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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교수․학습에 대한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 중의 하나는 상호작용이다. 상

호작용은 언어가 매개된 활동으로, Ernest (1994)

는 개념 학습에서 말하기․듣기와 같은 언어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이 반드시 있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수학 수업에서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결과가 다양한 형태로 보

고되어 왔다. 상호작용을 위한 집단 구성에 따른 

연구로 동질집단 대 이질집단(Lim & Noh, 2001),

성별 구성(Lee & Yoo, 2003)이 있었으며,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강은희,

2006),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정

덕호, 유대영, 2013), 언어 상호작용 분석(Lim &

Noh, 2001)이 있었다.

우리 나라의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수학적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 수학적으로 사고

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길러 바람직한 인성

과 태도를 기른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p. 3).”

와 같이 목표가 진술되어 있어 수학적 개념을 

형성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도 의사소통, 즉 상

호작용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념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해본 결과 특정 내

용 영역에 대한 연구(Marilena & George, 2012),

개념과 개념 이미지에 관한 연구(Erhan & John,

2008), 그리고 공학이 개념 형성에 미치는 효과

에 관한 연구(Martin, 2010)가 대부분이었다. 의

사소통을 통한 수학적 개념 형성에 관한 연구

(고상숙, 강현희, 2007)가 있었지만 개인의 인지 

발달에 영향을 주는 의사소통 유형을 분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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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초등학교 5학년 수학영재 학생들의 소수와 합성수에 대한 개념형성의 과정

을 활동이론의 틀로 분석한 것으로 계산기 환경의 소집단 활동체계가 개인이 개념 형성

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자료 분석은 학생 활동지, 관찰 기록, 동영상과 

인터뷰의 녹취록을 활용하였다. Vygotsky, Tall & Vinner의 개념 형성 과정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수학적 개념 형성의 수준을 파악하였고, 활동이론에 기초한 교실 전체 집단 

활동체계와 소집단 활동체계를 분석하여 학생의 개념 형성 단계를 도식화하였다. 본 연

구 결과에 따르면 서로 다른 소집단에 속하는 구성원은 소집단 활동을 하고 난 후 한 

학생은 의사개념 단계로 발전하였지만 다른 한 학생은 복합적 사고 단계를 벗어나지 못

하여 소집단의 활동체계의 활동요소간의 상호작용이 활동 주체인 각 학생의 수학적 개

념 형성 과정에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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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담화에만 초점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학생

들의 소집단 내 상호작용이 어떻게 개인의 인지 

발달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를 조사한 연구

는 미비한 실정이다.

집단은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 

전략, 규칙, 활동에 대한 역할 및 지위 등을 스

스로 결정하는 역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Benne & Sheats, 2007). Sfard(2000)도 수학적 의

사소통은 수학적 기호와 집단의 규칙에 의해 대

화의 형태가 규정되어 일어나는 행위라 하였다.

결국 집단의 특성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며 

집단에 포함되어 있는 각 개인의 인지 발달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따라서 집단을 연구 대상으

로 개인의 수학적 개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수학 연구에 있어서 개인과 집단을 동시에 연

결시켜 개인의 인지 발달 과정을 분석할 수 있

는 틀이 바로 활동이론이다.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은 Engeström(1987)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활동체계 내에서 주체(Subject), 매개 도구

(Mediating artifacts), 목적(Object), 규칙(Rule), 공

동체(Community), 분업(Division of labor)을 분석

할 수 있다. 따라서 활동이론은 수업을 총체적으

로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지식의 획득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식의 획득에 영향을 주는 도구,

분업, 규칙, 공동체 등에 주의를 두도록 하여 폭

넓은 해석을 통해 개인의 지식 획득의 과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소수와 합성수는 자연수의 곱셈적 구성요소가 

되며 정수론, 현대대수, 암호학 등 보다 높은 수

준의 학문으로서 수학을 연구하기 위한 기본 아

이디어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

나 조경희와 권오남(2010)에 따르면 연구 대상이 

주로 초등 예비 교사의 소수 및 소인수분해와 

관련한 학습자의 이해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주

로 이루어져왔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학영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수와 합성수에 

관한 교수․학습 과정을 활동이론으로 분석하여 

소집단 활동체계가 소수와 합성수 개념을 형성

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영재학생이 소수

와 합성수의 개념을 형성해가는 과정의 준거가 

되는 개념 형성 과정과 개념 발달의 요인을 분

석하는 이론적 틀이 되는 활동이론에 대해 고찰

한다.

1. 수학적 개념의 형성 과정

수학적 개념의 형성은 수학 교육 학습에서 추

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개념의 

발달은 학습 능력의 성장에 기본이 되며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추론, 범

주화, 그리고 일반화를 할 수 있게 하여 지식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신현정, 2000). 이런 이

유로 많은 연구자들은 수학적 개념이 어떻게 형

성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개념의 발달은 그 개념과 관련하여 개인의 일상

생활에서의 경험이나 이전의 학습으로부터 얻게 

된 직관적 관념이나 지식을 기반으로 한다. 이 

때 개인이 가진 개념은 수학 사회에서 통용되는 

공적인 정의와는 다른 것이다. Tall & Vinner

(1981)는 이를 개념 정의(concept definition)와 개

념 이미지(concept image)로 나누어 개념 형성 과

정을 설명하였다. 개념 이미지는 마음속에 형성

되는 모든 시각적인 표상, 심상, 경험, 인상 등 

개념에 대해 개인이 가지는 관념의 집합으로 보

았다. 따라서 개념 이미지는 고정되어 정해진 것

이 아니라 변화하고 발전해가는 개인적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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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개념으로 간주했다. 반면 개념 정의는 수학 

개념을 정확히 설명하려는 언어적 정의로 누구

에게나 통용되는 공식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Vygotsky(1962)는 맥락화된 일상 개념과 탈맥

락화된 형식적 정의인 과학적 개념을 구분하여 

개념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Vygotsky는 개념이 성인에 의해 전달되거나 아

동의 조절과 동화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

된다는 Piaget의 관점과는 달리 개념 발달에 있

어서 사회 문화적으로 중재된 의사소통의 사회

적 과정을 전제로 하였다.

Vygotsky의 개념 형성 과정을 활용한 국내연구

에는 고상숙와 강현희(2007), 최성규(2008), 한순

미(1999)의 연구가 있었다. 이 연구들을 요약하

면 Vygotsky의 개념 형성 과정은 크게 네 단계

로 구분지울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비조직적이고 비체계화된 군

집(unorganized heaps)의 사용 단계이다. 사물들을 

몇 개의 군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이 때 군집은 

외적으로 연관이 있지만 내적으로 연관이 없다.

이 단계에서 아동은 단순한 추측이나 시도에 의

해 대상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시행착오를 거

친다. 따라서 군집으로 모아지는 대상들이 수학

적으로 공통점이 없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대상을 묶는 데 사용되는 준거가 아동의 주관에 

따라 적용하여 군집 구성에서 체계성이 부족하

다. 예컨대 주어진 수들을 분류할 때 이 단계의 

아동은 자기의 주관에 따라 내가 좋아하는 수만 

모으거나 수의 형태가 비슷해 보이는 것끼리 무

리를 짓는다. 이 경우 아동이 정하는 속성은 추

구하는 수학적 개념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두 번째 단계는 복합체적 사고(thinking complexes)

의 단계이다. 이 단계의 아동은 개인의 주관이나 

인상에 기초하지 않고 대상 사이에 실제로 존재

하는 요소의 객관적인 연결에 의해 대상들을 무

리짓는다. 그러나 이 복합체적 사고의 단계에서 

아동의 사고는 맥락을 떠난 추상적인 연결 상태

가 아니라 과제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맥락 속에 

있는 개별 요소들간의 연결에 한정된다. 복합적 

사고의 단계는 정교화 수준에 따라 <표 Ⅱ-1>과 

같이 구분된다.

복합적 

사고의 유형
정교화 수준

연합적 유형

(associative

complexes)

아동이 소수와 합성수를 분류할 

때 일의 자리에 있는 숫자 1의 

유사한 특성에 따라서 21, 121

등을 하나씩 모아 소수로 범주화

한다. 이 때 분류는 공통 속성뿐

만 아니라 유사, 대비, 공간상의 

근접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수집 유형

(collections)

아동의 실제 경험에서 관찰된 대

상들 간의 구체적 인상에 근거하

여 분류한다. 예를 들어 3, 5, 7,

11 등 분류하면서 관찰한 결과 

소수는 홀수라는 공통성에 근거

하여 21, 121을 차례로 하나씩 

소수로 분류한다.

연쇄적 

유형

(chain

complexes)

소수는 홀수라는 선택 기준에 따

라 요소들을 모으면서 하나의 연

쇄로 결합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

서 선택 기준이 합성수는 짝수라

는 것으로 바뀌면 소수를 찾다가 

다른 속성인 합성수로 전환시켜 

새로운 연쇄를 결합한다.

확산적 유형

(diffuse

complexes)

소수와 합성수는 각각 공통적인 

무엇인가 있을 것이라는 인상을 

갖게 되어 소수와 합성수로 분류

할 수 있는 속성의 특징을 찾는다.

<표 Ⅱ-1> 복합적 사고 단계의 정교화 수준

세 번째 단계는 의사개념(pseudo concepts)의 

단계이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진개념과 유사하지

만 추론에서 의사개념과 진개념의 차이가 있다.

의사개념의 경우 추론은 여전히 이것이 수행되

는 구체적 맥락 속에서 시각적 사고가 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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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의해 부분적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소수

와 합성수를 기준에 따라 분류를 한 경우 의사

개념과 진개념 단계 모두 외형상으로 매우 유사

하지만 진개념은 잘못 분류한 수에 대해서 “21

은 1과 자신으로만 나누어지는 수가 아니니까 

합성수야.” 또는 “21은 약수가 2개가 아니야.”라

는 추론을 하지만 의사개념의 경우 “학생들에게 

공책 21권을 똑같이 나누어주려면 1권씩, 3권씩,

7권씩, 21권씩 나눠줄 수 있잖아.”와 같이 맥락

에 의존한 추론을 한다.

네 번째 단계는 진개념(genuine concepts)이 나

타나는 단계이다. 진개념은 시각적 사고가 제시

하는 그 이상의 추상성을 인지하는 단계로 탈맥

락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단계의 아동들은 요소

들을 추출해내고, 추출된 요소들을 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전체와 분리시키게 된다. 예를 들

어 이 단계의 학생들은 소수, 합성수, 소인수분

해와 같은 단어들을 이 단어에 해당하는 대상과 

적절히 연결시키면서 사용할 수 있고, 뿐만 아니

라 소수가 아닌 수는 모두 합성수와 같은 진술

문도 사용할 수 있다.

2. 활동이론

수학 연구에 있어서 분석의 단위가 개인이 아

닌 개인적인 수준과 사회적인 수준에서 동시에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 요구되었으며,

그 중 하나가 활동이론이다.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은 Vygotsky와 그의 제자이자 동료인  

Leont'ev 그리고 Engeström에 의해 개발되었다.

Engeström(1987)은 Vygotsky의 기본 모형에 

Leont'ev가 언급한 규칙(Rule), 공동체(Community),

분업(Division of labor)을 추가하여 활동이론을 

[그림 Ⅱ-1]과 같이 구조화하였다.

[그림 Ⅱ-1] 활동이론의 기본 구조

Engeström의 활동이론은 개인적 수준을 넘어 

집단 속에서 주체, 목적, 매개 도구의 매개된 활

동이 발생하는 사회적 맥락인 규칙, 공동체, 분

업을 포함하여 여섯 가지 요소를 구성되어 있다.

주체(subject)란 활동의 목적지향적 행동에 참

여하는 참여자로써 개인이나 집단을 의미한다.

수학교실에서 주체는 연구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학생 또는 소집단(Flavell, 2001)이거

나, 교사나 연구자, 교육관계자(Hardman, 2007)가 

포함될 수 있다.

목적(object)이란 기호와 도구를 포함하는 상징

적 도구와 물리적 도구 등의 매개체를 사용하여 

산출물을 형성하는 활동의 대상이 되는 ‘원 자

료’나 ‘문제 공간’이다. 만약, 활동체계에서 주체

가 교사인 경우 교수법의 향상, 교사의 수학적 

관행, 학생들의 절차적 기술 향상 또는 동기 부

여가 목적이 된다(Hardman, 2007). 주체가 학생

인 경우 목적은 알고리즘 익히기, 수학적 문제해

결하기 등이 된다(Jurdak, 2006).

규칙(rules)은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구

성원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규칙 

뿐만 아니라 절차, 습관, 규범과 같은 무언의 규

칙으로 주체와 공동체 구성원 사이를 중재한다.

수학교육에서는 내재적 규칙과 외현적 규칙으로 

나뉘어지는데, 내재적 규칙은 Yackel과 Co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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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의 ‘사회수학적 규범’, 외현적 규칙의 예는 

교사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학생들이 손을 들어

올리는 동작, 큰 소리로 대답하기, 교수적 용어

와 일상 언어 사용하기 등으로 ‘사회 규범’과 유

사하다(Hardman, 2007; Jurdak, 2006).

매개 도구(mediating artifacts)는 인간 활동에 있

어 주체가 목적을 달성하도록 행동을 중재하는 

것으로 물리적 도구와 상징적 도구가 있으며, 물

리적 도구는 환경의 변화를 유도하지만 상징적 

도구는 행동의 변화를 줄 수 있다. 수학교실에서 

상징적 도구는 수학적 개념, 수학 용어, 절차, 전

략, 개념 등이며, 컴퓨터, 계산기, 수학용 소프트

웨어, 화이트보드 등은 물리적 도구가 된다

(Coupland & Crawford, 2006).

공동체(community)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주체

와 함께 활동에 참여하는 소규모 집단을 뜻한다.

공동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시간

을 공유하며, 수학교실에서 공동체는 교사와 학

생들에 의해 구성되며(Jurdak, 2006; Hardman,

2007), 규칙과 분업을 통해 개인이 하나의 공동

체로 묶여진다.

분업(division of labor)이란 목적달성을 위한 공

동체 구성원간의 수평적 역할 분담과 수직적 역

할 분담을 의미한다. 수평적 역할 분담이란 공동

체 구성원 간의 책임감과 기본적인 과제에 대한 

협상 등이며, 힘의 관계나 권위 작용으로 인한 

역할 분담은 수직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분업

의 예로는 학생 중심 교육 또는 교사 중심 교육,

정답에 대한 타당화를 위한 의사소통, 중재, 과

제에 대한 토의 등이다(Flavell, 2001; Hardman,

2007; Jurdak, 2006).

결과(outcome)는 학습자의 지식 습득 혹은 기

술향상과 같은 활동의 결과물로 주체가 지닌 목

적의 객관적이며 이상적인 변화이다.

Leont’ev(1978)는 인간 활동은 위계 구조를 가

지고 있어서 개인 행위는 집합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활동이론의 활동

체계는 비맥락화된 개인적 행위와 맥락화된 집

합적 활동으로 나누어지며, [그림 Ⅱ-2]와 같이 

개인적 행위는 활동체계의 상위 삼각형(그림 a)

에, 집합적 활동은 하위 구성요소가 포함된 삼각

형(그림 b)에 구조화되어 있다.

[그림 Ⅱ-2] 개인적 행위와 집합적 활동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활동이론은 수업

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지식의 획

득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참여하는 활동, 사용

되는 도구, 그리고 활동의 대상이나 결과에 주의

를 두도록 한다. 그러므로 교과내용이나 학생의 

활동 과정 또는 이를 지원하는 학습 환경 등 어

느 하나가 수업의 중요 요인이 아니다. 오히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체계적 단위로 총

체적 관점에서 수업을 파악하려는 의도가 더 크

다. 따라서 분석 도구로써 활동이론의 적용은 수

학교실 내의 상호작용, 협력 관계, 환경 내에 존

재하는 규칙과 조건 등의 폭넓은 해석을 통해 

개인의 활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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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대상

계산기 환경에서 소수와 합성수의 수학적 개

념 형성 과정을 활동이론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포항시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5학년 수학 영

재 학급 학생(남 13명, 여 7명)을 대상으로 하였

다. 이 영재 학급 대부분의 학생들의 거주 형태

는 아파트이고 대학에 인근하여 학부모의 교육

열이 높은 편이었다. 이 영재 학급의 학생들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영재 선발 단계를 거쳐 선발

된 학생들로 최소 2단원부터 1년 정도의 선행 

학습이 되어 있었으며, 소수와 합성수의 개념 형

성을 탐구를 위한 수업하기 전 합성수의 개념을 

알고 있는 학생은 3명이었다. 특히 분석의 대상

이 되는 보성이와 수연이는 영재 선발 검사 결

과 중하위에 속하는 학생들이었으나 성격이 외

향적이고 말수가 많은 편이었다. 본격적인 연구

가 시작되기 전 계산기의 키 익히기와 관련된 

세 차례의 수업을 별도로 두어 계산기 활용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영재 수업을 담당한 교사 K는 초등 10년차 경

력의 여교사로 올해 처음 영재 수업을 진행하였

으나 대학원 과정과 영재 연수를 통해 영재 교

육에 대한 관심이 크다. 그러나 영재반을 처음 

담당하여 학생을 잘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 K교

사와는 계산기 조작법, 계산기를 활용한 프로그

램 운영을 위한 수업 설계를 위하여 매주 1회씩 

개인적 모임을 가졌다.

2. 연구 절차

TI-73 계산기를 활용한 수학 영재교육을 위하

여 이와 관련된 국내 외 문헌 연구를 토대로 수

학교육 전문가와 협의 하에 개념 형성에 대한 

과제를 개발하였으며 그 중 하나가 소수와 합성

수의 개념이다. 활동 프로그램은 Texas Instruments

회사에서 개발한 활동지(Discovering Mathematics

with the TI-73: Activities for Grades 7 and 8)를 

바탕으로 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과제는 2014년 

3월부터 4월 말까지 K교사에 의해 80분짜리의 

수업이 진행되었다. 소수와 합성수에 대한 수업

은 두 번째 시간에 행해진 것으로 수업 과제는 

다양한 자연수에 대해 약수를 찾아 가는 과정

(소인수분해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을 계산기의 

기능을 활용하여 화면에 명령기호와 나타나는 

약수를 바탕으로 분류를 통해 소수와 합성수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는가를 보는 것이었다. 소

수와 합성수에 관한 수업 설계는 <부록 1>에 실

었다. 본 연구를 위해서 학생에게 각각 한 대씩 

계산기를 제공하였으며,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

나는지를 보기 위해 4인 1조의 5개의 소집단을 

구성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3.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 

초등학교 5학년 영재 학생들의 TI-73 계산기를 

활용한 소수와 합성수에 대한 개념 형성 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업의 전 과정을 1대의 비디

오카메라(1번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하여 녹화하

였고 소집단의 수업 활동에서 나타나는 상호작

용 과정을 1대의 비디오카메라(2번 비디오카메

라)로 녹화하였다. 이렇게 얻는 동영상과 녹음에 

대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였고 연구자는 수업을 

참관하며 수업에서 학생들의 특별한 행동과 상

황을 관찰자 주해(O.C.)를 남겼다. 계산기를 이용

한 탐구과정과 활동지 기록 등을 관찰하면서 정

확히 파악할 수 없는 내용과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개별 면담을 실

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첫

째, 2번 비디오카메라를 두었던 소집단 내 학생

들의 소수와 합성수의 개념 형성 과정을 이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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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에서 고찰한 개념 형성 단계를 준거로 분석

하였다. 둘째, 학생들의 수학적 개념 발달 과정

에 영향을 주는 교실 내의 사회적 맥락은 무엇

인지 해석하기 위해 이론적 배경에서 고찰한 

Engeström의 활동체계에 초점을 두고 서술 코드

를 생성하였고 코드들의 결합과 분해를 반복함

으로써 구성요소별로 범주화하였다. 수업의 전 

과정을 촬영한 1번 비디오카메라의 녹취록으로 

계산기 환경에서 교실 전체의 교수․학습 활동

체계를 분석하였고, 소집단의 활동에 초점을 둔 

2번 비디오카메라의 녹취록은 소집단별 교수․

학습 활동체계를 분석하는데 활용되었다.

Ⅳ. 연구 결과

수업은 소수와 합성수 형성을 목적으로 진행

하면서 활동체계는 교사와 영재반 전 학생으로 

구성된 공동체를 가지는 활동체계에서 5개의 각 

소집단을 공동체에 하는 5개의 소집단 활동체계

로 전환되었다. 이 연구에서 시작 단계와 마무리 

단계에서 교사는 개념을 생성하기 위하여 유명 

운동선수의 등번호를 활용하여 수의 분류 유형

을 토대로 소수와 합성수의 개념을 가르치기 위

해 동기를 유발하고자 하였다. 5개의 소집단으로 

나눈 다음 TI-73 계산기의 기능 중 기약분수를 

활용하여 약수를 찾는 방법을 적용하여 1에서 

100까지의 수에 대해 각 수의 약수를 단계적으

로 찾으며, 이 수들을 약수의 관점에서 두 개의 

군으로 분류해보게 했다. 이 두 군의 수를 개념

적으로 명시화하여 학생들이 소수와 합성수란 

이름을 붙이도록 하였다. 마무리 단계에서 엄밀

한 소수와 합성수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인터뷰

에 의하면 이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소수와 소

인수 분해, 합성수에 대한 개념을 다루어 본 학

생은 20명 중 3명이었다. 동영상과 녹음에 대한 

녹취록을 분석하여 활동체계의 구성요소를 대표

코드로 하고 교사 중심의 전체 교수·학습에서 

일어난 전체 에피소드를 토대로 분석한 서술 코

드의 목록과 활동체계는 [그림 Ⅳ-1]과 같았다.

[그림 Ⅳ-1] 전체 교수-학습의 활동체계

이 연구에서는 보성과 수연이 속한 두 소집단

의 활동체계에 따른 개념형성의 수준을 파악하

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편의상 보성이 속하는 소

집단을 소집단 A, 수연이 속한 소집단을 소집단 

B라 하였다.

1. 소집단 A의 활동체계와 보성의 개념 

형성 수준

보성이가 속한 공동체인 소집단 A의 사회적 

맥락이 개념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

하기 위해서 소집단 A의 대화와 행위를 토대로 

활동체계를 분석하였다. 다음은 계산기 조작법을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후 더 작은 수의 곱으로 

만들고 소수의 개념을 얻어가기 위해 수를 분류

하는 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활동요소를 볼 수 

있는 에피소드의 일부이다.

다음 <에피소드 1>은 주어진 자연수에 대해 

더 작은 수의 곱으로 나타내어 가는 활동의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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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록에서 발췌한 것이다.

<에피소드 1> 더 작은 수의 곱으로 나타내기 위한  

활동 

1 보성 : 나도 이건데  2×2×3×3

2 정탁 : Enter를 치고...Simp하고 Enter

3 재서 : Error 잖아.

4 보성 : 줘봐. 내가 해줄게.

5 정탁 : 나왔다.

6 보성 : 다시 주세요.(재서의 계산기를 달라고

한다.)

7 재훈 : 뭐임?

8 정탁 : 나왔다!

9 정탁 : 나 2, 2, 3, 3 나왔는데?

10 재서 : 나도 2, 2, 3, 3인데?

11 보성 : 그게 정답이야.

12 정탁 : 2 곱하기 2 곱하기 ...

13 재훈 : 이건 뭔데? 나 37이랑 1 밖에 없다.

14 재서 : 야 우리 앞에서 했는거 봐봐.

15 재훈 : 맞지?

16 재서 : (장난치는 정탁이를 보며) 하지마!

17 보성 : 오케이 37, 이것 봐. 37로 나왔다.

18 보성 : 37 곱하기 1하면 되잖아.

다음의 <에피소드 2>는 계산기 화면으로부터 

구성한 작은 수로 곱을 적은 활동지를 보고 자

연수를 두 부류로 나누기 위한 기준을 만들고자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에피소드 2> 활동지에 나타난 수를 두 부류로 

나누는 활동 

1 재훈 : 나눌 수 있는 두 수가 자기와 1 밖에 

없는 수하고, 아닌 수로 하자.

2 재서 : 그러자.

3 보성 : 그러면 1과 자신 밖에 없는거네.

4 재서 : 이건 소수고, 이건 소수가 아닌 거거든.

그러면 이건 소인수분해되고...

5 보성 : (손으로 둘로 나눈다는 행동을 취하면

서) 그러면 1과 자신 밖에 없는 거랑 아

닌거랑 딱 둘로 나누면...

6 재훈 : 37이랑 53이랑 131 같은 거

7 보성 : 그렇게 하자. 플레이

8 정탁 : 뭐라고 적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9 보성 : (웃으면서) 뭘 뭐라고 적어야 되는지 몰라.

10 재서 : 나도 뭐라고 적어야 되지?

11 정탁 : (재훈이가 쓰는 것을 보면서) 아~ 약수

가 1과 자신뿐인 수와 약수가 1과 자

신뿐인 수가 아닌 수로 하자.

선생님은 순회하면서 어느 정도 두 부류를 나

누는 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제공한 

소수와 합성수에 대한 정의와 참고 활동지를 읽

어 보도록 하였다. 소수와 합성수의 개념에 대한 

자료를 읽으면서 일어나는 대화와 행동이 <에피

소드 3>이다.

<에피소드 3> 소수와 합성수에 대한 자료 읽기

1 재서 : 아, 여기에 소수라고 적어도 됐었네. 그

럼 그렇지 않은 수는 합성수라고 쓰면 

되네.

2 보성 : 아직 안 배웠으니까 (자기들이 처음 의

논하여 적은대로) 이렇게 적어야지. (작

은 소리로 활동지를 읽으며) 합성수는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인....

3 보성 : 우리 이런 계산 말고 더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짝수 홀수로

4 재서 : 그런데 짝수와 홀수로 이걸 나눈다면 

왜 이걸 배우겠어? 짝수와 홀수로 이거 

나눈다면 이거 안 배우지.

5 정탁 : 자... 읽읍시다. 가위바위보해서 지는 사

람이 다 읽어주기

6 재서 : 야~ 스스로 해. 약수가 3개 이상인 거는 

합성수네. 아하~ 1은 소수도 아니고 합

성수도 아니래.

위에 제시된 3개의 에피소드로부터 소집단 A

의 활동체계의 윤곽이 드러난다. 소집단 A(공동

체)는 소수와 합성수라는 개념을 터득(목적)하여 

가는 과정에서 소집단의 구성원 중 임의로 역할

을 분담하지는 않았지만 주체인 학생들은 소집

단 내에서 공동체를 위해 역할 분담(분업)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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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고 있었다. 보성이는 이 소집단 내에서 계산

기 사용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의 계산기

를 가져와서 설정을 다시 해주었고(에피소드 

1-4, 1-6), 소집단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에 참여하

려는 시도를 했다(에피소드 1-1, 1-11, 3-2). 그러

나 영재 수업이 시작되고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이 소집단 내의 리더 역할을 하는 학생이 명확

하게 구분되지는 않았지만, 재서가 이야기를 먼

저 시작하거나 답을 확인하는 역할 및 행위의 

지시를 하고 있어 점차 이 소집단 내에서 리더

로서 자리를 잡아 나갈 것으로 보여졌다(에피소

드 1-3, 1-14, 1-16, 3-1, 3-6). 또 이 공동체는 잠

재적 리더가 공동체 내의 각 학생들이 모두 활

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위를 제재하거나 독려

를 하였고(규칙),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혼자

서 하기라는 소집단 내 규칙을 설정하였다(에피

소드 1-16, 3-5, 3-6). 이제 활동지에서 나타난 수

를 두 부류로 나누기 위한 기준을 만드는 과정

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준을 서로 이야기하

면서 결과를 얻기 위해 합의하여 결과를 얻어가

는 과정(규칙)을 나타나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구성주의적 측면과 상호작용이 두드러지게 나타

난다(에피소드 2-1, 2-2, 2-5, 2-6, 2-7). 또 다른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다른 친구가 활동지에 

내용을 적는 것을 보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도움을 얻었다(에피소드 1-11). 교사는 소집단

활동 동안 순환하며 보조자로써 중재자 역할을 

하였고, 계산기의 초기 설정을 맞추어 주는 등 

계산기의 기능적 조작의 문제점과 학생들의 가

지게 되는 의문점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활동의 주체인 구성원들은 소수와 합성수에 

대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준을 이야기하고 서

로 수정하고 합의해나가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

었다. 지금까지 논의된 바를 소집단 A의 활동체

계의 요소별 분류와 소집단 A에서 일어난 전체 

에피소드의 분석을 토대로 요소별 서술코드화한 

목록의 활동체계는 [그림 Ⅳ-2]와 같이 도식화된다.

[그림 Ⅳ-2] 소집단 A의 활동체계

소집단 A에서 보성이는 적극적으로 활동하였

다. 소집단 A의 이 활동체계에서 추구하는 목표

인 계산기 환경에서 소수와 합성수의 개념 형성

의 관점에서 보성이가 개념 형성의 수준은 진개

념으로 정착하지는 못했으나 근접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보성은 소수를 1과 자기 자신으로

만 나누어지는 수라고 알고 있지만(에피소드 

4-10), 계산기가 제공하는 시각적 이미지에 의해 

소수와 기약분수 사이를 혼동하게 되었다(에피

소드 4-2, 4-6, 4-8). 계산기 화면은 [그림 Ⅳ-3]와 

같이 24를 소인수분해하는 과정을 


를 입력한 

후 약분하는 Simp키를 누르면 합성수인 경우에

는 fac=2 ↓


, fac=2 ↓


, fac=2 ↓


, fac=3

↓

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를 제공해주었다.

[그림 Ⅳ-3] 계산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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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단 내의 다른 친구들은 보성이가 가진 계

산기의 시각적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잇도록 도

와주려 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소수를 기약분

수와 구분하고 비교하면서 소수와 합성수 개념

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에피소드 

4-1, 4-9, 4-11, 4-12, 4-13). 보성이는 계산기가 제

시한 시각적 사고에 의해 소수와 합성수 개념이 

결정되어 소수는 기약분수와 같은 것이라는 관

념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4-10).

<에피소드 4> 보성이의 소수와 합성수에 대한 개념  

수준

1 재훈 : 37하니까 1분의 1로 나누어지잖아.

2 보성 : 그러니까 기약분수지. 기약분수는 1로 

밖에 안 나눠지니까... 그러니까 기약분

수지.

3 재훈 : 기약분수가 뭔데

4 보성 : 이거 봐. 그러니까 1로 밖에 안 나눠지

는거.

5 재서 : 뭐가 뭐가

6 보성 : 37분의 37. 기약분수라고. 1로 밖에 안 

나눠지잖아.

7 재서 : 37은 1밖에 안 나눠지잖아.

8 보성 : 그러니까 기약분수지. 나눈다면 기약분

수가 없지.

9 재서 : 여기는 수잖아. 수. 분수가 아니라... 여

기는 기약분수 없어. fac로 하면 되잖아.

요고를 가지고...

10 보성 : 약수가 1과 자신뿐 인거잖아. 그런데 

왜 기약분수가 아니야?

11 재서 : 여긴 그냥 수잖아. 수.

12 정탁 : 분수가 아니고, 그냥 수잖아.

13 재서 : (활동지의 수를 가르키며) 여긴 그냥 

수잖아. 수.

보성이가 소집단 A에서 주어진 수를 계산기를 

이용하여 조작한 후 분류 할동을 하는 동안 소

수와 합성수는 공통적인 속성이 되는 분류기준

이 있을 것이라는 인상을 가졌고, 소수와 합성수

의 개념을 분명히 말하고는 있으나(에피소드 

4-10), 짝수는 합성수, 홀수는 소수라는 개념적 

이미지(에피소드 3-3)를 여전히 가지고 있어 의

사개념 단계에 머물렀다고 보여진다.

2. 소집단 B의 활동체계와 수연의 개념 

형성 수준

수연이가 속한 공동체인 소집단 B의 사회적 

맥락이 개념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

하기 위해서 소집단 B의 대화와 행위를 토대로 

활동체계를 분석하였다. 다음 <에피소드 5>는 

주어진 자연수에 대해 더 작은 수의 곱으로 나

타내어 가는 활동의 녹취록에서 발췌한 것이다.

<에피소드 5> 더 작은 곱으로 나타내기 활동

1 수연 : 이거 어떻게 해?

2 현비 : (답을 가르쳐주며) 계산기에 여기 3, 3,

1이라고 나오잖아. 3, 3, 1이라고 적어.

3 수연 : (계산기를 이용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몰

라 도움을 구하며) 어떻게 해?

4 승아 : 이렇게 눌러서, 나오는 거 있지. 여기 

봐봐. 알겠어?

5 수연 : 응. (몇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은 자신이 

계산기에서 나온 답을 활동지에 적은 후 

계속 승아가 적은 답과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다.)

6 현비 : 이번에 37은 1, 37. 맞지? 맞지?

7 정우 : (자기 활동지를 하면서) 맞아.

8 수연 : (친구들을 바라보며) 48은 2, 2, 2, 2, 3

맞아?

9 승아 : 응?

10 수연 : 48은 2, 2, 2, 2, 3 맞냐고. (친구들이 

답이 없자) 맞겠지.

11 현비 : 다 했다.

12 정우 : (현비 말을 들은 후) 빠른 것 같아.

13 승아 : 난 이제 세 개 남았는데...

14 정우 : 난 이제 999. 됐다. 여기까지 왔다. 다 

했다.

15 현비 : (정우가 이야기를 자꾸 걸자) 야~ 너 

이거 해. 너 이거는 왜 안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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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승아 : simp 엔터하면 뭐가 돼?

17 현비 : 나누어지는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로 

나누었다. (설명하고 다시 가려버린다.)

18 수연 : fac... 여기에 뭐 적어야? 뭘로 두 개가 

나뉘어져?

19 현비 : fac를 눌렀을 때 작은 수로 나뉘는 수

하고, 나뉘지 않는 수야.

20 수연 : (이야기를 듣고 다음과 같이 활동지에 

기록했다) fac를 눌렀을 때 작은 수로 

나뉘는 수, fac를 눌렀을 때 큰 수로 

나뉘는 수. 맞지?

소집단 B의 경우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아 녹취록이 양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 소집단 내에서는 현비는 다른 구성원들이 질

문에 답을 주고 행위를 간섭하는 등 실제 리더

처럼 보이지만(에피소드 5-2, 5-11, 5-15, 5-17,

5-19), 소집단 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지식의 공유하고자 솔선하여 

도움을 주지 못하여 자신의 자기 과제를 해결하

는 역할만 수행할 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일어나

지 않았다(에피소드 5-17). 즉, 소집단 B는 잠재

적 리더는 있었으나 리더 역할의 부재 상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소집단 내 역할 분담이나 규

칙이 형성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상호작용이 

활성화되지 못했고 구성원 간에 답을 묻고 그 

자신이 낸 답을 말해주거나 답을 확인해주는 역

할만 서로 수행할 뿐이었다. 승아가 계산기 사용

에 대해 수연이에게 도움을 주자(에피소드 5-3,

5-4), 수연이는 탐구를 위한 시도를 하지만 자신

의 답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승아가 쓴 교재

의 답을 보면서 확인하였다(에피소드 5-5). 이러

한 활동체계 속에서 수연이는 여전히 친구의 이

야기를 듣고 그대로 옮겨 적는 수준에 그쳐 여

전히 소수와 합성수에 대한 개념 발달이 체계적

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체 에피소드를 보

더라도 <에프소드 5>상에 알 수 있듯이 뚜렷한 

공동체, 분업, 규칙이 나타나지 않아 이들 간의 

매개적 요소가 작용하고 있지 않았다. 소집단 B

의 활동체계로 나타내면 [그림 Ⅳ-4]와 같다.

[그림 Ⅳ-4] 소집단 B의 활동체계

소집단 B에서 수연이의 소수와 합성수에 관한 

개념 수준은 복합적 사고 단계의 확산적 유형이

상으로 발전되지 않았다. 수업 초기 수연이는 계

산기를 이용하여 주어진 수를 분수로 나타내어 

Simp키로 약분할 때 나타난 ‘Fac=숫자’를 이용하

여 분류 기준을 추론해보는 과정에서 분류 기준

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 계산기에 나타난 숫자

와 기호의 관련성을 따져보지 않고 화면에 나타

난 숫자 즉 인수, 그 자체만 초점을 두어 소수는 

큰 수로 나누어지고, 합성수는 작은 수로 나누어

지는 수라는 분류 기준을 만들었을 뿐(에피소드 

6), 더 이상의 의사소통이 일어나지 않았고 소수

와 합성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한 협의의 

과정이 없었다.

<에피소드 6> 수연이의 소수와 합성수에 대한 개념  

수준

수연 : (이야기를 듣고 다음과 같이 활동지에 기

록했다) (합성수는) fac를 눌렀을 때 작은 

수로 나뉘는 수, (소수는) fac를 눌렀을 때 

큰 수로 나뉘는 수. 맞지?

수업이 끝난 후 인터뷰 과정에서도 합성수와 

소수의 분류 기준을 개인의 주관이나 인상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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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하지 않고 수들 사이의 나타난 객관적인 속성

으로 이용하여 기준을 세우려고 시도는 하지만 

여전히 합성수는 소수가 여러 개인 수와 같이

(에피소드 7-1, 7-3), 기호와 숫자들의 관련성을 

파악하려는 노력보다는 개념을 알아가는 과정에

서 계산기에 나타난 절차와 기호에만 한정하여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에피소드 7> 한정된 기호와 계산기 절차에 초점두기

1 수연 : 소수가 여러 개.

2 교사 : 소수가 0개?

3 수연 : 아뇨. 소수가 여러 개인 수.

이러한 경향은 500에 가장 가까운 합성수를 

찾는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그림 Ⅳ-5]과 

같이 합성수를 찾아 소인수분해를 해보도록 구

성된 과제에 대해서 수연이는 소수들의 곱으로 

소인수분해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계산기 화면

에 나타난 수 자체에만 초점을 두어 그 수들의 

나열에만 그치고 있었다.

[그림 Ⅳ-5] 수연의 소인수분해 장면

따라서 소그룹 활동을 미치면서 합성수와 소

수의 개념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Vygotsky에 따르면 기호와 언어가 

매개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복합적 사고나 

의사개념의 수준에서 진개념의 사고 수준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김태준, 신건호, 이

현남, 이혜경, 1999 재인용), 수연이는 상호작용

의 미비로 복합적 사고 단계를 넘지 못하였다.

3. 소집단 활동체계와 개념 수준 변화의 

상관 관계

소집단 A와 B의 서로 다른 활동체계는 그 속

의 주체였던 보성과 수연이의 소수와 합성수에 

관한 수학적 개념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각 소

집단 내 활동체계에서 수업을 하고 난 후 보성

은 의사개념 단계로 바뀌었고, 수연은 확산적 유

형에 머물러 있었다. Ernest(1994)에 따르면 사회

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개념 학습에 대해 강조되

는 것 중의 하나가 학생들 그리고 학생들과 교

사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이라 하였다. 두 학생이 

속한 활동체계에서 어떤 활동 요소가 각 소집단

의 주체들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

일까?

지금까지 도식화한 활동체계를 <표 Ⅳ-1>로 

요약하였다. 교수․학습 전체 활동체계, 소집단 

A 활동체계, 소집단 B 활동체계를 각각 C, A, B

라 두고, 각 활동체계의 활동 요소를 구분하였

다. 예를 들어 교수․학습 전체 활동체계의 활동

요소는 목적, 주체, 공동체, 분업, 도구, 규칙을 

각각 Oc, Sc, Cc, Dc, Tc, Rc로 나타내었다. 이 

때 활동요소 중 목적, 도구는 전체 활동체계와 

각 소집단별 활동체계가 동일하게 나타나므로 

Oc, Tc를 공통으로 사용하였다.

활동
요소

교수․학습 
전체(Classroom) 
활동체계 (C)

소집단 A 
활동체계 (A)

소집단 B 
활동체계 (B)

목  적 
(O)

Oc 

소수와 합성수

Oc

소수와 합성수

Oc 

소수와 합성수
주  체 
(S)

Sc 

학생

Sa 

소집단 내 학생

Sb 
소집단 내 학생

공동체 
(C)

Cc 

교사, 소집단

Ca

A 소집단

Cb 

B 소집단
분  업 
(D)

Dc 

수직․수평적 분업

Da

잠재적 수평 분업

Db 

개별활동
도  구 
(T)

Tc 

계산기, 수학 용어

Tc

계산기, 수학 용어

Tc 

계산기, 수학 용어
규  칙 
(R)

Rc 

내재․외현적 규칙

Ra

소집단 내 규칙 

Rb 

규칙 미발생

<표 Ⅳ-1> 교수․학습 활동체계와 소집단 활동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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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위의 표를 바탕으로 소집단의 활동

체계와 소수와 합성수에 관한 수학적 개념 수준 

변화를 [그림 Ⅳ-6]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그림 Ⅳ-6] 소집단 활동체계와 개념 수준 

변화의 상관관계

수연이가 속한 소집단 B의 활동체계에서는 형

식상의 소집단은 구성되어 있으나 이 소집단을 

유지할 수 있는 규칙(Rb)이나 분업(Db)은 약한 

관련성으로 사실상 위 그림 소집단 B의 

Sb-Tc-Oc만 로 연결된 개인 활동체계가 나타

났다. 따라서 질문하면 설명없이 답만 말해주는 

짧은 의사소통만 오고 갔을 뿐 학생들이 소집단 

내에 참여하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없었다. 결국 개인의 지식 형성은 개인의 

판단으로 통제되는 소집단으로 수연이는 소수와 

합성수의 개념 형성에서 복합적 사고 단계에 있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보성이의 소수와 합성수에 대한 개념의 

수준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던 소집단 B의 활동

체계에서는 소집단 내에서 소수와 합성수의 개

념 획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소

집단 내 수평적 역할 분담으로 분업이 이루어졌

다. 이는 계산기 사용이 미숙한 학생도 계산기 

화면에 나타난 ‘Fac=숫자’ 기호를 이용하여 분류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구(T)와 주체(Sa)

사이에 강한 관련을 갖도록 해 주었다. 또 분업

(Da) 과정 속에서 소집단 B는 주체들이 함께 활

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집단 내의 규칙(Ra)을 

만들어 목적에 초점을 두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는 제재를 하였다. 결국 이를 통해 위 그림 소집

단 A는 Oc, Sa, Ca, Da, Tc, Ra 가 모두 로 

연결된 활동체계로  소집단 내의 주체들 사이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5학년 수학 영재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을 분석하여 소수와 합

성수 개념 형성의 과정을 탐구하였다. 수업을 담

당한 교사의 교수학적 의도는 TI-73 계산기 환경

에서 약수, 약분과 기약분수의 개념을 사용하여 

자연수의 분류유형을 만들게 하여 그 기준을 설

명하게 한 다음 정의를 도입하는 형식을 취했고 

이러한 활동의 과정은 소집단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전체 교실과 두 개의 소

집단을 중심으로 활동체계를 분석하여 도식화하

였고 이들 활동체계가 구성원의 개념 형성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로부터 

학생들이 속한 서로 다른 소집단의 활동체계에

서 나타난 공동체의 사회적 맥락에 따라 그 속

의 주체인 학생들의 수학적 개념 발달 과정이 

형성되는 수준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소집단 A는 주체인 구성원이 계산기를 

중재 도구로 수의 분류 유형을 구성하여 소수와 

합성수 개념의 형성한다는 목적 지향성이 뚜렷

하였고 잠재적 리더가 출현하여 공동체의 활동

을 매개하는 규칙과 분업이 조화롭게 형성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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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생들은 설명하기, 질문하기와 같은 언어활

동을 통하여 수학적 개념이나 지식을 공유하고 

이렇게 공유된 수학적 지식이나 개념을 근거로 

새로운 개념으로 확장하거나 반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소집단 A의 활동체계는 

Engeström이 제시한 확장된 삼각형 구조의 각 

활동요소 간에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면서 주

체인 구성원이 수학적 개념 형성에 매우 긍정적

인 영향을 주었다. 이 소집단의 구성원의 한 명

인 보성은 개념 형성이 느린 편이지만 구성원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스스로 능동적

으로 참가하면서 계산기를 기초한 기호 표상에

서 기약분수에 대한 혼돈이 있지만 소수와 합성

수를 구분하는 기준을 정립하면서 Vygotsky의 

개념 형성 발달 단계에서 의사개념적 수준까지 

순조롭게 형성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이 의사개

념은 각 구성원과 사회적 공동체 간의 가교역할

을 하는 것으로 진정한 개념인 것처럼 의사소통

이나 활동에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Berger,

2005).

둘째, 소집단 B는 주체인 구성원이 계산기를 

중재 도구로 수의 분류 유형을 구성하여 소수와 

합성수 개념의 형성한다는 목적은 소집단 A와 

같았지만 리더의 역할이 미비하였으며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매개 활동 요소인 규

칙이나 분업이 약하여 주체와 공동체 그리고 목

적 간의 상호연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소집단 B는 형식상 확장된 삼각 구조의 틀

이 갖추었지만 주체와 목적에다 계산기가 매개

로 작용하는 주 삼각형(Engeström은 “tip of

iceberg”라 부른다)이 두드러지게 보인 것으로 각 

주체는 사실상 개별 행위만 하는 상호작용의 밀

도가 낮은 활동체계이다. 그 결과 상호간의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합의된 결과의 도출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이 그룹에 속한 수연의 경우 

소수와 합성수 개념 형성의 미비점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수연은 개념 형성이 느린 편에다 구성

원간의 언어활동이 부족하고 적극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계산기의 화면에 나타난 기

호 표상만으로 소수와 합성수를 구분하는 기준

을 바르게 정립하는 못하였고 개념 형성 발달 

과정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수연은 작은 수로 나

누어지는 것과 큰 수로 나누어지는 수로 구분하

려 하는 것 등을 고려할 때 복합적 사고의 수준

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는 공

동체에서 상호작용이 미흡한 활동체계에 속한 

주체는 집단 내 각 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지

식을 서로 공유하며 내면화 과정을 통해 집단 

공동의 지식을 개인의 것으로 획득할 수 없다는 

Lee et al. (2012)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 결론에 비추어 다음과 같

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소집단 활동은 배우는 개념을 명료화하

여 학습을 의미 있게 할 수 있지만 소집단의 형

성만으로 교육적 효과가 달성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 준다. 특히, 소집단 내의 활동체계에서 분

업과 규칙 발생에는 리더의 유무가 영향을 끼치

고 있음을 보여 준다. 리더가 의사소통을 주도하

고 구성원들에게 각각의 역할을 부여하여 구성

원들 간의 불필요한 상호 작용을 감소시키는 집

단에서 성취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고 구성원간

의 상호작용이 집단의 성과와 정적 관계에 있다

(정덕호, 유대영, 2013). 활동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소집단 학습을 설계하는 경우 교사는 설계단

계부터 소집단을 목적 지향적으로 이끌어 갈 리

더를 지정하거나 활동 과정에서 리더가 발현하

도록 기획하고 공동체가 목적을 지향하여 활성

화하도록 규칙과 분업을 조절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소수와 합성수의 개념은 중학교 교육과

정에서 소인수 분해의 개념과 더불어 도입된다.

이 영재반의 수업은 TI-73 계산기를 매개 도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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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분과 기약 분수의 개념을 바탕으로 실험적 활

동을 거치며 계산기 화면상에 나타나는 기호적 

표상을 통해 소인수(factor)을 파악하고 소수와 

합성수의 개념을 형성토록 하였다. 이 방법은 직

사각형의 분해에 의한 소수와 합성수를 분류하

는 방법과 더불어 중학교 과정에 다루게 되는 

소인수분해의 대수적 과정으로 연결하는 가교적 

역할을 주는 교수법이다. 교사는 교수법적 분석

을 병행시켜 여러 표상의 유형을 살피고 서로간

의 변환을 이해한다는 것이 교사가 지녀야 할 

교수학적 지식이다. 교사는 목적에 맞게 공학을 

활용하는 능력과 공학이 가지는 기능과 제약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하고(Guin & Trouche,

1999), 교수학적 지식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방

법의 실험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영재 수업은 영재 학급이 

개원한 후 두 번째 이루어진 수업으로 각 소집

단의 구성원 간에 친밀함의 정도가 활동체계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제한점이 있다. 이 연구

는 K교사의 소수와 합성수 교수학습에 맞추어 

활동체계가 관찰되었지만 다른 영재 지도 교사

가 지도를 한다면 교사의 교수학적 지식이 영향

을 미치는 새로운 활동체계가 나타날 수 있으므

로, 내용과 교사에 따른 활동체계에 대한 후속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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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the small group activity system influences

individual to form concepts of prime number and

composite number through activity theory on

learning process of mathematically gifted 5th-grade

students. Student's worksheets, recorded video, and

interview were gathered and transcribed for

analyzing data. Process of concept formation and

using symbol behavior were used to derive the

stage of mathematical concept from students, and

the activity system and stage of concept formation

process were schematized through analysis of

whole class activity system and small group

activity system based on activity theor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wo students who were

in different activity groups separated into the state

of semi-concept and the stage of complex thinking

respectively, and therefore, social context and the

activity system had effects on process of concept

formation among th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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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소수와 합성수에 관한 수업 설계

목  표  주어진 수를 소수와 합성수로 분류할 수 있다.

활  동

구  조

활  동

자  료
 TI-73 계산기

계산기

기  능

 MODE

 SIMP

 B/C

수  업

설  계 

의  도

계산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수를 작은 수들의 곱으로 나타낸 후 결과를 분류하여 속성을 찾

아 소수, 합성수로 이름 붙이기를 한다. 소수를 찾는 고대 방법과 메르센 소수에 대한 동영

상을 시청하며 지금도 더 큰 소수를 찾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임을 알게 한다. 자신의 

등번호를 만들어 보는 활동과 매미의 생애 주기가 소수인 이유를 자신의 관점에서 정리하며 

소수와 합성수의 개념에 대하여 내면화한다.

설계

원리

학습

조직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분)

자료(□)

유의점(※)

맥락

목적 

지향성

도구 

매개

외현화

전체

모둠

◉ 13, 23, 61의 공통점 찾기

스포츠 선수들의 유니폼 뒤에는 그 선수만의 등 번호가 적혀 

있다. 축구 선수 박지성의 등 번호는 13, 야구 선수 박찬호의 

등번호는 61, 그리고 농구 황제라고 불렸던 마이클 조던의 등

번호는 23이었다. 이 세 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 수를 분류할 수 있는 기준 브레인스토밍하기

◉ 학습목표 제시

수를 분류하여 보자.  

◉ 수를 더 작은 수의 곱으로 나타내기

- 계산기 환경 설정하기

10분

30분

□선수 등번호 

사진

※교사는 칠판

에 학습문제를 

제시한다.

□계산기

※교사는 학생

들의 행위가 

일어나는 중간

에 각 행위가 

활동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에 대해 묻거

나 이야기를 

해주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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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성

내면화

전체

개별

- 24를 소인수분해하기

- SIMP  키를 사용하여 주어진 수를 더 작은 수의 

  곱으로 나타내기

- ‘Simp’와 ‘Fac=’의 의미 찾기

- 계산기 화면에 나타난 ‘Fac=’들의 수를 보고 분류기준 

  세워 수를 분류하기

- 분류한 수들에 대해 이름 붙이기

◉ 수학 톡톡 읽으며 소수, 합성수 의미 알기

- 소수의 뜻 알기

- 합성수의 뜻 알기

-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로 소수 찾기

- 소인수분해의 뜻 알기

- 500에 가까운 소수와 합성수 찾기

◉ 스포츠 선수들의 등번호 비밀 해결하기

- 스포츠 선수들의 등번호 숫자의 공통점 찾기 

- 나의 등번호 만들기 

◉ 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소수가 응용된 예

유지매미와 참매미는 산란한 후 7년이 지나야 성충이 된다. 또 

늦털매미는 5년이 되어야 성충이 된다. 매미탑은 13년 또는 17

년이 지나야 성충이 된다. 매미의 삶의 주기인 5년, 7년, 13년, 

17년은 소수이다. 매미의 주기가 소수인 이유는 무엇일까?

20분

10분

10분

하고 있는 활

동에 대해 무

엇을 하고 있

는지 알 수 있

도록 한다.(의

식의 원리)

※고대의 소수 

찾는 방법과 

현재의 소수 

찾는 방법인 

메르센 소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며 현재도 

소수를 찾는 

작업이 진행 

중임을 언급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