답에 대한 이유를 간단히 적어보세요.

Figure 7-1. Final Task (Activity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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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활동>
3-1. 다음은 주어진 명제를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하여 증명하는 과정의 일부이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써
넣어 증명이 완성되도록 해보세요.

모든 자연수  에 대하여 등식 ㆍ  ㆍ  ㆍ ⋯          이 성립한다.

증명 : (ⅰ)



일 때,

따라서
(ⅱ)

일 때,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


일 때,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이다. 이제 양변에

를 더하면,

    일 때에도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
따라서
따라서 (ⅰ), (ⅱ)에 의하여 주어진 등식은 모든 자연수 에 대하여 성립한다.

Figure 7. Final Task (Activity 2, 3)
서만 다루는 것이 현재의 교육과정에서 크게 벗

귀납법에 대한 학생의 이해는 어떠한가였다. 협

어나지 않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즉,

의회에서 교사들은 1차시 첫 번째 활동에 참여한

교사들은 기존의 평가방식을 고려하여 암묵적인

학생들이 8달러 이후의 금액을 모두 인출할 수

재귀 관계를 발견하는 활동은 도입 활동(Figure

있다는 점을 발견한 후 Figure 8과 같이 “신기하

5의 Activity 1과 Figure 7의 Activity 2 참고)으로

다”는 발언을 많이 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동하고 3차시 활동은 빈 칸 채우기 활동으로
과제를 설계하여 과제를 수정하였다. 이 과정에
서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교육과정, 교과서, 평
가에 대한 교사 공동체의 지식(KC o , KC tc)은 교
사의 과제 설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4. 수학적 귀납법 과제의 목표는 무엇이

고,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학생의 이
해는 어떠한가?

286
287
288
289
290
299
300
301
302

학생1:
학생2:
학생4:
학생3:
학생1:
학생2:
학생1:
학생3:
학생2:

그러면 8달러 이상은 다 되네.
8달러 이상은 진짜 다 돼.
신기해.
완전 신기하다.
어, 진짜네.
아 근데 왜, 왜 그러냐고.
왜 이런지 어떻게..
신기해, 신기해.
우리가 왜 그런지 생각을 해야 해.

Figure 8. Episode 1: Students’conversation
discussed in the co-learning inquiry community

연구공동체에서 설계한 최종과제를 적용한 수

교사들은 처음에 이러한 학생들의 발언을 감

업 실행 후 이루어진 추가 협의회의 논점은 수학

정적인 반응으로만 간주하였다. 그러나 연구자는

적 귀납법 단원 과제의 목표는 무엇이고, 수학적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인지적 이해를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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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으로 해석하였고(5-334), 교사들에게 “신기하

T3은 1차시 활동의 목표는 몇 가지 사례에 의

다”는 발언에서 비롯된 학생의 감탄을 ‘전칭 명

해 전칭명제가 참일 것이라 추측하게 하는 것이

제가 참임을 깨닫게 될 때 나타나는 감탄’과 ‘수

고, 학생의 반응은 두 가지 감탄 중 첫 번째 감

학적 귀납법의 원리를 통찰할 때 나타나는 감탄’

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5-361). 또한

으로 구분하여 해석해보도록 제안하였다(5-343).

교사들은 학생들이 귀납단계의 원리를 완벽히

이러한 연구자의 제안은 학생들의 발언을 분석

통찰했다고 보지는 않았지만(5-347), 전칭명제가

하는 틀을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이 된다는 추측을 학생들 스스로 제기하였다
는 점에 주목하면서 해당 과제가 수학적 귀납법

5-334 R1: 여기 ‘진짜 다 돼’가, 이게 진짜 다 돼가
‘어, 진짜네’, ‘진짜’는 이거는 정말 의미 있는
거 같아, 저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애들이
‘진짜’라는 말은 아까 감정 얘기했는데, 감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감정이라서. 아까 임의
의 n 그랬는데, 그냥 많이 좀 확대해석을 하
면, 그런 거 아니에요? 애들이? 진짜 다 된다
는 걸 생각하는 게 어떤 경우에 된다가 아니
라, 진짜 다 된다. 다발에 대해서 아주 이상적
인 형태까지는 아니더라도. 애들이 놀라는 거
잖아요.
(중략)
5-343 R3: 감탄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한 가지 이
유는 다 된다는 사실이 감탄적일 수 있고요,
또 다른 감탄은 귀납법의 원리에 대해 감탄한
것일 수도 있어요.

단원의 도입 활동으로서 가지는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5-335). 연구자의 제안 이전
에 교사들은 이 과제의 목표를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느낌적인 느낌”(5-103)을 갖게 하는 것이
라는 등 모호하게 표현하였지만, 새로운 해석 틀
이 제공된 후에는 과제의 목표를 좀 더 구체적
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사들의 논의로부터 출현한 교사의 지식은 유
도된 지식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Table 10
의 T5의 발언(5-335)은 연구자가 제시한 틀로부
터 과제가 도입활동으로서 효과가 있는지 판단

Figure 9. Analytic framework provided by

하는 것과 관련되는 지식(KCTts )을 포함하고 있

researchers

으며, T3의 발언(5-361)과 T4의 발언(5-347)은 과
제와 관련하여 학습자의 활동을 예측하는 지식

Table 10. Mathematical knowledge for teaching induced from research-based knowledge for the goal of task
논의 내용

유도된 지식

5-335 T5: 이거를 수학적 귀납법을 해야 되는 이유 같아요.
5-336 R1: 애들이 이걸 감탄을 했다는 거는. 과제가 정말 잘 된 거지 그런 면에서. 테크닉 자체
를 애들이 잘 몰라도, 일단 그게 다 된다는 걸 수학자들도 다 된다는 거를 직관을 하고,
그 다음에 방법을 찾잖아요, 증명 방법을. 그런 장면을 애들 수준에서는 이거 이상 더 어
떻게 나오겠어. 진짜 다 돼. 신기한 거야. 진짜 다 돼, 몇 번을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애
들이 느끼는 거야. 그냥 신기해. 이건 참.. 너무 훌륭한 수업이에요 사실.

KCTts

5-346 R1: ... 근데 귀납법 감탄도 있어 보여요? ...
5-347 T4: 그럼 ‘왜 그런지 생각을 해야 해’라는 말이 안 나왔을 거 같아요.
(중략)
5-361 T3: 사실 여기의 목표는 아까 그, 이 정도의 감탄만 요구한 것 같거든요?
(중략)
5-385 R1: 1차시에서는 사실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느낌적인 느낌, ... 느낌적인 느낌을 가지게
하는 거(를 목표로 설정했다는 것이죠?).
5-386 T5: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KC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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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a )을 포함하고 있다.
이 외에도 논의 과정에서 교사들은 수학적 귀

IV. 논의 및 결론

납법 과제를 성찰하고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예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교사의 공동학습형

를 들어, T4는 최종과제 1차시 활동의 3번 문항

연구공동체 활동을 통해 수학적 귀납법 지도를

(Figure 5 참고)에서 제시한 ‘달러를 인출할 수

위한 과제를 공동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수학

있다면, 몇 달러(n+ )를 인출할 수 있는지’에 대

교사들이 어떤 논점에 주목하였으며, 교사의 어

한 질문보다 ‘몇 달러를 인출할 수 있을 때, 달

떤 지식이 개발되어 가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러를 인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학생들

결과, 교사들은 수학적 귀납법 지도에 관한 논의

이 수학적 귀납법의 귀납 단계를 이해하도록 하

과정에서 ‘수학적 귀납법을 왜 그리고 어떻게

는데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5-261).

가르쳐야 하는가?’, ‘수학적 귀납법과 수열의 귀

이러한 질문은 단계 하강 조작(Park, 2008)을 요

납적 정의는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가?’, ‘수학

구하는 질문으로, 과제 설계 단계에서도 논의가

적 귀납법 단원 과제 설계에서 수학과 교육과정,

된 바 있지만, 내용의 복잡성 때문에 최종적으로

교과서 및 기존의 평가방식을 어느 정도 고려해

선택되지는 않은 질문이었다. 그러나 과제를 성

야 하는가?’, ‘수학적 귀납법 과제의 목표는 무

찰하는 과정에서 T4는 이 질문이 예상했던 것보

엇이고,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학생의 이해는 어

다 더 적절한 질문으로 보인다고 하였다(5-261).

떠한가’의 네 가지 논점에 주목하는 것으로 나

이러한 T4의 발언(5-261)은 수학적 귀납법 과제

타났다. 이러한 논점을 중심으로 한 연구공동체

의 질문이 가지는 장단점( KCTts )을 파악하고 있

논의 과정을 분석한 결과, 논의 초반부에 교사들

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연구공동체 활동에서 학

은 증명에 관한 지식이나 귀납적으로 정의된 함

습된 지식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과제를 설계,

수와 재귀에 대한 지식이 불완전한 것으로 나타

적용 후 이를 성찰하는 연구공동체 활동이 교수

났으며, 수학적 귀납법의 수학적 교수학적 가치

학적 전략에 대한 재평가의 기회를 준 것으로

도 적절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해석할 수 있으며, 추후 교사가 과제를 설계하거

났다. 그러나 연구공동체 논의가 진행되면서, 때

나 수업을 실행하는 데 바탕이 되는 잠재력을

로는 연구자가 수학적 귀납법의 개념적 측면에

가진 지식이라 할 수 있다.

주목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교사들이

□

ㆍ

Table 11. Mathematical knowledge for teaching learned from the discussion on teaching strategies of
mathematical induction 2
논의 내용

학습된 지식

5-260 T2: 아이디어만 만들고 넘어가자. 정말 답을 낼 필요가 있는가? 그 얘기를 분명히 했을텐
데, 근데 뭔가 동의가 됐으니까 일로 온 건데.
5-261 T4: 아마 처음에는 n달러를 인출할 수 있으려면 몇 달러가 가능해야 되는 가였을 거예요.
처음 문제가. 그래서 n달러가 가능하려면 n-3달러가 가능하면 거기다 3달러를 하나 더하
자라는 걸로 아마 했다가 되게 표현이 이상하고 거창하고 어색한데다가 ... 그런데, 이거
뒤의 것을 하기에는 사실 앞의 것으로 가는 쪽이 저는 조금 더 맞는 거 같거든요? 뒤로..
그러니까 n에 n+3을 가는 것보다, n이 되려면 뭐에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되는가?

KCT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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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게 된 유도된 지식이 나타났으며, 때로

들은 과제 설계의 바탕에 CCK의 발전이 중요한

는 교사들이 수학적 귀납법의 지도 경험에서 느

역할을

꼈던 어려움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면서 자발적

Clarke, 2009)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한다는

연구결과(Sullivan,

Clarke,

&

으로 학습하게 된 학습된 지식이 나타났다. 구체

이 외에도 교사들은 설계한 과제의 적용 결과

적으로, 교사들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와 조작의

를 논의하면서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학생의 사

역할을 재발견하면서 학생들이 명제함수의 재귀

고에 대한 지식(KCS) 뿐만 아니라 과제가 수학

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를 설계하였으

적 귀납법의 아이디어를 잘 나타내고 있는지 판

며, 수학적 귀납법 지도를 위한 교수전략으로 증

단하는 지식(KCT)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그리

명계획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교사들이 수학

고 이러한 발전에는 과제 설계과정에서 교사들

적 귀납법의 논리적 구조에 관한 지식(CCK), 수

이 학습한 지식들(CCK, SCK, KCS)이 기여하였

학적 귀납법에 대한 학생의 이해와 어려움에 관

다. 교사가 학생의 반응을 기반으로 하여 과제의

한 지식(KCS), 수학적 귀납법의 학습 과정의 각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수학적 귀납

과정을 돕는 교수학적 방법에 관한 지식(KCT)을

법의 원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CCK가 바탕

개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설계한 과제를

이 되어야 하며, 과제의 형식이 수학적 귀납법의

적용한 후 결과에 대한 연구공동체의 논의를 통

원리와 관련 있는지, 예시와 질문의 배열이 수학

해 교사들은 과제의 목표와 학생들의 학습에 대

적 설명을 제공하는지와 같은 SCK의 발전을 통

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해 가능한 것이다. 또한 과제와 예시를 제시할

이하에서는 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

때 학생의 사고과정과 어려움을 예측할 수 있는

와 교사의 공동학습형 연구공동체 활동을 통한

KCS가 과제 설계과정에서 발전될 수 있었기 때

과제 설계가 교사의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

문에 가능한 것이다.

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한다.

이러한 교사의 학습은 연구자가 수학적 귀납

첫째, 연구공동체 활동을 통해 교사들의 불완

법의 개념적 측면을 강조하여 교사가 이에 주목

전한 MKT가 수정 및 보완됨을 확인하였다. 예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귀납적 정의와 수학적

를 들어, 과제 설계 과정에서 CCK, SCK, KCS와

귀납법에 관한 연구물의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KCT 등에서 미흡한 이해를 보였던 교사들은 연

공동으로 탐구한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을 것으

구공동체 활동을 통해 재귀의 연역적 역할

로 판단된다. 연구자의 연구 기반의 아이디어는

(CCKr )과 증명에 관한 지식(CCKp), 수학적 귀

과제 설계의 아이디어가 될 뿐만 아니라 교사들

납법의 수학적, 교수학적 가치인식(CCKv ) 등을

이 수학적 귀납법의 수학적 본질에 주목하여

보완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증명의 핵심구조를

CCK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였

미리 파악하는 증명계획이라는 교수학적 전략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과제 성찰에서 연구자가

(KCT)을 발전시키고 논증과정에서 학습자의 사

제시한 이론적 틀(두 가지 감탄)은 교사들이 학

고과정을 예측하며(KCS), 수학적 설명을 적절하

생의 반응(‘신기하다’)을 전칭 명제가 참임을 깨

게 제시하거나 수학적 질문을 제시할 수 있는

닫는 사고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SCK)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

(KCSi ), 해당 과제의 의도와 목표를 명확히 인
식할 뿐만 아니라, 도입 과제로서 가지는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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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도록 한 것이다(KCTts ). 이러한 결과들은

사의 학습 과정에서 이와 같은 연구자와 교사의

교사 및 연구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학습형 연

역할은 공동-학습 협약에 의한 공동체(Jaworski,

구공동체가 교사의 학습, 특히 MKT 변화에 미

2008; Wagner, 1997) 활동에서 교사의 학습을 위

치는 긍정적 영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해 연구자와 교사가 어떻게 기여 할 수 있는지

수 있다.

를 보여준다.

둘째, 연구공동체 활동을 통해 출현한 교사 공

셋째, 연구공동체 활동을 통해 교사가 지식을

동체의 지식은 ‘미완지식’처럼 불완전하게 출현

학습하더라도 지식은 과제에 그대로 반영되는

하거나‘학습된 지식’과 ‘유도된 지식’처럼 발전

것이 아니라 학교 내부에 존재할 수 있는 형태

된 지식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 이때‘학습된 지

로 변형되고 선택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

식’과 ‘유도된 지식’은 발생 과정에서 그 기원이

구공동체 활동을 통해 교사들은 수학적 귀납법

다른 것이다. 학습된 지식은 교사 공동체의 논의

의 본질에 관해 충분히 논의하였고 연구물의 결

를 통해 발전될 수 있지만 ‘유도된 지식’의 경우

과 또한 이해하였지만 이를 과제에 반영할 것인

연구자의 연구기반의 지식이나 연구자가 제공하

가에 대해 끊임없이 판단하고 고민하였다. 자연

는 연구물의 이해가 지식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

수의 정렬성 원리의 경우, 교사들이 수학적 귀납

을 한다. 유도된 지식을 확인함으로써 본 연구에

법의 원리로 주목하고 이에 대한 교수가 중요하

서는 과제 설계과정에서의 교사들의 학습이 연

다는 것을 인식했지만 과제에는 반영하지 않았

구물과 연구자의 기여를 통해 발전되는 부분이

다. 이러한 지식이 과제를 적용할 지역 학교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학적 귀납법의 경우, 내

학생들의 수준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고려되

포된 추론 구조나 표현의 형식성으로 인해 수학

었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들은 명제함수의 재귀

적 귀납법의 원리를 파악하도록 학습활동을 설

적 관계에 주목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의식화 하

계하는 것이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교사 공동

는 활동이 중요하다고 논의하였지만, 교육과정과

체내의 학습을 통해 과제 설계 아이디어가 발전

평가방식의 영향을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

되기 힘들다. 교사들이 부족함을 느끼는 이러한

제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즉, 교사들은 연구공동

관련 지식을 연구물과 연구자의 지식을 통해 제

체 활동을 통해 관련 지식을 학습하더라도 과제

공할 수 있었으며 이것은 유도된 지식의 존재를

설계에는 이러한 지식을 교육과정, 기존의 평가,

통해 뒷받침된다. 수학적 귀납법의 교육과정의

학생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고 조정하여

학습 목표나 교과서의 내용과 형식, 학생들의 질

반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지식은 주로 교사의 현

이러한 과정을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과제에

장 경험에서 발전된 학습된 지식이었으나, 재귀

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교사의 학습을 확인할 수

에 대한 이해, 수평적 지식, 재귀와 관련하여 교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수계열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지식은 유도된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교사와 연구자의 공동

지식으로서 CCK중 주로 학문수학의 내용지식과

학습형 연구공동체 활동을 통한 교사 공동체의

관계된다. 한편, ‘미완지식’의 경우 논의 초반에

학습을 교수를 위한 수학적 지식의 관점에서 밝

주로 출현하였으며 ‘학습된 지식’이나 ‘유도된

히고, 학습에 기여한 연구자와 교사의 역할에 대

지식’이 발전하는 데 출발점으로 기여하였다. 교

해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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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3.

고려하기 때문에 공동학습형 연구공동체 활동이

Boston, M. D. & Smith, M. S. (2011). A ‘task-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구자와 교사가 서로의

centric approach’ to professional development:

언어와 관점을 이해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과정

enhancing and sustaining mathematics teachers’

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동학습형 연구공동체에

ability to implement cognitively challenging

의한 연구는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한

mathematical tasks. ZDM, 43(6-7), 965-977.

계가 있으며, 연구자와 교사 사이의 충분한 대화

Broekkamp, H. & Van Hout-Wolters, B. (2007).

와 논의를 통해 공동체의 목표, 운영규범 등에

The gap between educational research and

대해 합의하고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는 과정이

practice: A literature review, symposium, and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공동체 활동은 수

questionnaire.

학적 귀납법이라는 주제에 한정되어 논의되었고,

Evaluation, 13(3), 203-220.

Educational

Research

and

과제 설계 과정에서의 학습에 주목하고 있으므

Chevallard, Y. (1990). On mathematics education

로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관련

and culture: Critical afterthoughts. Educational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Studies in Mathematics, 21(1),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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