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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수학 학습 과정에서의 다이어그램의 역할에 관한 연구는 오랫동안 다양한 관점 아래에서 이루어져 왔지만 이러한 다양성에 관한
메타적인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다이어그램과 수학 학습 사이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의 이면에
있는 인식론적인 가정에 관한 체계적인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에 목표를 둔다. 이를 위해 수학 학습에서의 다이어그램의 역할에
주목한 이론적·실증적 연구 사례들에 관하여 기호로서의 다이어그램을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차이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기호로서의 다이어그램과 수학 사이의 관계성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구조-기반 관점, 맥락-기반 관점, 그리고 물질기반 관점으로 구분하는 틀을 도출하였다. 또한 각 관점의 연구들의 바탕에 놓인 인식론적인 배경과 다이어그램과 수학 학습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에서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 제시한 틀은 수학 학습 현상에서의 다이어그램의 역할에
대해 접근하는 데에 있어서 연구자들이 어떠한 이론적 렌즈를 통해 현상의 어떠한 측면에 주목하였는지에 관해 조망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핵심어: 다이어그램, 다이어그램적 추론, 기호, 기호학, 인식론적 관점
Although researchers have studied the contribution of diagrams to learning mathematics based on various
perspectives, the meta-analysis of relevant studies is lack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dvance the
discussion of epistemological assumptions underlying various approache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diagrams
and mathematics learning. To this end, we reviewed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about the contribution of
diagrams in mathematics learning, focusing on how they account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diagrams as signs
and mathematics. The review has led to a proposed framework that categorizes the perspectives on diagrams
as signs in pertinent research into structure-based, context-based, and material-based perspectives. We further
identified differences in the epistemological background upon which studies from the three perspectives are based
and the way the perspectives describe the relationship between diagrams and mathematics learning. The framework
was useful identifying the multidimensionality of mathematics learning related to diagrams as well as the use of
theoretical lenses by researchers depending on specific aspects of mathematics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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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대부분의 수학 교수-학습 과정에는 수학적인 대상, 개념, 관계, 또는 구조에 대응하는 공간적인 표식으로서의 다
이어그램1)이 포함된다. 수학 학습 과정에서 다이어그램이 동원되는 것은 수학이라는 학문의 고유의 본질적인 특성
이자 한계로부터 기인한다. 즉, 수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과학 분야의 경우 해당 분야의 지식이 다루는 대상에 접근하
는 데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찰을 하거나, 상징적인 기호 체계를 통해 접근하는 등의 두 가지의 접근 방식이 가능하다
(Duval, 1999). 반면에, Peirce가 지적한 바와 같이 수학은 실체를 갖지 않는 “가설적인 상태의 대상에 대한 진리에
관한 연구” (CP 4.233)라는 점에서, “모든 실제적인 수학적 활동은 수학적인 대상 자체보다는 그것에 대한 표현과 주
어진 표현을 다른 것으로 지속적으로 변환시키는 과정과 관련된다” (Otte, 2006, p. 11). 특히 다이어그램은 “관찰 또
는 지각의 요소를 포함하여 ‘예상치 못한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 (Otte, 2003, p. 183)는 점에서,
Otte (2006)는 “수학은 본질적으로 다이어그램적 사고”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p. 14).
많은 수학교육 연구자들은 오랫동안 다이어그램 및 그것을 만들어내는 과정, 즉 다이어그래밍이 수학 학습에 어
떻게 기여하는지에 관하여 연구해왔다(Arcavi, 2003; Bakker & Hoffmann, 2005; Clements & Battista, 1992;
de Freitas & Sinclair, 2012; Duval, 1995; Fischbein, 1993; Herbst, 2004; Radford, 2010; Stylianou, 2002).
초기 수학교육 연구들은 주로 심리학 연구들의 영향을 받아 다이어그램을 인간의 정신적인 이미지(imagery)에 대
한 시각화(visualization)의 산물로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Sinclair & Bruce, 2015). 예를 들어 Piaget &
Inhelder (1956)는 아동들이 도형을 다룰 때 위상적인 특성에 주목하는 것과 기하적인 성질에 주목하는 것 사이의 차
이를 정신적인 발달 단계 상의 위계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잘 알려진 van Hiele (1985)의 학습 수준 모델에서
도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위계적인 접근을 취하는 연구자들은 학생들의 수학 학습을 한 수준으로부터 다음 수준으로
도약하는 것과 같이 설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특정한 수준에서의 학생들의 인지적인 특성을 마치 ‘스냅 사진’처럼 기
술하였다(Clements & Battista, 1992; Sinclair & Bruce, 2015). 또한 이와 같은 전통적인 관점들에서 다이어그램을
다루는 과정은 마치 최종적으로 형식화 된 ‘진정한’ 수학에 다다르기 위해 거쳐야 하는 보다 하위 과정과 같이 고려되
었다(Menz, 2015). 예를 들어 van Hiele의 모델에서 ‘시각적’ 단계는 ‘기술적/분석적’ 단계에 이르기 이전의 가장 초
기 단계에 해당하며, 일정한 수준의 형식적인 표현을 다루는 단계에 도달하면 다이어그램과 같은 시각적인 수단은 불
필요한 것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관련 연구들은 점차적으로 직접 관찰이 불가능한 인간의 정신적인 측면과 관련된 요소뿐만 아니라, 다이어
그램 자체와 그것을 다루는 실천적이고 물질적인 활동으로부터 수학적 사고와 학습이 촉발하고 진전되는 양상에 주
목하기 시작하였다(Arcavi, 2003; Bakker & Hoffmann, 2005; Dreyfus, 1991; Herbst, 2004; Stylianou & Silver,
2004). 특히 다이어그램을 비롯한 기호를 다루는 인간 활동에 대한 조작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기호학 이론들이 수학
교육 연구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관련 수학교육 연구들의 주요한 초점은 “난해하고 추상적이며 순수하
게 정신적인 활동으로부터, 지각 가능하며 그에 따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대상, 즉 다이어그램적 표식에 대한 물질적
1) ‘다이어그램(diagram)’이란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선으로 표시된 기하적인 도형’을 의미하는 ‘diagramma’와 ‘선으로 표시하여 그리다’는 뜻의 동
사 ‘diagraphein’으로부터 기원한다(Harper, 2001). 주로 명사 형태로 사용되어 왔지만 다이어그램을 생성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동사로도 사용되
어 왔다(Menz, 2015). 단어가 포괄하는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상에서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학교육 연구자들은 “부분적인 요소들의
특정한 공간적 배열과 그들 사이의 관계성으로 이루어진 구조를 갖는 표식(inscription)” (Dörfler, 2016, p. 25)을 가리키는 의미에서 다이어그램이
란 단어를 사용해왔다. 일부 연구들에서는 기하 도형이나 표, 그래프와 같이 관습적인 방식으로 특정한 정보를 표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좁은 의미에
서 사용되기도 하지만(e.g., Diezmann & English, 2001),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수학적인 활동 과정에 수반되는 공식적인 의미가 부여되기 이
전의 비형식적인 표식들과 그것을 생성하는 행위로서의 동사적인 의미까지 포괄하는 넓은 의미에서 사용하고자 한다(Menz,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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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활동으로 전환”(Dörfler, 2005, p. 66)되었다.
기호학을 기반으로 하여 수학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다이어그램의 역할에 관해 설명하고자 시도한 수학교육 연
구들의 관점은 다양화되어 왔지만(Arzarello, 2006; Bussi & Marriotti, 2008; Duval, 1995; Godino et al., 2007;
Iori, 2017; Otte, 2006; Radford; 2010; Sáenz-Ludlow & Presmeg, 2006; Santi, 2011), 다양화 된 이론적 관점
들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메타적인 논의는 부족한 편이다(Iori, 2017; Santi, 2011). 수학
교육 연구 공동체에게 있어서 이론적 관점에서의 다양성은 복잡한 수학 교수-학습 현상에 접근하기 위한 풍부한 자
원으로 간주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한계 역시 가져올 수 있다(Arzarello et al., 2007; Bikner-Ahsbahs & Prediger,
2006; Prediger et al. 2008; Scheiner, 2020). 즉, 서로 다른 관점에서 수행된 다양한 연구들 사이의 상호적인 연관
성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며, 어떤 현상에 대해 협소하고 제한적인 설명만을 추구하도록 제약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들 사이의 상호적인 연결과 대화를 시도하는 작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 Prediger et al. (2008)은 서로 다른 이론들의 정체성과 차이점을 고려하면서 그들 사이의 대화를 추구하는 다양
한 수준의 “네트워킹 전략” (p. 170)을 연결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체계화하여 제시한 바 있다. Scheiner (2020)는 이
러한 네트워킹 전략을 도입하는 연구들이 주로 수렴적인 방향의 연결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반
되는 이론적 입장과 개념들 사이의 갈등, 긴장, 또는 역설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고찰하는 발산적인 전략을 통해 관련
이론의 진전을 추구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는 상반되는 이론들의 반대항에 해당하는 개념들을 상대적으로 연관
지어 위치시키는 작업을 통해, 서로 다른 이론들의 독립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인 종합을 추구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
다.
이상의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수학 학습에 기여하는 기호로서의 다이어그램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을 메
타적으로 조망하는 틀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의 II장에서는 먼저 기호로서의 다이어그램을 바라보는 서
로 다른 관점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을 도출하기 위하여 개념적인 분석을 수행한다. 개념 분석은 기존의 문헌들에 대
해 숙고하여 어떤 영역에서의 개념이나 용어에 대한 서로 다른 사용 방식을 드러내고 설명 및 기본 가정에서의 일
관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철학적인 연구 방법에 해당한다(Johnson, 1980; Machado & Silva, 2007; Yoon,
2006)2). 본고에서는 Peirce의 기호학에서의 “다이어그램적 추론(diagrammatic reasoning)” (Dörfler, 2001, p.
39)의 수학교육적인 함의에 관해 논의한 이론적인 문헌들에 대해 고찰하여 기호로서의 다이어그램의 작동 방식 및
인식론적인 잠재성과 관련하여 주요하게 고려되는 몇 가지 측면들을 도출한다(Dörfler, 2001; 2005; Otte, 2006;
Radford, 2008). 그리고 이러한 서로 다른 측면을 기준으로 하여 기호로서의 다이어그램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
사이의 구분 방식을 제시한다. 이어서 III장에서는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연구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각 관점의 연구들이 구체적으로 다이어그램과 수학 학습 사이의 관계 및 다이어그램의 역할에 관하여 설명하는 방식
에서의 차이에 관해 살펴본다. 그리고 이상의 논의 결과를 종합하는 틀을 제시한다.
본고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수학 학습에 기여하는 기호로서의 다이어그램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게 구
분될 수 있는가? (2) 서로 다른 관점에서 수학 학습에서의 다이어그램의 기여에 대해 주목해 온 연구들이 다이어그램
과 수학 학습 사이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포괄적인 의미에서 개념 분석은 이론적인 고찰을 통해 어떤 개념의 의미에 관해 성찰하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작업에 해당
한다(Racine, 2015). 수학교육 연구에서 개념 분석에 관한 방법론적인 논의는 찾아보기 어려운데, 일반적인 접근 방식은 특정한 목표와 범위 안에
서 문헌들에 관하여 숙고하는 것이다(e.g., Yoon, 2006). 이와 같은 철학적인 연구 방법은 실증적인 근거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연구
자 개인의 직관과 통찰에 의존하기 때문에 무결한 타당성을 지니기는 어려우며 그 연구 결과는 사후적인 반박과 논쟁에 대해 열려 있다(Papineau,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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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기호로서의 다이어그램에 관한 관점 구분
여러 연구자들이 Peirce의 기호학에서의 다이어그램적 추론에 관한 논의를 수학교육적으로 재해석하여 기호로서
의 다이어그램이 어떠한 측면에서 수학 학습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연구자들에 따라 주로 주목
하는 초점에는 차이가 있었다(Dörfler, 2001; 2005; Otte, 2006; Radford, 2008). Peirce는 다음의 발췌문과 같이 다
이어그램의 구성 및 그것에 대한 실험, 그리고 관찰의 과정을 통한 추론이 새로운 수학적인 발견의 가능성을 보장해
준다고 보았다.
어떻게 수학이 한편으로는 본질적으로 순수하게 연역적이며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결론을 이끌어내
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느 다른 관찰 과학들과 마찬가지로 풍부하며 명백하게 무한히 이어지는
일련의 놀라운 발견들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는 오랫동안 수수께끼였다. 많은 이들이 이러
한 역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러한 두 주장들 중 어느 하나를 무너뜨리는 등의 다양한 시도를 해왔지
만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진실은 모든 연역적인 추론, 심지어 단순한 삼단논법조차도 관찰의 요소
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즉, 연역적인 추론은 도상 또는 다이어그램을 구성하여 그것의 부분들의 관계
가 추론의 대상의 부분들에 대한 완전한 유추를 나타내도록 하고, 상상을 통해 이러한 이미지에 대해
실험하고, 결과를 관찰함으로써 그 부분들 사이에 눈에 띄지 않고 숨겨진 관계들을 발견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CP 3.363).
이와 같은 다이어그램적 추론에 관한 Peirce의 논의를 재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Dörfler (2001)와 같은 연구자는
수학적인 추론 및 교수-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시각적인 표식들이 수학적인 개념 및 아이디어에 대한 탐구
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강조점을 두었다. 즉, 수학적인 활동의 맥락 내에서는 다이어그램이 기호로서
작동하기 위해 요구되는 필수적인 ‘다이어그램적 특성(diagrammaticity)’으로서의 구조가 있다는 것이다(Dörfler,
2005). 그는 다이어그램의 구조를 변형, 구성, 분해 또는 결합하는 등의 관습적인 규칙에 기반을 둔 조작적인 작업들
이 존재하며, 이와 같은 특정한 조작이 동반하지 않는다면 Peirce가 말하는 다이어그램을 통한 추론은 효과적으로 작
동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즉, 다이어그램적인 추론을 수학적인 활동으로 재해석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측면은, 어떤 조작적인 활동의 결과에 대한 관찰을 통해 불변하는 속성으로서의 규칙성을 감지해내는 데에 있으며,
이는 다이어그램의 특정한 구조에 대한 인식에 기반하여 관습적인 조작을 적용하는 것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이
다. 이처럼 Dörfler (2005)는 다이어그램을 수학 학습에서 기여하는 기호로서 고려하는 데에 있어서, 그것 자체의 구
조적인 관계성과 함께 그것의 구조와 관련된 조작 규칙들로 구성되는 모종의 기호 체계를 상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학 학습에서 다이어그램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이어그램의 조작 가능한 구조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
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측면은 서로 다른 기호 체계 사이의 조작적인 변환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는 문제로도 연
결된다(Dörfler, 2005).
반면에 Otte (2006)는 Peirce의 기호학을 수학교육에 관한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있어서, 수학 학습에 기여
하는 모든 기호들이 기존에 주어져 있는 체계에 속하거나 관습적으로 확립된 규칙에 따라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
라는 지점에 강조점을 두었다. 즉, 기호적인 활동 과정에는 관습적인 규칙을 따르지 않는 불완전한 표현 또는 우발적
으로 생성된 표식 등의 비상징적인 기호들 역시 나타나며, 이들 역시 수학적인 발견, 의사소통 및 지식 발달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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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Peirce의 기호의 유형 구분을 통해 설명하자면, 다이어
그램은 실제적으로 그것이 동원된 상황적인 맥락에 따라 관습적인 기호로서의 상징뿐만 아니라 지각적, 형태적 유
사성에 의존하는 도상(icon)이 될 수도, 또는 다른 무언가로 주의를 유도하는 지표(index)가 될 수도 있으며, 이는 다
이어그램이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에 달려있다(Otte, 2006). Otte (2006)는 Peirce의 기호학이 이러한 두 가지
의 비상징적인 기호 유형을 도입함으로써, 은유와 같이 고정적이거나 확립된 규칙으로 환원되지 않는 역동적인 방식
의 해석의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수학적인 담론 내에 새로운 아이디어나 가설이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설명
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수학적인 추론 및 학습 과정에서 다이어그램의 작동은 어떤 특정한 체계
내에서의 조작 규칙에 지배되는 고정적인 과정이 아니라 당면하고 있는 경험적인 맥락에 따라 고정(fixation)과 변형
(transformation)의 사이를 변증법적으로 오가는 “살아있는 과정(living process)” (Otte, 2006, p. 18)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Radford (2008)는 Peirce의 다이어그램적 추론에 관한 논의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Plato 이후로 철학 및
인식론적 논의에서 소외되어 왔던 지각 및 감각적인 행위의 인식론적인 중요성을 다시 전면에 내세운다는 점에 주목
하였다. Peirce는 시각적인 배열로서의 다이어그램의 부분들 사이에는 “그것을 형성하도록 한 사전규칙(precept)에
는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관계”가 존재하며 이는 다이어그램적 실험과 관찰을 통해 발견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CP 3.560). 여기서 Peirce가 말하는 ‘발견될 새로운 관계’는 인간의 의식 수준에서의 기호적인 경험에 앞서 존재하
는 것으로 여겨진다(Radford, 2008). 즉, 이는 경험 세계에 존재하는 물질-감각적인 대상으로서의 다이어그램 자체
에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Radford (2008)는 Peirce의 논의에서 새로운 의미를 생산하는 다
이어그램적 추론의 인식론적인 잠재성을 보장하는 근원은 Peirce가 제시한 존재의 기본 범주의 구분에서 가장 근
본에 해당하는 1차적인 존재성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다. Peirce가 말하는 1차성(firstness)이란 주체의 의식적인
사고의 영역에 포함되어 어떠한 의미가 결정 지어지기 이전에 존재하는 선-반성적이고(prereflexive) 비결정적인
(indeterminate) 사물의 존재 자체를 말한다(Otte, 2006). 이처럼 Peirce의 논의에는 어떤 체계나 맥락 내에서 특정
한 의미를 지니게 되기 이전의 경험 세계에 존재하는 물질적인 대상 자체로서의 다이어그램이 지닌 인식론적인 잠재
성이 중요하게 고려되며, 이는 경험으로부터 지식에 이르기까지의 인식론적인 여정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
적인 “비분석적인 마주침” (CP 1.306)의 단계에 주목할 필요성을 시사한다(Radford, 2008).
이상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Peirce의 기호학에서의 다이어그램의 인식론적인 잠재성에 관한 논의를 수학교육적
으로 재해석한 연구자들이 주목해온 서로 다른 초점으로서, (1) 어떤 체계를 이루는 관습적인 조작 규칙의 적용이 가
능한 특정한 구조적인 표식으로서의 측면, (2) 역동적인 기호적인 활동 과정의 맥락에 포함된 경험적인 대상으로서의
측면, (3) 그리고 지각적인 관찰 및 실험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감각적인 대상 자체로서의 측면 등의 세 가지 초점을
도출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초점을 기준으로 기호로서의 다이어그램과 수학 사이의 관계성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을 세 가지로 구분해보고자 한다. 먼저 (1)의 측면과 관련하여 다이어그램을 어떤 체계를 이루는 관습적인
규칙에 따라 구성 및 변형 가능한 구조적인 대상으로 보고, 그것의 구조와 규칙 체계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여 설명하
는 관점이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 (2)의 측면과 관련하여 학습 과정에서 다이어그램이 실제적으로 활용되는 구체적
인 맥락에 주목하여 그것이 동원되는 수학적인 활동의 맥락에 따라 다이어그램과 수학 사이의 관계성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관점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3)의 측면과 관련하여 물질-감각적인 대상으로서의 다
이어그램 자체에 새로운 수학적인 의미 생산의 잠재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입장을 취하며 다이어그램이 그려지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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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는 등의 그것 자체의 변화에 주목하여 설명하는 관점이 있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이와 같은 세 가지 관점
을 각각 (1) 구조-기반 관점, (2) 맥락-기반 관점, (3) 물질-기반 관점이라 부르기로 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와 같은 세
가지 관점을 기준으로 하여 수학 학습에서의 다이어그램의 기여에 주목해온 선행연구들이 다이어그램과 수학 학습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방식 상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III. 기호로서의 다이어그램에 관한 서로 다른 관점에서의 설명 방식
이 장에서는 이전 장에서 도출한 서로 다른 세 가지 관점 하에서 구체적으로 다이어그램과 수학 학습 사이의 관계
를 설명하는 방식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관점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구분되는 실제적인
연구 사례들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연구 사례들의 경우, 다이어그램 및 다이어그래밍 과정에 대
한 실제적인 분석을 포함하고 있는 연구들 중에서 세 관점 사이의 차이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연구들을 선
택하여 일부를 본문에 제시하였다3). 본 연구에서 도출한 세 관점의 구분이 보다 넓고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모든 관점들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수학 학습에서의 다이어그램의 기여에 주목해온 모든 연구들
의 입장을 반드시 이러한 세 관점들 중 하나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4). 다만 이러한 구분 시도는 포괄적인 수
준에서 여러 연구들의 근간에 놓여 있는 인식론적인 가정에 관하여 조망해봄으로써 다이어그램과 수학 학습 사이의
관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의 정체성과 그들 사이의 연결 지점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하의 각 절에서는 먼저 각 관점에서의 연구들이 주로 바탕을 두고 있는 인식론적인 배경에 관하여 살
펴본다. 기호로서의 다이어그램과 수학 사이의 관계성과 관련하여 연구자들이 취하고 있는 관점에서의 차이는 보다
근본적으로 수학 학습에 있어서의 기호의 역할에 관해 설명하는 방식에서의 차이로부터 기인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
른 배경 이론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서로 다른 인식론적 배경 아래에서 동일한 현상에 대해 연
구자들이 주로 주목하게 되는 분석의 초점은 서로 달라지며, 이러한 차이는 다이어그램과 수학 학습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에서 있어서도 차이를 낳게 된다. 이에 따라 서로 다른 관점에서의 연구들이 수학 학습 자체를 개념화
하는 방식 및 다이어그램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에서의 차이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덧붙여, 다이어그
램과 관련하여 교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는 방식에서의 차이도 살펴보고자 한다.

1. 구조-기반 관점
구조-기반 관점은 다이어그램을 어떤 체계를 이루는 관습적인 조작 규칙에 따라 구성 및 변형 가능한 구조적인 대
상으로 보고, 특정한 방식으로 조작 가능한 구조적인 요소들 사이의 관계가 수학적인 의미를 표상하는 것으로 설명
3) 본 연구에서는 넓은 범위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다이어그램의 의미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다이어그램에 대한 분석을 포함
하는 선행연구의 범위도 상당히 광범위하다. 특히, 많은 연구들에서 다이어그램, 그래프, 그림, 모델, 표현(representation), 예(example), 응답
(response) 등의 다양하고 포괄적인 어휘들이 이러한 다이어그램들을 지칭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으며, 관련 키워드가 제목이나 초록 등의 연구의
전면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들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키워드 검색과 같은 방식으로 문헌들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사례를 구분하는 방식의 작업
을 시도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권위 있는 학술지에 게재된 주요 연구자들의 문헌들을 중심으로 해당 문헌들
의 참고 문헌과, 또 해당 문헌들을 참고한 문헌들을 검토해나가는 눈덩이식 표집(snowball sampling) 방식으로 문헌들을 수집하여 질적으로 검토
하였다. 특히 기호학 및 시각화, 기하 학습 등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이슈를 다룬 주요 학술지의 특별호에 게재된 문헌들을 이와 같은 문헌 수집의 출
발점으로 삼아 검토하였다(e.g., Educational Studies in Mathematics, 77(2-3); ZDM – Mathematics Education, 46(1); 47(3)).
4) 예를 들어, Godino et al. (2007)과 같은 연구자들의 경우 기호 체계의 의미 참조 규칙에 대한 초점을 유지하면서도 실천적인 과정의 역동적인 측면
에도 동시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구조-기반 관점과 맥락-기반 관점에 걸쳐진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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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Margolinas & Wozniak (2014)의 연구에서 구슬이 꿰어진 실 모델을 따라 그린 학생들
의 다이어그램에 대하여 관습적인 수직선 좌표 체계상의 규칙에 비추어 그것의 구조적인 요소들이 방향과 위치에 대
한 정보를 적절하게 표상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분석한 것은 구조-기반 관점에서의 접근이라 볼 수 있다(Figure 1).
Steenpaß & Steinbring (2014)의 연구에서는 한 학생이 수직선을 해석하는 방식의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수직선을 이
루는 구조적인 요소들을 낱낱으로 해석하는지 또는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모종의 체계를 이루는 상징적인 요소들로 해
석하는지 여부에 주목하였다. 여기서 연구자들은 학생의 서로 다른 해석 방식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인지적인
틀에 기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참조 틀의 유형을 다이어그램의 구조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 방식에 따라 구
분했다는 점에서 구조-기반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라 볼 수 있다. Mulligan et al. (2020)은 기하적 패턴의 구조에 대
한 아동들의 인식 발달을 위한 종단적인 프로그램 과정을 연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아동들이 그린 다이어그램은 패
턴의 규칙적인 반복, 대칭, 균등한 분할 등을 공간적인 구조에 반영한 정확도에 따라 수준이 구분되었다(Figure 2).
이러한 접근을 취하는 연구들은 다이어그램과 수학 사이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다이어그램의 구조적
Figure 1 (a) A diagram not containing representations of
orientation and position; (b) A diagram containing
only a representation of position; (c) A diagram
containing both representations of orientation and
position (Margolinas & Wozniak, 2014, pp. 35-36;
p. 40)

Figure 2 C
 lassification of students’ responses to the task of embedding triangles in a hexagon (Mulligan et al., 2020, p.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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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조직화와 담론적인 기능에 초점을 맞춘다(Santi, 2010). 이와 같은 접근 방식에 배경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이론
적 연구로서 Duval (1995; 2006)의 기호적 표현 레지스터 이론(Theory of Register of Semiotic Representation,
이하 TRSR)이 있다. TRSR에서 기하적 도형이나 데카르트 그래프, 수직선과 같은 수학적 다이어그램은 제각기 고유
한 표현 역량과 특정한 변환 규칙을 가지고 있는 기호 체계인 ‘레지스터’에 속한 기호로서 고려된다. 이러한 관점의
연구들에서 다이어그램과 관련된 주요한 분석 초점은 해당 기호 체계를 이루는 조작 규칙의 적용 가능성과 관련하
여 다이어그램의 구조상의 표현 요소를 체계적으로 식별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TRSR에서는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다이어그램의 구조적인 요소를 가리켜 “형상적 단위(figural unit)”라 지칭하였다(Duval, 1995, p. 145). 예를 들어,
Margolinas & Wozniak (2014)의 분석에서 실의 방향을 나타내는 매듭과 같은 표현, 위치를 나타내는 구슬의 색깔
구분 등의 표현 요소들이 형상적 단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Figure 1). Steenpaß & Steinbring (2014)의 연구에
서는 사전 분석을 통해 수직선의 형상적 단위에 해당하는 주목할 만한 구조적인 요소들의 목록을 제시하였다(Figure
3). 연구자들은 완전하고 객관적인 요소들의 목록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들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주어진 요소들 사이의 상호적인 관계성으로부터 수학적인 기호 체계가 구성된다는 점에서 이들
을 사전에 식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의 연구들에서는 수학 학습을 다이어그램의 구조적인 관계성 및 그것의 구조에 적용 가능한 체계적인
조작 규칙에 관한 이해가 발달해 나가는 인지적인 과정으로서 설명한다. TRSR에서 핵심적인 학습 요소로 강조되는
것은 한 레지스터 내에서 동일한 대상을 나타내는 표현들 사이의 처리(treatment) 및 서로 다른 레지스터(e.g., 시각
적 레지스터와 담론적 레지스터)에 속하는 표현들 사이의 변환(conversion)과 같은 조작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활용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Duval, 2006). 예컨대 특정한 이차함수를 나타내는 다이어그램과, 동일한 수학적 대상을 나
타내지만 다른 레지스터에 속하는 기호적 표현에 해당하는 대수식 사이의 관계는 Figure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이 때 다이어그램의 구조적인 요소들과 관련된 조작 규칙들을 대수식의 요소들과 대응 시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Presmeg (2008)는 학생들의 함수 이해 수준을 이러한 처리 및 변환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 단계
적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Margolinas & Wozniak (2014)의 경우 학생들의 다이어그램의 효과성을 기수와 서수로
서의 수의 기본 속성에 대한 개념 인식이 발달하는 과정과 연관 지어 논의하였다. Steenpaß & Steinbring (2014)은 학
생이 수직선의 구조적인 측면을 해석하는 방식에서의 차이가 개인의 해석 스킴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했으며,
Mulligan et al. (2020) 역시 학생들의 수준의 변화를 패턴 구조의 규칙성에 관한 인식이 발달해나가는 과정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방식의 설명에서 수학 학습 과정에서의 다이어그램의 역할은 그것의 부분들 사이의 구조적인 관계와 특

Figure 3 (1) The first long bar; (2) the single scaling bars;
(3) the different lengths of the scaling bars; (4)
the arc; (5) the basic unit (Steenpaß & Steinbring,
2014,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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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wo symbolic signs in different registers for the same mathematical object (Presmeg, 2006, p. 21)

정한 조작 하에서 불변하는 성질 등에 의해 수학적 대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참조 수단에 해당한다. 이러한 설
명은 기호 체계를 구성하는 규칙이나 구조적인 관계성 등을 고려한 의도적인 조작을 통해서만 다이어그램이 적절하
게 기능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다이어그램 자체보다는 그것의 구조에 관한 규칙들로 이루어진 기호 체계 쪽에
보다 주요한 역할을 할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Iori, 2017). 이에 따라, 다이어그램의 구조적인 관계성 및 조작 규
칙에 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교사와 같은 전문가에 의한 적극적인 교수학적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를 들
어 TRSR에서 설명하는 다이어그램의 처리나 다른 기호적 표현으로의 변환과 같은 조작은 기호 체계에 관하여 불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는 학습자 수준에서는 자발적 또는 즉흥적으로 일어나기 어렵다(Santi, 2010). Steenpaß &
Steinbring (2014)은 다이어그램을 “시각적인 보조물(visual aids)” (p. 3)이라 표현하면서 그것 자체만으로는 수학적
인 의미가 전달될 수 없으며 교사가 주도하는 담론적인 맥락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였다. Margolinas &
Wozniak (2014)의 경우 교사의 직접적인 지도가 아닌 주어진 교수학적 상황 맥락을 통한 간접적인 개입 전후의 변
화에 주목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활동만으로는 수직선과 서수의 개념 이해를 돕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Mulligan et al. (2020)의 연구는 종단적인 프로그램의 결과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교사를 통한 교수
학적 개입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프로그램 도입 시에 교사들에게 주어진 가이드라인이
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워크숍 등에 대해 비중 있게 언급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교수학적 개입의 중요성
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2. 맥락-기반 관점
맥락-기반 관점은 다이어그램이 지닌 기호적인 관계성을 수학 학습 과정에서 그것이 동원되는 실천적인 수학적 활
동의 맥락에 의존하여 설명하는 입장을 말한다. 이러한 설명 방식은 주로 Vygotsky (1986)의 영향 하에서 기호에 대
한 사회-문화적인 접근을 취해 온 수학교육 연구들에서 살펴볼 수 있다(e.g., Arzarello, 2006; Bussi & Marriotti,
2008; Radford, 2009; 2010; 2015). 이와 같은 접근을 취하는 연구들에서의 분석은 다이어그램 자체의 구조적인 특
성보다는 그것이 생성되고 활용되는 활동 과정을 둘러싼 사회-문화적인 맥락에 주된 초점이 맞춰지며, 이에 따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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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이어그램일지라도 그것이 포함된 맥락에 따라서 기호적인 지위 및 역할이 다른 방식
으로 설명된다. 예를 들어, Bussi & Baccaglini-Frank (2015)의 연구에서 학생들이 활동 초기에 그린 화살표는 활동
에 사용된 로봇에 달려있는 명령 버튼을 따라 그린 도상적인 기호로 해석되었지만 이후 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화살표
들은 로봇의 이동을 나타내는 지표적인(indexical) 기호로도, 직각이라는 기하적인 의미를 갖는 상징적인 기호로도
분석되었다. 또한 맥락-기반 관점의 연구들에서는 학생들이 활동 중에 생산한 비형식적인 표현들에 대하여 수학적인
사고 및 이해가 발달해나가는 상호작용 과정의 맥락에서 그것이 지닌 잠재적인 수학적 의미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
하고 받아들인다. 이러한 경향은 앞서 살펴본 구조-기반 관점의 연구들에서 특정 시점에서의 학생들의 불완전한 다
이어그램을 그들의 이해 수준의 문제와 연관 짓고 적극적인 교수학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과는 차이를 보
인다. 예를 들어, Radford (2009)의 사례에서 학생들이 비형식적인 방식으로 인물의 이동을 표현한 다이어그램의 경
우 학생들이 이전에 그래픽 계산기로 생성한 직교 좌표계의 그래프보다 불완전하게 시간과 위치에 대한 정보를 표현
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그리는 과정에서의 학생들 사이의 구체적인 상호작용 및 화살표나 제스처 등의 기호 사용 방
식에 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이 제시되었다(Figure 5).
이와 같은 관점에서 수학 학습은 특정한 실천적인 맥락 내에서 다이어그램과 같은 기호가 동원되고 활용되는 방식
이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변증법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으로 설명된다. 예를 들어, Radford (2010; 2015)는 수학 학습
을 학생들의 수학적 활동에 내포된 어떤 가능성으로서의 불완전한 문화적 지식이 점차 어떤 단일한 관습적인 형식으
로 결정되어 가는 대상화(objectification)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어떠한 관념적인
지식을 획득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교사 및 또래 집단과 문화적인 인공물 등과의 역동적이고 사회적인 상호작용
을 통해 실현되며, 다이어그램을 비롯한 감각적인 기호들이 이 과정을 매개한다(Figure 6). 이러한 설명에서 다이어
그램과 수학적인 대상 사이의 관계는 사회적, 역사적으로 성문화된 행동과 사고의 형식으로서의 사회적인 실천을 통
해서만 드러나며, 이러한 관계성은 활동 자체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Bussi & Marriotti (2008)의 경우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문화적인 인공물을 도입한 교실 맥락 내에서의 수학 학
습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의 수학 학습은 인공물을 가지고 수행하는 활동, 그 활동을 통한 개인
적인 기호의 생산, 그리고 수학적인 논의를 통한 집단적인 기호의 생산 등의 과정들이 순환적으로 반복되는 “교수학
적 순환” (Bussi & Marriotti, 2008; p. 15)을 통해 학생들의 기호 사용 방식이 점차 정교화 되는 과정으로 설명된다.
이 때, 동적 기하 소프트웨어나 교재 등에 주어진 수학-문화적인 인공물로서의 다이어그램은 한편으로 특정한 수학

Figure 5 A
 Graph created with a graphic calculator and an informal diagram drawn by students (Radford, 2009, p. 471;
p.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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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S
 ocio-cultural contexts of classroom activities in which the objectification process takes place (Radford,
2015, p. 556)

Figure 7 T he double semiotic potential of an artifact (Bussi
& Marriotti, 2008, p. 754)

적 지식과의 문화적으로 결정화 된(crystallized) 기호적 관계성을 지니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활용하는 과제와
의 연관을 통해 비형식적인 개인적인 기호를 우발적으로 출현시킬 수 있는 이중적인 기호적 잠재성을 지니고 있는 것
으로 설명된다(Figure 7).
이와 같이 맥락-기반의 접근을 취하는 연구들에서 다이어그램은 학습자의 개인적인 차원과 수학적 실천의 사회문화적인 차원 사이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예컨대, Chen & Herbst (2013)이나 Lee et al.
(2020)과 같은 연구들에서 의도적으로 일부 요소를 생략한 불완전한 형태의 다이어그램이 주어졌을 때 학생들은 언
어, 제스처를 비롯한 다양한 기호적 자원들을 동원하여 다이어그램과 상호작용 하면서 가설적인 수학적 대상이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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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성에 대한 탐구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처럼 교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직접 주어지거나 교재에 포함된 교수학적인
인공물로서의 다이어그램은 학생들의 개인적인 기호 생산을 촉진시켜 수학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촉매
로서 역할한다(Bussi & Marriotti, 2008). 한편 이러한 인공물을 도입한 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이 우발적으로 생산하
는 비형식적인 기호로서의 다이어그램은 교사 또는 또래에 의한 적절한 식별과 활용을 통해 점진적으로 수학적인 의
미가 결정되어 가는 개인적, 집단적 기호로서 학습에 기여한다. Bussi & Marriotti (2008)는 학생들의 비형식적인 표
현이 실천적인 활동 자체를 자연스럽게 참조하는 동시에 부분적으로 수학적인 담론에서의 의미까지 지시하는 이중
적인 의미를 지니게 될 때, 이를 ‘축 기호(pivot sign)’라 지칭하며 학생들의 기호 사용 방식의 변화를 촉진하는 핵심
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기반 관점에서의 설명에서 교사의 역할은 다이어그램과의 상호
작용이 포함된 활동의 설계 및 실행과 관련하여 다양한 수준에서 고려된다. 일부 연구자들은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
과정에 보다 주목하여 교사의 역할을 간접적으로만 언급한 경우도 있는 반면(e.g., Lee et al., 2020; Radford, 2009),
어떤 연구자들의 경우 다이어그램의 기호적 잠재성을 활용하는 교사의 역할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분석하기도 하
였다(e.g., Chen & Herbst, 2013; Bussi & Baccaglini-Frank, 2015). 하지만 대체로 실천적인 기호 사용 방식의 변
화에서 교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지적되는데, Bussi & Mariotti (2008)는 이러한 교사의 역할을 앞
서 살펴본 다이어그램의 이중적인 기호적인 잠재성에 관해 미리 알고 있으며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문화적 중
재자” (p. 754)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3. 물질-기반 관점
수학 학습 과정에서의 다이어그램의 역할에 주목한 일부 연구들은 다이어그램을 둘러싼 기호 체계나 사회-문화적
인 맥락이 아닌, 물질적인 대상으로서의 다이어그램 자체와 그것과의 물질적인 상호작용 과정으로부터 새로운 수학
적 의미가 생산될 수 있다고 보는 물질-기반의 관점을 취한다. 예를 들어, Thom & McGarvey (2015)은 학생들이 다
양한 기하적 도형들을 그리는 활동을 기록한 영상, 녹음 및 그려진 그림들 자체와 현장 메모 등의 다층적인 데이터
를 기반으로 다이어그램이 그려지는 물질적인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이 미처 의도
하지 않은 새로운 기하적인 의미가 우발적으로 창발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Figure 8). de Freitas et al. (2019)의 경
우 두 학생이 함께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여 그래프를 그리는 활동 과정에서 그들의 미세한 신체적인 움직임이 조정되

Figure 8 Part of a diagramming sequence in which a student divided a hexagon into triangles (Thom & McGarvey,
2015, p. 477)5)

5) 이 사례에서 학생은 이전 과제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각형을 가로지르는 대각선을 긋다가 그것의 연장선이 의도하지 않았던 다른 삼각형들까지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Figure 8 (g)에서)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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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가는 과정을 초 단위의 시간 경과에 따라 상세히 분석하였다(Figure 9).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완성된 다이
어그램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려지고 수정되는 다이어그래밍 과정의 순간순간의 신체적인 움직임과 물질적인 변화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러한 물질적인 과정으로부터 학습자들이 기존에 의식하거나 인지하지 못했던 새로
운 수학적 의미가 표면적으로 현실화되는 장면에 주목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을 취하는 연구들이 직·간접적으로 기반을 두고 있는 인식론적인 배경은 이미 결정된 의미를 표상
하거나 다른 무언가를 연상시키는 것으로서의 통상적인 기호 개념을 확장하여, 기존에 주어진 규칙, 체계, 또는 담
론적 맥락으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의미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에서의 비표상적인(non-representational) 기
호 개념을 제안한 Deleuze (1994; 2000)의 철학이다. Deleuze가 말하는 기호란 어떤 체계나 맥락에 따라 결정된 의
미로서 현실화되기 이전의 유동적이고 강도적인 힘으로서의 잠재성을 지니고 있어, 그것과 마주쳤을 때 명확하게 포
착되거나 의식되지 않지만 기존과는 다른 차별적인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물질적인 대상을 가리킨다(Gim & Bae,
2011; Moon & Lee, 2020; Noh & Lee, 2016). 수학철학자 Châtelet (2000)는 Deleuzean 철학의 기반 하에서 수
학사의 사례들 속에서의 다이어그램의 물질적인 차원 및 신체적인 제스처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재해석해냈으며, de
Freitas & Sinclair (2014)는 이러한 관점을 수학 교수-학습 현상에 적용하여 포괄적 유물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수
학교육 이론을 제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Thom & McGarvey (2015)나 de Freitas et al. (2019) 등의 연구들 역시
Châtelet (2000)의 이론이나 포괄적 유물론을 중요한 이론적 배경으로 참조하고 있으며, 점차 관련 연구들이 증가하
고 있는 추세이다(Ferrara & Ferrari, 2017; Moon & Lee, 2020; Noh et al., 2021; Sinclair et al., 2013; Sinclair
et al., 2020).
이와 같은 관점에서의 연구들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수학적 의미에 대해 알아차리게 되는 인식론적인 사건이 기존
의 안정적이던 물질-감각적인 습관의 순간적이고 우발적인 변화로부터 촉발한다고 설명한다. 수학 학습 과정은 어떤

Figure 9 P
 art of the analysis of gestures and movements of two students drawing graphs using technological tools (de
Freitas et al., 2019, p. 313; p.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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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든 습관의 변화를 수반하게 되는데, 습관은 우리의 의식을 초월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학습 주
체가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비인지적인 차원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Otte, 2006). 이러한 측면은 구조-기
반 또는 맥락-기반의 관점을 취하는 접근들에서 충분히 설명되기 어려운데, Radford (2010)는 창의적인 깨달음의 순
간의 불가해한 측면에 대하여 “시적인 사건” 또는 “심미적 경험”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언급한 바 있다(p. 6). 이에 대
하여 포괄적 유물론과 같이 Deleuzean 철학에 기반을 둔 연구들에서는 수학 학습 과정의 물질적인 차원에 주목하여
다이어그램 및 학습자의 신체를 포함하는 여러 물질들이 이루는 공간적인 배열의 변화로부터 물질적인 기호들 내에
잠재되어 있던 비결정적인 의미가 현실화된다는 설명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종이나 칠판 또는 스크린 위의 다이어
그램을 특정한 방향으로 응시하는 등의 작은 움직임에서부터 그것과의 물리적인 거리를 조정하거나 직접적인 변형
을 가하는 등의 직·간접적인 다이어그래밍 과정 모두가 수학 학습을 촉발시킬 수 있는 물질적인 배열의 변화에 해당
할 수 있다(Menz, 2015; Noh et al., 2021). 이러한 다이어그래밍 과정에서 물질적인 요소들 사이의 관계는 기존에
이루고 있던 안정되고 자연스러운 관계성으로부터 벗어나 서로를 변화시키며 새로운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Sinclair et al., 2020). Thom & McGarvey (2015)의 연구에서 학생이 우발적으로 연장선을 그리
며 의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분할 전략을 알아차리게 됐던 사건이나, de Freitas et al. (2019)의 연구에서 학생들이 서
로의 신체적인 움직임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명시적으로 언급했던 계획과 다르게 움직임을 조정했던 사례 등이 이러
한 설명을 뒷받침한다.
물질-기반 관점에서의 연구들은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다이어그램과의 상호작용 과정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수정
되거나 그려지고 있는 다이어그램의 물질적인 변화 및 신체적인 움직임 자체가 다시 학생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
고 새로운 수학적 발견을 이끈다고 설명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와 같은 방식의 설명은 다이어그램의 역할을 학
습자나 교사 등의 인간 주체에 종속된 수동적인 대상이나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중재하는 매개물로서의 역할을 넘
어서서, 사고와 학습 자체를 촉발시키는 행위성(agency)을 지닌 행위 주체 중 하나로서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Latour, 2005). 이에 따라 이러한 연구들에서의 분석은 주로 미시적인 수준에서 학습자와 다이어그램 사이의 직접
적인 상호작용 과정에서 포착되는 우발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며, 교사의 역할은 특정한 교수학적 설계를 통해 물질
적인 환경을 조성하거나 활동 중간에 물질적인 배열의 변화를 유도하는 등의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개입의 수준에서
고려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Thom & McGarvey (2015)의 경우 교사나 연구자의 개입이 최대한 배제된 상태
에서의 학생들의 다이어그래밍 과정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de Freitas et al. (2019)의 경우 교사가 참여한 초기 활동
과 비교하여 이후에 두 학생만 참여한 활동에서의 신체적인 움직임의 변화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분석을 제시하였다.

4. 요약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수학 학습에 기여하는 기호로서의 다이어그램에 관한 세 가지 관점 사이의 구분을 Table
1과 같은 틀로 정리해볼 수 있다.
먼저 구조-기반 관점을 취하는 연구들은 기호에 대한 구조-기능적 접근의 기반 하에서, 다이어그램이 모종의 체계
를 이루는 관습적인 조작 규칙이 적용 가능한 구조적인 관계성을 통해 수학적인 의미를 표상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의 연구들은 체계적인 조작 가능성과 관련하여 완성된 다이어그램에 포함된 구조상의 표현 요소들을 주
요한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수학 학습은 다이어그램이 속한 기호 체계 및 조작 규칙에 대한 이해가 발달해나가
는 인지적인 과정으로서 고려된다. 이에 따라 다이어그램의 역할은 구조적인 관계와 특정한 조작 규칙 등에 의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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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 framework that distinguishes the three perspectives on diagrams as signs that contribute to the process of
learning mathematics
구조-기반 관점
다이어그램-수학 사이의 체계적으로 조작 가능한 구조적 요소들
관계성
사이의 관계
인식론적 배경
구조-기능적 접근(e.g., Duval,1995;
2006)
분석의 초점
완성된 다이어그램의 공간적 구조상의
표현 요소
수학 학습에 대한 개념화 기호 체계 및 조작 규칙에 관한 이해가
발달하는 인지적인 과정
다이어그램의 역할
특정한 조작에 의존하는 참조적인 수단
다이어그램과 관련된
다이어그램의 구조적인 관계성 및 조작
교사의 역할
규칙의 이해와 관련된 적극적 개입

맥락-기반 관점

물질-기반 관점

포함된 활동 맥락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 물질성 자체에 새로운 수학적 의미 생산
화
의 잠재성이 내재
사회-문화적 접근(e.g., Bussi &
비표상적 기호론(Deleuzean 철학)
Marriotti, 2008; Radford, 2010)
다이어그램의 실천적인 사용 방식
새로운 다이어그램이 생성되는 물질적
사건
실천적 측면에서 기호 사용의 점진적
비의도적 또는 우발적인 습관의 변화가
변화가 관찰되는 사회적인 과정
창발하는 물질-감각적인 과정
상호작용의 매개체
학습을 촉발시키는 행위주체
다이어그램의 기호적 잠재성을 활성화시 물질적인 학습 환경의 조성 및 물질적인
키는 문화적 중재자
배열의 변화 유도

수학적 대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참조적인 수단으로서 고려되며, 이러한 역할이 적절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교사에 의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다음으로 맥락-기반 관점의 연구들은 다이어그램과 수학 사이의 관계성을 그것이 동원되는 수학적 활동의 실천적
인 맥락에 의존하여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연구들은 기호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접근을 주요한 배경으로 하
여 교수학적인 인공물로서의 다이어그램이나 학생들의 비형식적인 표현 내에 포함된 다이어그램 등이 실제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에 주목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수학 학습은 실천적인 맥락 내에서 다이어그램을 비롯한 기호 사용
방식이 점진적으로 변화해나가는 사회적인 과정으로 고려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이어그램은 학습자와 수학-문화
사이의 매개물로서 역할하며 이러한 역할은 교사와 학습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활성화 된다.
마지막으로 물질-기반 관점의 연구들은 다이어그램의 물질성 자체에 새로운 수학적 의미 생산의 잠재성이 내재되
어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관점은 Deleuze의 비표상적 기호론의 영향 하에 있으며 연구의 초점은 다이어그램
이 그려지고 수정되는 물질적인 사건 자체에 맞춰진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수학 학습은 다이어그램 및 학습자의 신
체를 비롯한 물질들의 배열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잠재되어 있던 비결정적인 의미가 현실화되는 사건으로 설명되며,
이는 물질-감각적인 습관의 우발적인 변화로서 포착된다. 이러한 접근 하에서 다이어그램은 수동적인 대상이나 매개
물로서의 역할을 넘어 수학적 사고와 학습 자체를 촉발시키는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고려된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기호로서의 다이어그램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을 구조-기반 관
점, 맥락-기반 관점, 그리고 물질-기반 관점 등의 세 가지로 구분하는 틀을 제시하였다(Table 1). 이러한 세 관점 사
이의 구분은 수학 학습 과정에서 역할하는 기호로서의 다이어그램을 어떤 기호 체계를 이루는 조작 규칙이 적용 가능
한 구조적인 대상으로 보는지(구조-기반), 그것이 포함된 수학적 활동의 맥락에 따라 다른 유형의 기호로서 작동하는
것으로 보는지(맥락-기반), 또는 이미 결정된 다른 무언가를 표상하는 것이 아닌 그것의 물질성 자체에 새로운 의미
를 생성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는지(물질-기반)에 따라 구분된다. 이와 같은 구분을 바탕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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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의 연구들의 기저에 있는 인식론적인 배경과 다이어그램과 수학 학습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설명하는 방식에 있
어서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 제시한 틀은 다이어그램의 역할과 관련하여 수학 학습이라는 현상이 지닌 복잡성과 다면성을 드러내며,
이에 관하여 연구자들이 어떠한 이론적 렌즈를 통해 현상의 어떠한 측면에 주목하여 접근해왔는지에 관하여 조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즉, 다이어그램과 수학 사이의 관계성을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는지에 따라 수학 학습 과정에서의
다이어그램의 기여에 관한 연구자들의 초점은 기호 체계에 대한 인지적인 이해의 차원(구조-기반), 수학적 활동 내에
서의 실천적인 기호 사용 방식의 차원(맥락-기반), 또는 학습자의 신체 및 다이어그램의 물질적인 움직임의 차원(물
질-기반)에 맞춰진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선행연구들이 고려하고 있는 요인들을 하나의 포괄적인 구조 내에 위
치시킴으로써 수학 학습 과정에서의 학습자-다이어그램 사이의 다차원적인 상호 관계성을 드러내는 Figure 10과 같
은 모델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모델은 기존의 연구들이 다이어그램과 학습자 사이의 관계성을 다루어 온 방식에 관하여 메타적으로 살
펴볼 수 있는 렌즈를 제공한다. 관련 연구들은 모델에 제시된 세 차원의 관계성 중 어느 한 차원만을 고려해온 것은
아니지만 이들 사이에 서로 다른 정도의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비대칭적으로 고려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
어, 앞서 구조-기반 관점 하에서 논의했던 Duval (1995)의 경우 다이어그램의 구조를 물질적으로 변형하는 서로 다
른 전략의 유형을 구분하는 등 물질적인 움직임의 차원의 요인에도 주목한 바 있지만, 이러한 전략들은 “조작적 이해

Figure 10 A
 multidimensional model of learner-diagram interrelationship in mathematics learning6)

6) 이 모델은 수학 학습 과정에서 학생과 다이어그램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호작용 부분에 특정적으로 초점을 맞춰 모델화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수학 교수-학습 현상에 포함된 모든 요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모델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Rezat & Sträßer (2012)가 일반적인
교수학적인 상황에 대한 모델로서 제안한 교사, 학생, 수학, 인공물 등의 네 요소를 꼭짓점으로 포함하는 사면체 모델과 관련지어 고려해본다면, 본
연구의 모델은 학생과 인공물(다이어그램) 사이의 상호작용과 이를 촉진시키는 교사의 역할까지 일부 포함하는 사면체의 한 면(학생, 인공물, 교사가
꼭짓점에 놓인 삼각형)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학생과 인공물을 잇는 모서리 부분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
론 세 요소 모두 사면체의 나머지 한 꼭짓점에 해당하는 ‘수학’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이러한 관련성은 모델 내의 각 요소와 관련된 요인들
의 서술에 명시적, 암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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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ve apprehension)” (p. 147)라고 하는 특정한 이해 방식과 결합했을 때에만 적절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것으
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이는 인지적인 이해의 차원의 요인을 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고려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반면
에, Duval의 이론을 바탕으로 다이어그램과의 상호작용의 유형을 구분하여 제시한 Herbst (2004)의 경우, 조작적 이
해의 개념을 재해석하여 학생들의 새로운 추측 생성을 지원하는 “생성적인 방식의 상호작용” (p. 134)의 개념을 제안
하였는데, 이러한 상호작용에서는 참조하는 수학적 대상과 다이어그램 사이의 초기 연관성이 분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Figure 11). 그의 설명은 일정 부분 구조-기반 관점 하에서 기호 체계에 따른 참조적인 관계성을 전
제하면서도 그로부터 벗어난 물질적인 다이어그램 자체와 학습자 사이의 상호작용의 필요성에도 주목한다는 점에서
물질-기반 관점의 입장과 부분적으로 공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Noh et al., 2021).
한편, 맥락-기반 관점에서의 연구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이어그램, 제스처, 언어 등의 다양한 양식의 기호
적 자원들의 실천적인 사용 방식을 동시에 고려하는데, 이러한 지점에서도 서로 다른 차원의 요인에 대한 비대칭적
인 고려의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 de Freitas & Sinclair (2014)에 따르면 수학 교수 학습의 사회-문화적인 측면에 주
목해온 대부분의 연구들은 의미론적인 의사소통 모델에 따른 분석 방식을 채택하여 발화(speech)의 리듬, 억양과 같
은 물질성이나 그와 결합되어 동원되는 물질적인 기호들은 의미를 운반하는 종속적인 요인으로서만 고려하는 경향
이 있다. 이전 장에서 살펴본 연구들을 포함하여 많은 맥락-기반 관점의 연구들은 교사-학생 또는 학생들 사이의 논
의 과정의 일부를 발췌한 대화문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때 다이어그래밍이나 제스처와 같은 물질적인
차원에서의 움직임들은 주로 발화와 발화 사이의 ‘괄호’ 안에 위치되어 의미작용의 체제에 종속된 부수적인 요소처럼
다루어진다. 이러한 경향은 물질적인 차원에서의 움직임과 변화를 그것을 둘러싼 다른 맥락적인 차원의 요인, 특히
언어-담론적인 요소에 종속된 하위적인 요인과 같이 고려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de Freitas & Sinclair
(2014)는 ‘음, 뭐랄까...’와 같은 비의미적인 발화를 포함하여 다이어그래밍이나 제스처와 같은 물질적인 요소들의 잠
재적인 힘의 영향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수업 일화에 대해 접근하는 대안적인 방식을 제안하였다. 예컨대 아래
의 발췌문과 같이 물질적인 차원의 요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수업 장면을 기록하고 분석해볼 수 있다.
여기서 의미론적으로 해석 가능한 학생의 발화들은 괄호 안에 위치되어 물질적인 차원에서의 변화들을 연결시키는
접합 지점처럼 고려된다.

Figure 11 G
 enerative mode of interaction (O: object; D:
diagram; A: actor) (Herbst, 2004, p.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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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의 다이어그램 가장자리에 손 그림자가 나타난다. [음, 알겠다]
포인터가 오른쪽 가장자리를 따라 아래로 움직인다. [이 변에 10개가 있어]
콜린의 머리가 다이어그램 쪽으로 기울여졌고, 손과 포인터는 그대로 있다. [그리고 나는]
오른쪽 가장자리를 따라 포인터의 움직임이 빨라진다. [10개야]
콜린의 손은 가장자리를 따라 움직이다가 모서리를 넘어가는 제스처를 한다.
콜린의 손 그 자가 다이어그램을 가로질러 움직이고, 포인터는 왼쪽 모서리 아래쪽을 두드린다.
[그 다음에 이것]
(de Freitas & Sinclair, 2014, p. 115)
덧붙여 본고에서 제시한 모델은 학생과 다이어그램 사이의 다차원적인 관계성과 관련하여 교사와 같은 전문가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통찰 역시 제공한다. 즉, 교사는 수학 교수-학습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인지적인 차
원, 실천적인 차원, 그리고 물질적인 차원의 관계성과 관련하여 각각 학생들이 다이어그램의 구조적인 관계성과 조작
규칙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수학적 지식의 전달, 적절한 사회-문화적인 실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인공물을 비
롯한 기호적 자원의 활용, 그리고 미시적인 수준에서 기존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감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촉발시키는 물질적인 환경의 조성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로 다른 관점에 바탕을 둔 연구들을 병렬적으로 고려하는 메타적인 고찰은 본질적으
로 다면적인 수학 학습 현상의 복잡성에 관한 다차원적인 이해와 접근을 추구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Scheiner,
2020). 본고에서 제시한 틀이 수학 학습에서의 다이어그램의 역할에 관해 탐구하는 앞으로의 연구에 있어서 현상의
다양한 측면들 중 어떠한 지점에 대한 이해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비추는 렌즈로서 역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덜 주목해왔거나 본고에서 제한적으로만 다룬 새로운 차원이나 요인들을 밝혀냄으로써 이러한
틀을 보완하고 확장하는 작업 역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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