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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의 수업에 따른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수학 학습 가치의 인식 및 변화 양상

방정숙1) ․ 임민재2)

최근 수학교육에서 가치(values)에 대한 재조명과 함께 교사와 학생의 수학 교수·
학습에 대한 가치 연구가 부각되는 반면에,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
다. 본 논문은 초등수학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한 수석교사가 5학년 학생들을 대상
으로 수학 수업을 실행하였을 때 학생들이 수석교사의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수업 전후에 수학 학습 가치의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연구 결과 학생들
은 수석교사가 수학 수업에서 이해, 예습·복습, 그림, 문제, 이유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특히 이해를 수석교사의 핵심가치로 인식하고 있었
다. 학생들의 일반적 수학 학습 가치 및 개인적 수학 학습 가치를 분석하였을 때, 
수업 전후에 동일하게 예습·복습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변화의 측
면에서 보면 이해의 가치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학생들은 자신이 인식한 수
석교사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 보다는 능동적으로 가치를 재구성하는 양
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논문은 수학 학습에서 학생들의 가
치를 고려하는 것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가치, 수학 학습 가치, 초등 수학 수업, 가치 변화, 학생가치

Ⅰ. 서   론

학교 수학 교육은 대개 학생들이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것을 중시하기 마련이다. 학

생들이 수학 학습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와 관련이 있는 가치(values)는 그동안 거

의 주목받지 못했거나 기껏해야 부수적인 요소로 취급되어 왔다(Bishop, 2014; Seah, 

Andersson, Bishop, & Clarkson, 2016). 영국의 너필드 재단(Nuffield Foundation)의 연구 결

과에 따르면 학생이 수학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치는 학생의 수학적 성취와 깊은 관련이 

있다(Askew, Hodgen, Hossain, & Bretscher, 2010). 수학 교육에서 수학적 성취를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이와 관련된 가치를 집중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수학교육에서 가치는 대개 정의적 영역의 범주에서 신념(beliefs)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

되어 왔다. Bishop(2014)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신념을 가질 수 있으나 여러 가지 대안 중

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순간에 작동하는 것이 가치라고 설명하였다. 즉, 가치는 신념으

로부터 비롯될 수는 있으나 선택이 필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더 중요한 것을 찾아내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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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기제로 행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Seah(2019)는 가치를 정의적 

영역의 하위 요소로 설명하는 대신에, 제3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기존의 인지적·정의적 

영역과 실제 행동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매체로서 의지(conation)적 영역으로 설명한다.

국내 수학교육에서 가치는 주로 수학의 유용성이나 도구성을 강조하는 ‘수학적 가치’

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예를 들어,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수학의 실용적 가치, 

도야적 가치, 심미적 가치, 문화적 가치 등을 인식하기를 기대한다(교육부, 2015). 또한 이

와 유사한 맥락에서 학생들이 수학을 공부하는 목적이나 이유와 관련하여 수학의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하거나(예, 강미선, 이종희, 2016; 이환철, 김형원, 이지혜, 이

현숙, 고호경, 2017), 우리나라 학생들의 낮은 수학적 태도나 가치 인식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수학적 성취와의 관련성을 규명하려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예, 김수진, 김경희, 박지

현, 2014; 최승현, 박상욱, 황혜정, 2014).

국외 수학교육에서는 가치를 개인적인 구성물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구성물로써 이해

하려는 동향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Bishop(1988)은 가치의 문화적 속성에 초점을 맞추어 

수학적 가치를 분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2000년대에 이르러 활발하게 진행되

었다(Clarkson, Bishop, FitzSimons, & Seah, 2000). Seah(2004)는 ‘제3의 물결 프로젝트

(Third Wave Project[이하, TW 프로젝트라 지칭함])’를 통해 기존의 수학적 가치뿐만 아

니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수학 교육적 가치를 탐구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속 연구로 

Seah는 학생들이 수학 학습에서 무엇에 가치를 두는지 알아내는 대규모 양적연구인 

‘What I Find Important in Mathematics[이하, WIFI라 지칭함]’연구에 착수했다. 방정숙, 

조수윤, Seah(2016)는 WIFI연구의 일환으로 한국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과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수학과 수학 학습에 대한 가치를 조사하여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이후 이 연구

와 관련하여 가치 연구가 20개국 이상 여러 나라로 확장되었다(Seah, 2018). Seah는 WIFI

의 후속 연구로 WIFItoo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 논문은 WIFItoo의 설문지 양식을 참고

하여 번안하고 수정하였음을 밝힌다.

수학교육에서 가치 연구와 관련하여 가장 도전적인 이슈 중의 하나는 “수학교육을 통

해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가치가 개발될 수 있는지, 그리고 수학교육에서 어떻게 가치를 

개발해야 하는지”이다(Bishop, 2014, p. 633). 대부분의 가치 연구는 특정 시점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 가치나 수학 교육적 가치를 간단한 질문지를 활용하여 탐색하는데 그

쳤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수학 수업에 전문성을 가진 한 수석교사의 수업이 12차시에 

걸쳐 실행됨에 따라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수석교사의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더 

나아가 수학 학습 가치에 과연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추적하였다.

수학 수업을 볼 때 우리는 교사가 하는 말과 행동에 집중한 나머지 학생이 실제로 주어

진 학습의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Praetorius & Charalambous, 2018). 수업을 제대로 보기 위해 학생을 수업의 중심에 세울 

필요가 있는 것처럼, 학생의 가치를 살피기 위해 학생을 가치판단의 주체로 세우는 것 또

한 중요하다. 따라서 학생들이 수학 학습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내면화된 가치는 안정적인 변수이지만 어린 학생들일수록 가치를 쉽게 수정

하고 다시 형성할 수 있다(Seah, 20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석교사가 가진 가치에 따라 학생들의 수학 학습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며 그 변화된 가치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선행 연구에

서는 주로 연구자가 조사할 가치의 항목을 미리 정하고 간단하게 동의 여부를 표시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가치를 조사할 때 응답 항목을 제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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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화하는 대신 자유기술식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더불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까지 응답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가치를 면밀히 탐구해보고자 하였

다. 또한 일반적으로 수학 학습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일반적 수학 학

습 가치, 자신이 수학 학습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개인적 수학 학

습 가치, 수석교사가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가치로 맥락을 나누어 학생들의 가치를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평소 담임교사와 수학 수업을 할 때, 수석교사

와 12차시 수업을 마쳤을 때, 다시 담임교사와 수학 수업을 할 때로 나누어 총 3회에 걸

쳐 학생들의 수학 학습 가치의 변화 양상을 조사하였다. 또한 가치의 변화가 있는 학생들

을 중심으로 추후 면담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일반적·개인적 수학 학습 가치가 다시 담임

교사와 수업을 진행함에 따라 계속 유지되는지 추적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수학교육 연구에서 가치에 대한 관점

‘가치’는 일상생활에서도 널리 쓰이는 용어인 만큼 수학교육에서 가치에 대한 이해는 

다양하다. Bishop이 1980년대 후반에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수학 교육과 관련하여 가치를 

언급한 이후 학교 수학의 교수·학습에서 가치라는 연구 분야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Clarkson, Seah, & Pang, 2019). Bishop(1988)은 수학을 탈 맥락적인 학문으로 여기는 관점

을 비판하며, 수학이 구체물이나 자연 현상을 추상화하여 만들어진 유산이기 때문에 수학

에서 가치가 배제되어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Clarkson 외(2000)는 모든 수학 교실

에서 수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를 이해하면 교수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Seah(2018)는 수학 교육에서 가

치를 드러내면 학생들의 수학 학습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Seah와 Andersson(2015)은 학교 수학의 교수·학습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과 행동은 학

생과 교사의 가치를 반영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학자들은 가치가 정의적 영역의 하위 요소인지,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 모두

와 연관이 있는지 탐구해 왔다. 우선 가치를 정의적 영역의 하위 요소로 본 연구(예, 

DeBelis & Goldin, 2006; Krathwohl, Bloom, & Masia, 1964; Leder & Grootenboer, 2005)에

서 가치는 신념과 태도와 같은 정의적 영역의 개념들과 비교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가치라

는 개념의 모호성과 가치가 어떤 영역과 범위에 속하는지 정의내리기 어려운 문제점이 존

재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가치를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 모두와 연관이 있다고 본 

연구 중 Raths, Harmin 그리고 Simon(1987)은 가치의 일곱 가지 규준을 제시하였는데 그 

규준은 자유롭게 선택하기, 대안으로부터 선택하기, 각 대안의 결과를 충분히 고려한 후 

선택하기,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기, 단언하기, 선택에 따라 행동하기, 반복하기이다(Bishop, 

2014, 재인용). 여기서 연구자들은 일곱 가지의 규준을 모두 만족해야지만 가치라고 부를 

수 있으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가치보다는 신념과 태도 또는 가치가 아닌 다른 어

떤 것에 가깝다고 주장하였다. Krathwohl 외(1964)가 제시한 교육 목표 중 가치가 언급된 

조직화 단계는 정의적 영역으로 분류되었지만 가치는 분명 사고와 추론에 관련된 과제와 

관련이 있고, Raths 외(1987)의 7가지 규준 중에서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정서와 관

련이 있지만 가능한 대안들을 숙고하고 선택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추론 과정이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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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말할 수 있다(Seah, 2018; Seah & Andersson, 2015). 

Bishop(2014)은 교육적인 관점에서 가치(values)와 가치화 또는 가치를 두기(valuing)의 차

이점을 설명하였다. ‘가치를 둔다’는 것은 분명히 행동이다. 그러나 무엇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지는 규정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가치’는 무엇이 가치 있게 되는지를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다. Seah와 Andersson(2015)은 Bishop(1988, 1996), Hannula(2012) 외 여러 문

헌과 연구를 검토하여 가치는 개인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내면화한 확신이며 가치

화는 개인이 수학을 배우거나 가르칠 때 선택하는 행동 경로를 유지하기 위한 의지와 결

정을 제공한다고 하면서 가치를 인지적·정의적 영역을 아우르는 새로운 영역으로 보기 

시작했다.

 Seah와 Andersson(2015)은 인지, 정의, 가치의 관계에 대해 예를 들어 학교 수학에서 

성취라는 가치가 개인이 반드시 목표한 인지적 기능을 성취한다거나 그것에 대해 감정적

으로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다만, 가치가 그것을 얻기 위해 해

야 할 일들을 하도록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개인은 성취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 결국 그 

가치를 성취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Seah와 Wong(2012)은 인지적, 정의적 접근

방법에 이은 세 번째 접근방법으로서 의지적(volitional) 접근방법을 제시하였고 여기에서는 

각자의 방식으로 행동하는 개인의 동기와 의지(will)에 초점을 맞춘다고 설명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Hannula(2012)의 연구에서 가치는 동기를 유발하는 요소로 인지나 정의적 영역의 

하위요소 보다는 동기 영역의 하위요소로 간주되었다. 또 정서에 관한 Liljedahl과 

Hannula(2016)의 연구에서는 학습에서 동기에 대한 주요 연구 방향 네 가지를 제시하였는

데, 그 중 세 번째에 해당하는 ‘수학적 가치를 탐구하기 위한 동기의 접근방법’에 TW 

프로젝트가 언급되었다. 그러나 의지의 변인으로서 가치는 행동을 하도록 동기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다른 행동과 장애물 사이에서 특정 행동의 경로를 유지하도록 하는 의지와 

결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동기와 구별된다고 보기도 하였다(Seah & Andersson, 2015). 

한편, Bishop, Seah, 그리고 Chin(2003)은 가치가 개인에게 깊게 내면화 되어있음에도 불

구하고 변화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Seah와 Andersson(2015)은 수학 교실에서 가치의 조

정(alignment)과 관련하여 수학 교실은 교사와 학생의 다양한 가치가 만나는 교점이며 결

과적으로 교사와 학생의 가치는 다를 수 있고 상충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와 학생

의 가치 변화를 본 연구에서 조수윤(2018)은 교사와 학생의 가치 사이의 간극이 조정되면 

효과적인 수학 수업을 이끌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교사와 학생의 가치는 서로 수

렴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가치는 연구자들의 이론적 관점이나 교육적 목적

에 따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치는 어느 교육 분

야에서든지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수학 교육에서 

가치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는 최근에 비롯되었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 가치의 정의 및 범

주에 대한 이론적 고찰은 더 많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치가 정의적 영역의 

하위 요소가 아니라, 신념, 태도, 동기 등과 구별되면서,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강력한 판

단 기제로 차별화될 수 있는지 보다 정교한 이론적 논의가 기대된다. 또한 구체적으로 교

사와 학생의 수학 교수·학습 가치를 다각적으로 연구한 결과물이 축적됨에 따라 기존에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양상을 설명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수업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수석교사의 수업에 따른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수학 학습 가치의 인식 및 변화 양상 409
2. 수학교육 연구에서 다루는 가치의 분류

Bishop(1996)은 수학 교실에서의 가치를 일반 교육적 가치(general educational values), 

수학적 가치(mathematical values), 수학 교육적 가치(mathematics educational values)로 분

류하였다. Seah와 Bishop(2000)은 가치의 관계를 [그림 1]로 설명하였는데, 가장 포괄적으로 

사회적 가치(societal values)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인식론적 가치(epistemological values), 

기관(제도상)의 가치(institutional values), 개인적 가치 체계(personal value system)를 소개

한다. 또한 수학 교실에서의 가치로 수학적 가치, 수학 교육적 가치, 일반 교육적 가치를 

중첩하여 표현하고 있으며, 이외에 주변적 가치(peripheral values)가 있다. 이 중 일반 교

육적 가치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가치 덕목을 수업에서 교사가 강조하게 될 때 나타난다. 

수학적 가치는 수학의 학문적 가치와 관련이 있으며 수학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진

다. 수학 교육적 가치는 수학 수업에서 교사가 전수하고자 하는 규범과 연관되어 있다. 여

기서는 수학적 가치와 수학 교육적 가치를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한다.

사회적 가치

인식론적 가치

기관(제도상)의 가치

개인적 가치 체계

수학 교실

에서의 가치

주변적 가치

수학적 
가치

일반
교육적 
가치

수학
교육적 
가치

[그림 1] 수학과 관련된 가치의 관계 (Seah & Bishop, 2000, p. 9)

먼저, 수학적 가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White(1959)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문화의 

관념적(ideological), 정서적(sentimental), 사회학적(sociological) 구성요소가 도출된다고 보았

다(Bishop, 1988, 재인용), Bishop(1988)은 이 세 가지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상호보완적인 

세 쌍의 수학적 가치를 주장하였다. 수학적 가치는 문화의 관념적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합리주의(rationalism)와 객관주의(objectism)로, 정서적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통제(control)와 

진보(progress)로, 사회학적 구성요소와 관련해서는 개방(openness)과 미스터리(mistery)로 

나뉜다. 

관념적 구성요소에서 합리주의는 논리와 이성, 연역적 추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중요

하게 여긴다. 합리주의가 두 아이디어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데 비해 객관주의는 

아이디어 자체의 기원과 발생에 관심을 두며 물질세계를 추상화하는 과정에 주목하며 직

관을 중요시하고 추상적 사고를 기르기 위하여 기호와 용어의 역할을 강조한다. 정서적 

구성요소에서 통제는 수학적인 도구들을 활용하여 주변 환경과 물질세계를 설명하려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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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관련이 있다. 통제보다 역동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진보는 수학의 성장과 발전을 

내포한다. 사회학적 구성요소에서 개방은 수학적 지식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것이다. 

개방의 가치에 따르면 수학적 지식에 모두가 접근 가능하지만, 수학이 여전히 신비롭고 

수학자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미스터리의 가치와 관련이 있다.

한편, 수학 교육적 가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Seah와 Bishop(2000)은 일반 교육적 가

치, 수학적 가치, 수학 교육적 가치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중첩되며 나타난다고 언

급하였다. 더불어 오늘날 수학 교실에서 종종 표현되고 전수되는 수학 교육적 가치를 형

식주의(formalistic) 관점과 행위주의(activist) 관점, 도구적(instrumental) 이해와 관계적

(relational) 이해, 관련성(relevance)과 이론적 지식(theoretical knowledge), 접근 용이성

(accessibility)과 특수성(specialism), 평가(evaluating)와 추론(reasoning)의 가치 쌍으로 제시

하였다.

Seah(2018)는 특히 수학 교육적 가치를 밝히기 위해 TW 프로젝트를 실시함으로써 학생

들이 가지고 있는 수학 교육적 가치를 탐구하였는데, 예를 들어, 능력(ability)과 노력

(effort), 즐거움(pleasure)과 인내(hardship), 과정(process)과 결과(product), 적용(application)

과 계산(computation), 사실과 이론(facts and theories), 아이디어와 관행(ideas and 

practice), 해설(exposition)과 탐구(exploration), 기억(recalling)과 창조(creating)라는 수학 교

육적 가치 쌍을 도출했다. 한편, 동일한 이름으로 ‘수학 교육적 가치’를 명명하더라도 

각 나라나 문화권에서 그 가치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

여 주요인 분석을 실행함으로써 각 문화권에서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도출

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가치 연구에서 수학적 가치는 Bishop(1988)이 말한 6가지의 가

치가 일관되게 활용된 반면에, 수학 교육적 가치는 그 특성상 연구에 참여하는 나라나 문

화권이 다양한 만큼, 새로운 가치가 도출되기도 하고, 여러 나라의 연구 결과와 비교 및 

대조되면서 각 가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

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그림 2]는 본 연구에서 다룬 수학 교육적 가치를 도식

화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수학 교육적 가치를 크게 교수 측면과 학습 측면으로 나누어 

수학 교수 가치, 수학 학습 가치로 분류하였다. 수학 교수 가치는 어떤 사람이 수학을 가

르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일반적 수학 교수 가치’와 자신이 수

학을 가르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개인적 수학 교수 가치’로 분

류하였다. 마찬가지로, 수학 학습 가치는 어떤 사람이 수학을 배울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

는 것과 관련이 있는 ‘일반적 수학 학습 가치’와 자신이 수학을 배울 때 중요하다고 생

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개인적 수학 학습 가치’로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수학을 배

울 때 일반적으로 문제를 많이 해결해 보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반면에, 자

기 자신의 경우는 한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해 보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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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교육적 가치

수학 교수 가치 수학 학습 가치

일반적
수학 교수 가치

개인적
수학 교수 가치

일반적
수학 학습 가치

개인적
수학 학습 가치

[그림 2] 본 연구에서 다루는 수학 교육적 가치

3. 학생들의 수학 학습 가치를 분석한 연구

학생들의 수학 학습 가치를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는 TW 프로젝트 중 15세 학생들을 중

심으로 한 WIFI 연구이다. 예를 들어, Seah와 Peng(2012)은 호주와 스웨덴의 사례를 비교

하고 분석하였는데, 호주 학생들은 설명, 공유, 재미, 확실성, 명료화, 경쟁, 효율성, 예시, 

힌트, 다양한 표현방법, 자원(resources), 공부하기(working)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스웨덴 학생들은 설명, 공유, 재미, 협동, 집중, 독립성, 개별화된 도움

(personalized help), 조용함(quietness), 휴식, 엄격함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Zhang, Barkatsas, Law, Leu, Seah, 그리고 Wong(2015)은 WIFI 설문지를 활용하여 

중국 본토와 홍콩, 대만의 수학 교육적 가치를 비교하였는데, 연구 결과 3개 지역 학생들

의 설문 결과로부터 성취, 타당성, 연습, 의사소통, ICT, 피드백의 가치 요인이 추출되었다. 

3개 지역의 학생들 모두 성취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ICT를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

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성취와 ICT를 제외한 나머지 가치들의 순위는 차이를 보였는데, 중

국 본토 학생들은 연습, 타당성, 피드백, 의사소통, 홍콩 학생들은 피드백, 연습, 타당성, 

의사소통, 대만 학생들은 의사소통, 피드백, 연습, 타당성 순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Seah, Baba, 그리고 Zhang(2017)은 홍콩과 일본 학생들의 

수학 교육적 가치를 비교 분석하였는데, 연구 결과 홍콩 학생들은 탐구, 대안적 접근 방

법, 노력, (수학)정체성, 기억, ICT, 피드백, 적용, 해설을 중요하게 인식하였고, 일본 학생

들은 놀라움, 창의성, 결과, 타인의 개입, 노하우(know-how), ICT, 논의, 현실, 미스터리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방정숙 외(2016)는 WIFI 설문지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초등학

교 6학년 학생들과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수학과 수학 학습에 대한 가치를 조사하였는

데, 연구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은 개인주의가 강하고, 관념적인 측면을 중시하며 합리주의

를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수학 교육적 가치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과 중학교 3학

년 학생들은 결과를 가장 중시하였으며 계산, 과정, 해설, 기억 등이 뒤를 이었다. 수학 교

육적 가치 전체에 대해 대체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능력에 대해서는 중학교 학생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Davis, Carr, 그리고 Ampadu(2019)는 가나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

학 학습 가치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가나의 학생들은 성취, 타당성, 유창성, 권위

(authority), ICT, 융통성(versatility), 전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급에 따라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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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WIFI 연구는 참여 대상 국가의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적 가치 및 수학 

교육적 가치를 탐색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연구자가 설정한 특정 가치의 항목과 관

련하여 학생들의 동의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하는 형태라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 WIFItoo라는 후속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수업 상황을 떠올려보면서, 

자유기술식으로 응답하게 하는 질문을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가치를 보다 면밀히 알아보

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WIFItoo의 일부 문항을 활용하였다.  

한편, 학생들의 수학 학습 가치와 관련하여 실제 수업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의 가치가 

어떻게 조정되는지, 또는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교사의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교사

의 특정 가치에 따라 학생들의 수학 학습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을 탐색한 논문은 

많지 않다. 예외적으로 Kalogeropoulos와 Clarkson(2019)은 수학 학습의 참여 측면에서 교

사와 학생 간에 어떻게 가치의 조정이 일어나는지, 교사의 교수 전략에 초점을 두고 분석

하기도 하였으나, 연구의 특성상 수학 수업에 특화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 

감안해 볼 때,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학 학습과 관련하여 교사의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실제 수업을 통해 가치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선행 연구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 참여자는 경기도 소재의 U초등학교 5학년 5개 학급의 학생 128명과 수석교사 1명

이다. U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은 사교육 비중이 대체로 높은 편이지만 학력은 중위권 수

준이다. 연구에 참여한 수석교사는 초등수학교육 박사학위를 소지한 수학 수업 전문가로 

지역에서 연구회는 물론 수학 수업과 관련한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가이다. 학생

들은 평소 담임교사와 함께 수학 수업을 해왔으며 ‘분수의 나눗셈’ 단원의 12차시만을 

수석교사와 함께 학습하였다. 수석교사와의 12차시 수업 이후에는 다시 담임교사가 수학 

수업을 진행하였다3). 본 연구에서는 수석교사의 12차시 수업 후 5학년 학생들이 수석교사

의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수학 학습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학생의 변화한 가치가 유지되는지 확인하였다.

2.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절차는 [그림 3]과 같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석교사 수업 

전(10월)에 1차 설문을 실시하여 기존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개인적 수학 학습 

가치와 학생들의 입장에서 담임교사가 수학 수업에서 강조한 가치를 조사하였다. 그런 다

음 수석교사와의 12차시 수업 직후(11월)에 2차 설문을 실시하여 일반적·개인적 수학 학

습 가치를 다시 조사하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수석교사가 수학 수업에서 강조한 가치에 

대해 물었다. 수석교사의 수학 수업이 끝나고 두 달 경과 후(1월) 일반적·개인적 수학 학

습 가치에서 큰 변화를 보였던 학생 11명을 선정하여 추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수석교사

는 수학 수업 종료 직후(11월)에 설문을 실시하여 수석교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개인적 

3) 본 논문의 저자는 수석교사나 담임교사가 아니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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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교수·학습 가치와 수학 수업에서 학생과 가치가 충돌했던 상황에 대해 응답하도록 

했다.

담임교사 수업
(10월 이전)

․담임교사와 수학 수업 진행


1차 설문
(10월)

[1차 학생 설문]
․일반적·개인적 수학 학습 가치
․담임교사가 수학 수업에서 강조한 가치로 학생이 인식
한 내용


수석교사 수업
(10∼11월)

․수석교사와 ‘분수의 나눗셈’단원 수업 진행(12차시)



2차 설문
(11월)

[2차 학생 설문]
․일반적·개인적 수학 학습 가치
․수석교사가 수학 수업에서 강조한 가치로 학생이 인식
한 내용
[수석교사 설문]
․일반적·개인적 수학 교수·학습 가치
․수학 수업에서 가치가 충돌한 상황


담임교사 수업
(11월∼1월)

․담임교사와 수학 수업 진행


면담
(1월)

[학생 개별 면담]
․가치 변화의 원인 및 가치 유지 여부

[그림 3] 연구 절차

3. 검사 도구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가치 변화 및 유지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지법과 면담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학생용 1차 설문지는 Seah의 WIFItoo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학 학습 가치와 관련된 설문지를 5학년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한국어로 번안하고 

수정한 것이다. 설문지는 1부, 2부로 나뉘며, 1부는 학생들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13개의 

주관식 문항과 평소 수학 과목에 대한 생각을 묻는 11개의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되어있

다. 2부는 일반적·개인적 수학 학습 가치와 학생들의 입장에서 담임교사가 수학 수업에

서 강조한 가치 및 가치가 충돌하는 수업 상황에 대한 7문항으로 자유기술식으로 답하게 

되어있다. 본 논문에서는 학생용 1차 설문지에서 기존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살

펴보기 위해 전체 31문항 중 <표 1>과 같이 두 개의 문항(25, 26번)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

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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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치 문  항

일반적 수학 학습 가치
25. 어떤 사람이 수학을 배울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

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세 가지를 쓰고 각각에 
대한 이유를 한 문장으로 쓰세요.)

개인적 수학 학습 가치
26. 내가 수학을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

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세 가지를 쓰고 각각에 대한 이
유를 한 문장으로 쓰세요.)

<표 1> 학생용 1차 검사지에서 분석된 문항

학생용 2차 설문지는 학생용 1차 설문지를 바탕으로 수정하였다. 학생들의 문화적 배경

이나 평소 수학 과목에 대한 생각과 관련된 1부의 문항은 삭제하였다. 가치 변화를 보기 

위해 일반적·개인적 수학 학습 가치를 다시 한 번 응답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수석교사가 수학 수업에서 강조한 가치 및 가치가 충돌하는 수업 상황에 관련된 10개의 

문항으로 2차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학생의 가치 변화와 학생들의 입장에

서 수석교사가 수학 수업에서 강조한 가치를 살펴보기 위해 <표 2>와 같이 3개의 문항(1, 

2, 3번)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가 치 문  항

일반적 수학 학습 가치
1. 어떤 사람이 수학을 배울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세 가지를 쓰고 각각에 대한 
이유를 한 문장으로 쓰세요.)

개인적 수학 학습 가치
2. 내가 수학을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
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세 가지를 쓰고 각각에 대한 이
유를 한 문장으로 쓰세요.)

수석교사가 수학 수업에서 

강조한 가치

3. 수석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칠 때 무엇을 중요하게 여
긴다고 생각합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세 가지
를 쓰고 각각에 대한 이유를 한 문장으로 쓰세요.)

<표 2> 학생용 2차 검사지에서 분석된 문항

모든 설문지는 일련번호를 매겨 학생들의 변화를 쉽게 추적하도록 했다. 1, 2차 설문 결

과를 비교하여 가치에 많은 변화를 보인 학생 11명을 선정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과정은 학생 동의하에 녹음 되었으며, 학생들이 답변한 1, 2차 설문지를 참고하였다. <표 

3>은 면담을 위해 작성된 주요 질문 목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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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질 문

가치의 변화

·어떤 사람이 수학을 배울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세 가지와 관련
해서 생각이 바뀐 부분이 있나요? 있다면 바뀐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
각하나요? (일반적 수학 학습 가치의 변화)

·내가 수학을 공부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세 가지와 관련해서 
생각이 바뀐 부분이 있나요? 있다면 바뀐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
나요? (개인적 수학 학습 가치의 변화)

·자신의 생각에 변화가 있다면 수석 선생님의 수업에 영향을 받았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영향을 받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인가요?

가치의 유지
·지금도 수학을 배우는 것과 관련하여 ○○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

하나요? 생각이 바뀌었다면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 ○○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동했나요?

<표 3> 면담에서의 주요 질문 목록

한편, 수석교사용 설문지는 WIFItoo의 교사용 설문지를 한국 상황에 맞게 번안하였다. 

수석교사 설문지 1부는 수석교사의 문화적 배경을 묻는 14개의 주관식 문항과 2개의 객관

식 문항으로 구성된다. 2부는 17개의 자유기술식 문항으로 이루어져있는데, 학생 설문지와 

다르게 교사용 설문지에서는 교사의 수학 학습 경험과 지도 경험을 구분하였다. 특히 임

의의 두 학급을 떠올려 보고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 및 해결을 위해 했던 노력과 그 영향

에 대해 답할 수 있도록 했다. 본 연구에서는 수석교사의 가치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총 

33개의 문항 중 수석교사의 일반적·개인적 수학 교수·학습 가치 및 가치 충돌 상황에 

대한 문항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문항의 세부 내용은 <표 4>와 같다.

구 분 문  항

일반적 수학 학습 가치
17. 어떤 사람이 수학을 배울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

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3가지를 쓰고 각각에 대한 이유
를 한 문장으로 쓰세요.)

일반적 수학 교수 가치
18. 어떤 사람이 수학을 가르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

합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3가지를 쓰고 각각에 대한 이
유를 한 문장으로 쓰세요.)

개인적 수학 학습 가치
19. 선생님의 수학 학습 경험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온 것은 무엇

입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3가지를 쓰고 각각에 대한 이
유를 한 문장으로 쓰세요.)

개인적 수학 교수 가치
20. 선생님의 수학 지도 경험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온 것은 무엇

입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3가지를 쓰고 각각에 대한 이
유를 한 문장으로 쓰세요.)

A학급의 가치
22. 수학을 잘 학습하는 것과 관련하여 A학급의 학생들에게 무엇

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A학급의 가치 충돌 상황
23. 선생님과 학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았던 상

황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학급의 충돌 상황 해결 노력 24. 23번의 수업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A학급의 상황이 주는 영향 26. 23번의 상황이 선생님의 수학 지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B학급의 가치
29. 수학을 잘 학습하는 것과 관련하여 B학급의 학생들에게 무엇

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표 4> 수석교사용 검사지에서 분석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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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의 분석

수집한 자료의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석교사 설문지를 바탕으로 수석교사가 

언급한 가치를 응답 이유와 함께 정리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코드를 부여했다. 그리고 학

생들이 수석교사가 수학 수업에서 강조한 가치라고 응답한 결과에 대한 빈도를 분석하였

다. 응답 빈도가 높은 순으로 수석교사의 가치를 11가지로 추출하고 학생들의 응답을 바

탕으로 가치 지도를 그려 가치들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어 수석교사가 실제 언급

했던 가치와 학생들이 언급한 수석교사의 가치를 비교하였다. 이때, 연구자 1인을 포함한 

현장 교사 경력 6년 이상의 초등수학전공 석사 과정 4인이 학생들이 언급한 가치와 관련

을 보이는 수석교사의 가치 코드를 입력하였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75%이상의 일치도

를 보인 가치 코드들을 표로 나타내어 정리하였다. 이때, 4인의 교사는 수석교사의 설문지 

응답 내용 및 코드표를 제공받아 가치의 의미를 이해하고 분류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수석교사와 학생 각각의 시선으로 수석교사의 가치를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을 기

대하였다.

가치의 변화 및 유지를 살펴본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1, 2차에 걸쳐 학생들이 

자유기술식으로 응답한 모든 일반적 수학 학습 가치, 개인적 수학 학습 가치를 범주화하

여 각 가치 항목에 대한 응답 빈도를 세어 확인하였다. 그 중 학생들이 수석교사의 가치라

고 응답했던 11가지 가치 항목을 추출하여 1, 2차 각각의 빈도와 증감을 분석하였다. 마지

막으로, 가치에 많은 변화를 보인 학생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가치 변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바뀐 가치를 수업이 끝나고 두 달 후에도 잘 유지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수석 교사가 언급한 가치와 학생들이 인식한 수석교사의 가치

가. 수석교사가 언급한 가치

<표 5>는 수석교사의 설문지에 드러난 가치 및 응답 이유이다. 수석교사가 설문의 각 

문항에 응답한 가치는 학습 동기, 수학 경험, 수학 내용, PCK, 가치, 교사 간 교류, 성취감, 

표현, 설명, 감각, 사고 과정, 태도, 연결, 문제 해결력, 자기 평가, 그림, 공유, 협력, 활기, 

이유의 20가지로 나타났다. 중복으로 응답한 항목을 살펴보면 가치, 표현은 세 번씩 응답

하였고 설명, 연결, 그림은 두 번씩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가치 항목에 대해서는 각각 한 

번씩 응답하였다. 수석교사가 응답한 가치에 코드를 부여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B학급의 가치 충돌 상황
30. 선생님과 학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았던 상

황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B학급의 충돌 상황 해결 노력 31. 30번의 수업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B학급의 상황이 주는 영향 33. 30번의 상황이 선생님의 수학 지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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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가 치 응답 이유

17

학습 동기 왜 배우는지 알아야 배울 의지도 생긴다.

수학 경험 수학을 접한 경험과 수학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수학에 관심과 이해가 키워진다.
수학 내용 학생에게 맞는 교수학적 변환을 통해 수학적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18

PCK
내용, 학생이해, 교수법을 포함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하며 이는 가르
침의 주체로서 필요한 부분이며 책임이다.

가치
학생은 교사의 가치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가치를 인식 시켜야한
다. 수학을 싫어하는 교사에게서 수학의 즐거움을 배우기 어렵다.

교사 간 

교류

학습 공동체나 연구회와 같이 나를 점검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시스템
에 참여하며 교류해야 한다.

19

성취감 논리적인 사고로 문제가 해결될 때 성취감이 느껴진다.
표현 문제 해결 시 시각적(그림, 식, 표 등)으로 표현한다.

설명
어떤 학습 내용이나 영역이든 문제 해결이 주가 되므로 이에 대한 설
명이 필요하다.

20

감각 공간감, 수와 연산 감각, 어림, 양감과 같은 감각이 중요하다.

사고 과정
유추, 귀납과 같은 추론 과정, 단순화, 기호화, 통합적 사고, 의사소통 
과정이 중요하다.

태도
배우며 즐겁고 탐구하고 싶고 수학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긍정적 태도
가 중요하다.

22

연결 이미 아는 것을 잘 연결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문제 

해결력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과제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맥락 있는 문제를 해
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자기 평가 학생 자신의 학습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

23 그림
몇 명의 학생들이 분수의 나눗셈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왜 
이렇게 하지? 식으로 쉽게 해결 되는데.”하는 반응이었다.

24 공유
그림으로 표현하는 의미를 말로 강조하고 친구들의 다양한 표현을 함
께 공유하며 친구들의 생각을 살펴보는 것에 대해 강화했다.

26 표현
수석교사라 늘 새로운 아이들과 10~12시간의 수업을 해서 아쉬움이 있
지만 꿋꿋하게 학생의 생각을 그림으로, 글로,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나타내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

29

협력 함께 배우는 것을 즐기는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명 친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주는 분위기와 자세, 태도가 필요하다.
연결 이미 아는 것을 잘 연결시키는 사고의 의지가 필요하다.

30 그림
그림에 대해 A반과 비슷한 반응을 보이며 재미없어하고 무기력한 느낌의 
분위기를 만들거나 수학 수업을 대충 넘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다.

31

표현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것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칭찬한다.

활기 수업을 활기 있게 해보려고 반응, 목소리, 행동으로 노력한다.
가치 설명, 이야기를 통해 수업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노력한다.

33
가치 수학 수업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이야기하게 된다.

이유
수업의 시작과 끝에 ‘왜 배우는가?’, ‘왜 의미 있는가?’를 생각하
게 하려는 질문과 이야기가 많아졌다.

<표 5> 수석교사의 설문지에 드러난 가치 및 응답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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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의 가치 코 드

학습 동기(learning motivation) LM

수학 경험(mathematical experience) ME

수학 내용(mathematics contents) MC

PCK PCK

가치(values) VA

교사 간 교류(exchange) EC

성취감(accomplishment) AC

표현(expression) ER

설명(explanation) EL

감각(sense) SE

사고 과정(a process of thinking) PT

태도(attitude) AT

연결(connection) CN

문제 해결력(problem-solving) PS

자기 평가(self assessment) SA

그림(picture) PI

공유(sharing) SH

협력(cooperation) CO

활기(energy) EN

이유(reason) RE

<표 6> 수석교사의 가치 코드

나. 학생들이 인식한 수석교사의 가치

<표 7>은 학생들에게 수석교사가 수학 수업에서 어떠한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세 

가지와 그 이유를 쓰게 하여 응답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2차 설문에 응답한 124명의 

학생들이 질문에 대해 각자 세 가지씩 응답한 전체 빈도 372회 중에서 빈도가 10회 이상

으로 나타난 가치는 총 11가지였다. 또한,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수석교사의 11가지 가

치의 빈도를 전체 응답 수 372회에 대한 응답비율로 표시하였다. 

순

위

언급한 

가치
이유 예시 빈도(%)

1

이해
·항상 이해했는지 알려고 하신다.
·이해를 시키시려고 식 뿐만 아니라 그림과 같은 여러 방법으

로 원리를 자세히 설명해주셨기 때문이다.
33(8.78)

예습‧복습
·수업이 끝나고 꼭 복습하라고 하셨다.
·전에 배운 내용을 완전히 알아야 넘어가시기 때문이다.

33(8.78)

그림
·그림으로 문제를 풀면 왜 그런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을 사용해서 원리를 이해시키신다.

33(8.78)

<표 7> 학생들이 인식한 수석교사의 가치 및 이유(N=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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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수석교사의 가치 중 가장 빈도가 높게 나온 것은 이해, 예습·

복습, 그림으로 각각 33회씩 언급되었으며 응답 비율은 각각 8.78%로 나타났다. 이해라고 

생각한 이유는 ‘이해 없이 그냥 문제를 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 ‘우리가 쉽게 이

해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 ‘원리를 이해하면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기 때문이다.’, 

‘기계처럼 풀면 이해를 못 한다.’, ‘외우는 것 보다 이해하게 하는 것을 강조하신다.’, 

‘학생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였을 때 더욱 이해하기 쉬운 문제를 내주신다.’, ‘항상 이

해했는지 알려고 하신다.’등이 있었다. 학생들은 수석교사의 말을 통해, 그리고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였을 때 수석교사가 취하는 행동을 통해 수석교사가 이해를 중요하게 생각

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였다.

‘이해를 시키려고 여러 방법으로 설명해주셨다.’, ‘늘 식만이 아니라 그림으로 이해

하도록 노력하신다.’와 같은 응답 이유도 있었는데 이는 식이나 상황을 다양한 그림으로 

나타내도록 하는 수석교사의 활동 속에서 학생들이 그 활동의 목적이 이해에 있음을 깨닫

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해할 때까지 설명하신다.’, ‘원리를 가르쳐주시며 

이해가 잘 되도록 설명을 자세히 해주신다.’와 같은 응답에서 학생들은 수석교사가 자세

히 설명하는 행동과 이해를 중요시한다는 사실을 연결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습·복습 역시 가장 빈도가 높은 가치 중 하나였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습과 

복습으로 각각 나누었을 때 응답 빈도는 예습이 3회, 복습이 30회로 수석교사가 복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응답이 훨씬 많이 나타났다. 응답 이유를 살펴보면 ‘수업이 끝나고 

꼭 복습하라고 하셨다.’, ‘전에 배운 내용을 완전히 알아야 넘어가신다.’, ‘매일 수익

과 수학책을 복습 과제로 내주신다.’와 같이 수석교사가 평소에 복습의 중요성을 강조하

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복습을 해야 배운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고 오래 기억할 수 

있다.’,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이해하며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다.’와 같은 

응답 또한 많았다. 학생들은 복습이라는 가치와 기억, 이해라는 가치를 연결 지어 생각한

2 문제
·문제 읽기, 문제 이해, 풀이 과정, 풀이 방법, 문제 만들기, 

마무리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31(8.24)

3 이유

·왜 그렇게 되는지 알아야 이해가 더 잘 된다고 생각하시고 
항상 이유를 설명하는 수업을 하신다.

·‘왜?’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공부하면 진정한 수학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20(5.32)

4 집중 ·항상 집중을 하라고 말씀하신다. 19(5.05)

5 식
·그림 다음 식으로도 자세히 알려주신다.
·표현 방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17(4.52)

6 경청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을 중요시하신다.
·친구들의 발표를 들을 때 경청하며 여러 가지 생각을 들을 수 있다.

15(3.99)

7

의사소통
·내가 푼 방식과 친구의 방식을 서로 공유하며 발전할 수 있

기 때문이다.
12(3.19)

계산
·꼼꼼하게 계산해야 한다고 하신다.
·계산, 암산을 잘해야 문제를 틀리지 않고 풀 수 있기 때문이다.

12(3.19)

8 발표
·발표를 통해 얼마나 아는지 확인하려고 하신다.
·발표를 자주 시키시기 때문이다.

10(2.66)

9 기타 ·원리, 방법, 설명 등 137(36.83)

합   계 37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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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의 경우 수석교사의 수업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표 5>의 수석교사의 설문지 응답 중 23번, 30번에서 알 수 있다. 설문에서 수석교사는 임

의로 A반과 B반을 떠올렸다. 그 과정에서 수석교사는 두 반 모두에서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을 중요시하는 교사와 그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학생들 간에 가치가 충돌하였

다고 언급하였다.

수석교사가 그림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언급한 학생들의 응답에는 ‘그

림으로 나타내 문제의 답을 구하는 활동을 많이 한다.’, ‘항상 학습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들어있다.’, ‘먼저 그림으로 자세히 알려주신다.’, ‘식으로도 쓸 줄 알고 그림으

로도 그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학습 목표이기 때문이다.’등이 있었다. 여기서 학

생들은 수석교사가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활동을 주로 전개하였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수석교사가 그림으로 표현하는 활동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그것이 왜 중요한지 끊임없이 설득하려 노력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그림을 그리면 왜 이렇게 풀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와 같은 응답에

서 학생들은 그림의 가치와 이유, 이해의 가치를 연결 지어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무조건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알 수 있다.’, ‘표현 방법을 중요시 

하신다.’와 같은 응답을 살펴보면 학생들은 그림으로 나타내는 활동을 문제에 대한 다양

한 해결 방법 및 상황의 다양한 표현 방법 중의 하나로 인지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2순위로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문제로 총 31회 언급되었고 그 응답 비율은 8.24%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생들은 수석교사가 문제 읽기, 문제 이해, 풀이 과정, 풀

이 방법, 문제 만들기, 마무리 문제를 중요시한다고 응답하였다. 문제에서 가장 많이 언급

된 것은 풀이 방법이었으며 10회 언급되었다. 비슷하게 풀이 과정 또한 7회 언급되었다. 

풀이 방법이라고 답한 이유를 살펴보면 학생들은 ‘식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와 같이 답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식 이외에 그림과 같은 다양한 표현 방법을 중시

하는 수석교사의 지도 방향과 관련이 있다. 풀이 과정과 관련하여 ‘과정을 건너뛰면 이

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응답 이유에서는 문제의 풀이 과정을 이해의 가치와 

연관 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문제의 가치 중 문제 이해라고 응답한 것이 4회였던 것 역시 

이를 뒷받침해준다. 

3순위로 학생들이 수석교사가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꼽은 가치는 이유이며 응답 빈도는 

20회였고 응답 비율은 5.32%였다. 응답 이유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 ‘기계적으로 풀면 도

움이 되지 않으며 그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기계적으로 풀지 않

는다.’는 말은 이해의 가치에서도 언급된 표현으로, 반복되는 것으로 보아 학생들이 수석

교사에게 직접 들은 것으로 보인다. 기계적으로 풀지 말라는 수석교사의 말에서 학생들은 

이해의 가치와 더불어 이유의 가치도 끌어낸 것을 알 수 있다. 

이유의 가치에 대한 응답 이유는 크게 둘로 나뉘는데 첫째로, ‘배우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왜? 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진정한 수학을 배운다.’와 같은 응답은 수학 전반에 

대한 것과 관련이 있다. 수학이라는 과목의 유용함과 진정한 수학의 가치에 대해 수석교

사가 언급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이유를 알아야 한다.’와 

같이 새로운 내용을 배우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는 원리를 이해하는 의

미에서 이유의 가치를 제시한 경우가 있다. 이외에도 ‘식으로 그냥 푸는 것보다 식을 왜 

그렇게 세우는지 이유를 찾으면 이해가 잘 된다.’와 같은 응답 이유에서 학생들이 이유

의 가치와 이해의 가치를 연관 지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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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 중요한 가치는 집중이었는데, 응답 빈도는 19회, 응답 비율은 5.05%로 나타

났다. 응답 이유를 살펴보면 ‘집중을 하면 경청이 잘 된다.’의 경우 집중의 가치와 경청

의 가치 간에 관련성이 드러난다. ‘집중을 하면 기억에 잘 남는다.’와 같은 응답 이유에

서는 기억의 가치와의 연관성이, ‘수업에 집중해야 수업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의 경

우 이해의 가치와의 연관성이 두드러진다.

식을 중요한 가치로 본 응답 빈도는 17회이고 응답 비율은 4.52%였다. ‘그림 다음 식

으로도 자세히 알려주신다.’, ‘식으로도 쓸 줄 알고 그림으로도 그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의 중요한 학습 목표이기 때문이다.’, ‘표현 방법을 중요하게 여기신다.’와 같은 응답 

이유에서 수석교사가 그림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림, 식처럼 다양한 표현 방법을 

강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식을 알아야 계산을 할 수 있다.’, ‘식이 정확해야 문

제를 풀 수 있다.’에서는 정확하게 계산하여 문제를 풀기 위해 식을 활용하는 측면에 가

치를 두고 있음이 드러난다. ‘식으로 원리를 이해시키신다.’, ‘문제를 이해하는지 보기 

위함이다.’는 결국 식을 활용하는 목적이 원리나 문제의 이해로 결부된다는 것을 나타낸

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수석교사의 가치는 경청이었는데 빈도는 15회, 응

답 비율은 3.99%이다. 응답 이유에는 ‘경청을 하면 집중이 잘 되기 때문이다.’, ‘잘 들

어야 이해를 잘 할 수 있다.’, ‘친구들의 발표를 들을 때 경청하며 여러 가지 생각을 들

을 수 있다.’등이 있다. 각 응답 이유에서 학생들은 집중의 가치, 이해의 가치, 다양한 문

제 해결 방법의 가치와 경청의 가치를 함께 떠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은 의사소통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응답 빈도는 12회, 응답 비율은 

3.19%이다. ‘내가 푼 방식과 친구의 방식을 서로 공유하며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와 

같은 응답 이유를 살펴보면 학생들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공유의 가치를 발견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친구의 생각으로 내 생각도 바뀔 수 있다.’, ‘의견을 나누면 새로운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모르고 친구가 아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자신이 몰랐던 것을 

알 수 있다.’와 같은 응답 이유에서는 의사소통을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메타인

지 및 자기 점검과 반성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친구들과 상

의하면 이해가 잘 된다.’와 같은 응답 이유에서는 결국 학생들이 의사소통을 하다보면 

이해의 가치를 얻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비슷하게 계산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응답한 빈도 역시 12회였으며 응답 비율은 

3.19%였다. 응답 이유를 살펴보면 ‘계산을 틀리면 답도 틀린다.’, ‘암산을 잘 해야 문

제를 잘 풀 수 있다.’, ‘꼼꼼하게 계산해야 한다고 하신다.’고 하였는데 수석교사가 학

생들이 문제를 틀리지 않도록 계산을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표에서는 기타로 분

류되어 언급되지 않았지만 학생들 중 2명이 ‘틀려도 괜찮은 것’을 수석교사의 가치로 

응답한 것으로 보아 수석교사가 계산을 꼼꼼하게 하는 것을 강조하는 가운데 계산 결과나 

생각이 틀리더라도 자신감을 잃지 않는 것을 중요시했다는 사실 또한 짐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응답한 가치는 발표이며 응답 빈도는 10회, 응답 비율은 2.66%이

다. 응답 이유는 교사 측면과 학생 측면의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교사 측면

에서 ‘발표를 통해 얼마나 아는지 확인하려고 하신다.’, ‘선생님께서 나와서 풀라고 했

던 적이 많다.’의 응답 이유를 생각해볼 때, 수석교사는 발표를 통해 학생들의 이해를 점

검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학생 측면에서는 ‘발표를 해야 친구의 의견을 많이 들어

볼 수 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해야한다.’처럼 발표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공유, 수렴하는 과정을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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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학생들은 응답의 이유를 들어 설명할 때 단순히 수석교사가 해당 가치를 

중요시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지만은 않았다. 예를 들어 ‘그림으로 나타내보는 활동을 

많이 시키시기 때문이다’처럼 수석교사의 행동을 그대로 이유를 들어 말 하는 것 이외에

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해가 잘 되기 때문이다.’와 같이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학생들은 해당 가치를 중요시하는 수석교사의 견지를 받아들여 본인의 긍정적인 뉘앙스를 

담아 응답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5>의 18번 문항에서 수석교사의 응답을 살펴보면 

‘학생은 교사의 가치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가치를 인식시켜야한다.’라고 하였는

데 수석교사의 주장처럼 학생들은 교사의 가치를 단순히 인식하는 것을 넘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인식한 수석교사의 가치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11가지 가치의 응답 이유

를 근거로 학생들이 인식한 수석교사의 가치 간의 관계를 나타낸 가치 지도는 [그림 4]와 

같다. 가치 지도는 학생들이 함께 언급한 가치 중에서 예를 들어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

해가 잘 된다.’와 같이 표현한 경우 이해를 그림의 상위 가치로 분류하고 그 관계를 화살

표로 표시한 것이다. 이외에 가치 사이의 위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학생들이 

응답 이유에서 함께 언급했던 모든 가치는 ‘관련가치’로 표시하고 그 횟수를 괄호 안에 

표시하였다. 관련가치 중에는 빈도가 높지 않아서 11가지 주요한 가치로 언급되지 못했으

나, 초기에 분석한 학생들이 응답한 가치 항목에 있던 가치들이 일부 포함되어있다. 그림

과 식의 경우 수석교사의 가치 중 표현으로 묶어서 나타내었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경청, 

의사소통, 발표의 가치는 수석교사의 가치에서 공유의 가치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예습·복습의 경우 학생들의 응답 빈도는 이해와 똑같게 가장 높았으나 예습·복습을 

하는 행위의 목적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이해의 하위 가치로 분류하였다. 

그림 역시 빈도가 가장 높은 가치 중 하나지만 그림을 그려보는 행동은 이유를 아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이유의 가치는 수학이 왜 중요한지 아는 것 혹은 어떠

한 공식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질문하고 아는 과정에 해당한다. 학생들은 이 역시 이해에 

도달하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식과 그림은 모두 표현의 한 방법이라는 의미에서 같은 위계를 갖는다. 다만 학생

들은 식을 세우는 것은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문

제를 잘 해결하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답하였다. 문제를 여러 방법으로 해결하다보면 깊은 

이해에 도달한다는 점에서 이해는 상위 가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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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가치: 문제(9), 설명(5), 원리(3), 암기(2), 그림(1), 성적(1), 내용(1), 방법(1)

예습‧복습 문제 이유 집중

관련가치: 
기억(11), 
이해(6), 
문제(1)

관련가치: 
이해(8), 
답(2), 
개념(1), 
이유(1), 
재미(1)

관련가치: 
이해(5), 
의지(2), 
식(2), 
설명(1), 
공식(1)

관련가치: 
이해(4), 
내용(2), 
경청(1), 
기억(1), 
문제(1), 
재미(1)

계산 경청 의사소통 발표

관련가치:  
문제(2), 
답(2)

관련가치: 
이해(1), 
집중(1), 
발표(1)

관련가치: 
이해(1), 
공유(1), 

메타인지(1)

관련가치: 
이해(2), 
경청(2), 
표현(2)

공유

식 그림

관련가치: 
이해(4), 
문제(4),
그림(2), 
원리(2), 

학습목표(1) 
표현(1), 
계산(1),    
정확(1)

관련가치: 
이해(17), 
표현(4), 
이유(4), 
문제(3), 

답(3), 식(3),  
학습목표(1),  
실생활(1), 
학습지(1)

표현

[그림 4] 학생들이 인식한 수석교사의 가치 지도

마지막으로 경청, 의사소통, 발표를 공유의 과정 또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학생들이 

그 중에서도 경청은 집중을 위한 가치이며 집중을 하면 이해가 잘 된다고 언급한 점에서 

이해는 집중의 상위가치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학생들이 인식하는 수석교사의 핵심

가치는 이해의 가치인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언급한 11가지 가치들이 지향하는 바를 

나타내다보면 결국은 이해의 가치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 수석교사가 언급한 가치와 학생들이 인식한 수석교사의 가치 비교

<표 8>은 학생들이 인식한 수석교사의 가치 중 상위 11개의 가치에 대하여, 수석교사가 

언급했던 가치 중에서 그와 관련이 있는 가치를 나타낸 것이다. 학생들이 인식한 수석교

사의 가치와 동일한 수석교사의 가치 코드는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이 

인식한 수석교사의 가치들 중 수석교사의 가치와 연결되지 않는 가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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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인식한 수석교사의 가치 관련 있는 수석교사의 가치

예습·복습 CN

그림 PI, ER

이해 EL

문제 PS, PT

이유 RE, LM

집중 AT

식 ER

경청 SH, CO

의사소통 ER, EL, SH

계산 PS

발표 ER, EL, SH

<표 8> 학생과 수석교사가 언급한 가치의 일치도

학생들이 인식했던 수석교사의 가치를 설문지에서 수석교사가 직접 언급하였는지에 대

한 여부를 살펴보면 수석교사는 그림, 문제, 이유의 3가지 가치만 직접 언급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 가치들은 수석교사가 의도한 가치라고 할 수 있고 학생들은 이 3가지 의도한 

가치에 대해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의 경우 수석교사도 설문에

서 2회에 걸쳐 갈등 상황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수석교사는 의도를 가지고 그림의 가치

를 강조하였고 학생들은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문제, 이유의 가치 역시 수

석교사가 의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가치는 수석교사가 언급한 추론 과정

이나 단순화, 기호화, 통합적 사고 그리고 의사소통 과정을 포함하는 사고과정, 맥락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력과 관련이 있다. 이유의 가치는 왜 배우는지 아는 학습 동기, 

왜 의미가 있는지 이유를 아는 것과 관련을 보인다.

한편, 예습·복습이나 이해의 가치를 살펴보면 수석교사가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은 이것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었다. 예습·복습은 수석교사가 이미 아는 것

을 연결시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던 것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중요하게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해는 수석교사의 핵심 가치인 것에 비해 정작 수석교사는 이해의 가치

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는 아마도 수석교사가 의식하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에게 수

석교사의 말과 행동, 수석교사가 전개하는 수업 활동 속에서 학생들이 포착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집중의 경우 수석교사가 직접 언급한 가치는 아니지만 즐겁게 배우며 탐구하

는 태도와 연관 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식의 가치 역시 문제를 해결할 때 다양한 시각적 

표현(그림, 식, 표 등)의 하나로 수석교사가 언급한 표현의 가치와 관련이 있다. 마찬가지

로 계산의 가치는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근본이 되는 가치로서 학생들이 중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수석교사가 언급한 가치 중 공유의 경우 학생들은 경청, 의사소통, 발표의 가치로 인식

하고 있었다. 또한 경청은 함께 배우는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측면과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의사소통과 발표의 가치는 공유의 가치 이외에도 표현, 설명의 가치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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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2. 학생들의 수학 학습 가치 변화 및 유지

수석교사의 수업 전과 후 학생들이 생각하는 수학 학습 가치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가치의 변화는 일반적 수학 학습 가치 측면과 개인적 수학 학습 가치 측

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일반적 수학 학습 가치는 어떤 사람이 수학을 공부할 때 중요

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설문지 응답을 바탕으로 집계하였다. 개인적 수학 

학습 가치는 자신이 수학을 공부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을 

살펴본 것이다.

가 치
일반적 수학 학습 가치 개인적 수학 학습 가치

1차 2차 증감 1차 2차 증감

이해 13 33 +20 19 30 +11

집중 36 47 +11 38 48 +10

계산 30 23 -7 28 23 -5

예습·복습 61 56 -5 59 53 -6

문제 19 15 -4 17 17 0

경청 8 5 -3 4 8 +4

식 0 8 +8 3 9 +6

이유 0 5 +5 0 5 +5

그림 0 4 +4 0 6 +6

발표 0 1 +1 0 1 +1

의사소통 0 0 0 0 0 0

<표 9> 학생들의 가치 변화 증감표(1차 N=378, 2차 N=372)

가. 학생들의 일반적 ‧ 개인적 수학 학습 가치의 변화

학생들의 일반적 수학 학습 가치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차 설문에서 학생들

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가치 3가지를 추출해 보면, 예습·복습, 집중, 계산 순서로 나타났

다. 2차 설문에서는 예습·복습, 집중, 이해의 순서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학생들은 

수학을 학습할 때 예습·복습을 하는 것과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

으며, 1순위와 2순위의 경우 수석교사의 수업을 통해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감 측면에서 살펴보면 크게 늘어난 가치와 줄어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다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늘어난 가치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가치는 이해로 학생들

이 언급한 횟수는 13회에서 33회로 20회 증가하였다. 이해의 가치는 앞서 수석교사의 핵

심가치로 학생들이 인식했던 것이며, 실제 2차 설문 결과, 계산보다 이해의 가치가 더 높

은 순위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집중의 가치는 1차와 2차 설문에서 2순위의 가

치로 동일하지만, 실제 증감을 살펴보면 36회에서 47회로 11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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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에 비해 증가율이 높지 않았던 이유는 많은 학생들이 1차 설문 시점부터 집중의 가치

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학생들은 1차 설문 시점부

터 집중의 가치를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수석교사의 수업 이후에도 그 영향을 

받아 해당 가치의 중요성을 강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줄어든 가치를 살펴보면, 계산, 예습·복습, 문제, 경청의 가치가 있다. 계산의 

가치를 언급한 횟수는 7회 감소, 예습·복습의 경우는 5회 감소, 문제의 경우는 4회 감소, 

경청의 경우는 3회 감소하였다. 이 4가지 가치 모두 학생들이 인식한 수석교사의 가치였

음에도 불구하고(<표 7>참조), 학생들의 일반적 수학 학습 가치 측면에서는 줄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일부 가치에 대한 응답수가 줄어든 이유는 설문지 상에서 일반적으로 중요

한 가치를 세 가지만 응답하도록 제한했기 때문일 수 있다. 수석교사와의 수업 이후 학생

의 가치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가치가 중요해짐에 따라 여전히 그 가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가치를 언급하지 못했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표 9>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늘어나고 줄어드는 가치 이외에 식, 이유, 그

림, 발표와 같이 새로 부각된 가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2차 설문에서 식을 중요하다고 

언급한 횟수는 8회, 이유는 5회, 그림은 4회, 발표는 1회였다. 이 가치들은 늘어난 언급 횟

수 자체가 적을지라도 기존에 학생들이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가치였기 때문에 수석교사

와의 수업을 통해 새롭게 그 중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사소통의 가치는 일반

적 수학 학습 가치, 개인적 수학 학습 가치의 맥락에서는 학생들에게 전혀 언급되지 않았

다. 다만, 2차 설문에서 수석교사가 수학 수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

을 때에는 의사소통이라고 답한 경우가 다수 있었다(<표 7> 참조). 이는 의사소통이 수석

교사의 수업에서 자주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일반적인 수학 학습 

가치의 경우 질문의 초점 자체가 수업이 아닌 일반적인 수학 학습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수업 속에서 강조되는 의사소통의 우선순위가 밀렸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학생들의 개인적 수학 학습 가치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변화 양상이 일반

적 수학 학습 가치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차 설문에서 학생들이 수

학을 학습할 때 자신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가치 3가지를 추출해 보면, 예습·복습, 집

중, 계산 순서로 나타났고, 2차 설문에서는 예습·복습, 집중, 이해의 순서로 나타났다. 즉, 

일반적 수학 학습 가치의 경우와 동일한 순서로 유지되며, 증감의 방향 또한 대동소이함

을 알 수 있다. 다만, 문제의 가치를 언급한 횟수가 일반적 수학 학습 가치 측면에서는 감

소하였는데 개인적 수학 학습 가치 측면에서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경청의 가치는 일

반적으로는 감소하였으나 개인적으로는 증가하여 반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개인적 

수학 학습 가치 측면에서도 1차에 비해 2차에서 식, 이유, 그림, 발표의 가치가 증가한 것

을 감안할 때, 일반적 수학 학습 가치의 변화와 일맥상통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개인적 수학 학습 가치와 일반적 수학 학습 가치의 변화 양상이 비슷하다는 점

에서 학생들은 수학 학습에서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대부분 자신의 가치

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학생들의 변화된 가치 유지

1, 2차 설문에서 가치의 변화가 두드러진 학생 11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

다. 면담에서는 학생의 가치 변화 측면에서 일반적·개인적 수학 학습 가치가 변화한 이

유를 묻고 변화한 가치를 면담 당시에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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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해

이해는 학생들이 인식한 수석교사의 가치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로 분석된 바 

있다. 이해의 가치가 수석교사의 핵심 가치인 만큼 학생들은 이해를 다른 가치와 함께 중

요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그 가치를 잘 유지하고 있었다.

면담자: 1차 때는 숫자, 덧셈과 뺄셈, 단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2차에서는 식, 이해, 사

고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학생 8: 수석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 선생님이 식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런 것을 집

중적으로 수업하시니까요.

면담자: 이해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학생 8: 선생님께서 문제를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고 이해하게 도와주셔서 중요하게 생각

하게 된 것 같아요.

면담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주셨나요?

학생 8: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림으로 이해하게 해주시고 설명해주셔서요.

면담자: 식, 이해, 사고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학생 8: 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수석교사는 문제를 그림이나 식으로 자세하게 설명해주면서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전개하였다.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는가에 관한 가치는 학생마다 받아들

이는 정도가 다를 수 있지만 학생들은 궁극적으로 이해를 추구하였고 그 가치를 잘 유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집중

수석교사는 일시적으로 12차시의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수석교사와의 수업은 특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집중의 가치에 대해서는 기존에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하는 담임

교사의 가치와 수석교사의 가치가 다음과 같이 일치하기도 했다.

면담자: 담임 선생님도 집중이 중요하다고 여긴다고 했고 수석 선생님도 집중을 중요하

게 여긴다고 했는데 혹시 다른 점이 있을까요?

학생 2: 똑같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수업 내용을 잘 듣는 것이요.

면담자: 1차 설문에서는 집중력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2차에서 중요한 가치로 집중력을

쓰게 된 데에 수석 선생님의 수업이 조금이라도 영향이 있었나요?

학생 2: 수석 선생님의 수업이 이유가 맞는 것 같아요.

면담자: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일까요?

학생 2: 문제가 꼬아져서 나와서 집중을 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경우요.

면담자: 지금도 수학을 공부할 때 집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학생 2: 네. 중요해요.

교사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다는 의미에서 집중의 가치는 교사들이 대체로 중요하게 생

각하는 가치이다. 그렇지만 위 학생의 경우 수석교사가 난이도 높은 문제를 제시하여 생

각해볼 여지를 제공하였을 때 집중의 가치를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게 된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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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또한 학생은 계속 집중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한 것으로 보아 집중의 가

치를 유지해 왔음이 드러난다.

3) 표현(식, 그림)

식, 그림에 대한 가치를 크게 표현의 가치로 묶어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그림의 가치

에 대해서는 수석교사가 학생과의 가치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가치의 수용 여부나 수용한 

가치를 유지하는 면에서 학생마다 개인차를 보였다.

면담자: 수석 선생님은 그림과 관련하여 어떤 말이나 활동을 하셨나요?

학생 5: 문제가 있으면 그림으로 풀어봤어요.

면담자: 식의 경우는 어떤가요?

학생 5: 식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면담자: 그림, 식, 문제 이해의 가치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학생 5: 조금은 사라진 것 같아요. 식과 문제 이해는 해본 것 같은데 그림은 좀 번거로

우니까…….

면담자: 그럼 식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중요시 했나요?

학생 5: 다르게도 한 번 풀어보고 이렇게 했어요.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번거로움 때문에 문제를 그림으로 해결하는 방식에 거부감을 가진 

학생이 있었다. 학생 5는 실제 학습에서 그림보다는 여러 가지 식으로 나타내보며 식의 

가치를 유지하며 강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생 9와 같은 학생들은 수석교사가 강조한 그

림의 가치를 인지하고 자신의 가치로 인정하기도 하였다. 또 받아들인 가치를 평소 수학 

학습에도 적용하며 유지하는 양상을 보였다. 

면담자: 여기에 그림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그림으로 했나요?

학생 9: 분수는 원이나 막대, 네모 같이 해서 나누었어요.

면담자: 그림으로 먼저 했을 때 이해가 잘 된다고 했는데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

고 있나요?

학생 9: 혼자 할 때는 그냥 순서 상관없이 식도 한 번 해보고 그림도 한 번 그려보고

있어요.

면담자: 지금도 이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학생 9: 네.

학생 9의 경우 그림에서 식의 순서로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 

그림, 식이라는 표현 방법을 순서에 제약 없이 활용하고 있었다. 이는 수석교사의 가치를 

학생 나름대로 재해석하여 받아들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 이유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수석교사가 강조했던 이유의 가치를 인식하고 수용하였다. 수업 

에서 수석교사는 학생들이 무엇이든 왜 그런지 생각해보게 했는데, 학생들은 수석교사와

의 수업이 종료된 후에도 여전히 이유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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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자: 2차 설문에서 예습, 이유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점이 바뀌었는데 변화가 있었

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생 1: 수석 선생님과 분수의 나눗셈 공부를 하면서 원래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었어

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점점 더 난이도가 높아지고 그러다보니 예습도 필

요한 것 같고, 수석 선생님이 왜 그런지 잘 알아야한다고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유가 바뀐 것 같아요.

면담자: 지금도 수학 공부를 할 때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학생 1: 네. 혼자 공부할 때, 복습이나 예습을 할 때 이유를 생각해보게 돼요.

학생 1과 같은 경우 수업 상황이 아닌 혼자 학습하는 상황, 수업을 위한 예습과 복습을 

하는 상황에서도 이유의 가치를 적용하며 발전시켜가고 있었다. 수석교사의 수업이 종료

된 후에도 학생의 평상시 학습 상황 속에서 일관성 있게 가치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기타

앞서 학생들이 중요하게 언급했던 가치들 이외에도 다양한 가치가 면담에서 언급되었

다. 특히 수석교사는 설문에서 수학 내용의 교수학적 변환을 언급하였는데 아래 학생은 

교사가 맥락에 맞게 재구성한 ‘사막에서 살아남기’ 문제를 풀 때 재미의 가치를 인식하

였다. 학생은 재미의 가치를 통해 수석교사가 언급했던 배우며 즐겁게 탐구하고 싶은 마

음과 관련하여 긍정적 태도의 가치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면담자: 1차에서 선생님, 환경, 칭찬을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2차에서 재미, 이해,

적용으로 바뀌었는데 수석 선생님 수업의 영향이 있었나요?

학생 6: 재미는 확실히요.

면담자: 어떤 것이 재미있었나요?

학생 6: 선생님이 사막에서 살아남기 같은 문제를 주셔서 풀 때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

었어요.

면담자: 수석 선생님이 틀린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한 것은 무엇인가요?

학생 6: 날마다 틀리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틀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면담자: 그렇게 말씀해주셨을 때 마음이 어땠나요?

학생 6: 틀릴 때 창피했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면담자: 친구들과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되어있네요?

학생 6: 네. 문제 풀고 계속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 했어요.

면담자: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이해가 잘 되었나요?

학생 6: 네. 서로 공유하게 되고요.

면담자: 이 세 가지 가치가 지금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학생 6: 네.

면담자: 치즈 이야기로 재미있게 설명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학생 6: 어떤 친구가 몰라서 수석 선생님이 “그 친구에게 설명해줄 사람?”하고 물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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셨어요. 그래서 한 명이 손을 들어서 애들이 다 말해주는데도 그 애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친구가 치즈로 설명해주었는데 그 친구

가 이해했어요.

공유 및 의사소통의 가치는 학생들의 일반적·개인적 수학 학습 가치의 변화를 묻는 설

문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위의 수업 상황에 대한 설명에서 확인된다. 수석교사는 

문제를 해결할 때 학생들이 대화를 나누며 내용을 공유하도록 지도하였다. 교사가 직접 

설명하기 보다는 서로 설명해주도록 하여 학생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 과

정에서 수석교사는 학생들이 틀리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자신감을 불어넣어 수

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도록 했다. 학생 6의 경우 친구들과의 공유를 통해 이

해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재미의 가치를 발견하였고 그 가치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유지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Ⅴ. 결   론

본 논문은 초등학생들이 수학 수업에 전문성을 가진 수석교사와 수업을 하고 수석교사

의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수석교사의 수업 후에 일반적·수학적 수학 학습 가치에 

변화가 있는지, 나아가 변화한 가치가 있다면 어느 정도 유지해 나가는지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론 및 시사점을 제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수학 교수·학습에 대한 가치는 수학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동안 가치 교육은 여러 가지 대안책(alternatives), 선택(choices and 

choosing), 선호(preferences), 일관성(consistency)을 포함해야 한다는 아이디어 이외에 수학

교육 연구에서 가치와 관련된 교육적 목표나 목적을 학생들이 어떻게 획득하게 할 수 있

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된 바가 없다(Bishop, 2014). 초등학교 학생들은 대개 1년 동안 

담임교사로부터 수학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적인 수학 학습 가치를 경험할 

기회가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5개 반에서 각기 다른 담임교사로부터 수학을 배우다가 

수학 수업에 전문성을 가진 수석교사와 함께 12차시의 수학 수업을 하는 경험을 통하여 

학생들이 여러 가지 대안적인 수학 학습 가치를 경험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학

생들이 수석교사의 가치를 나름대로 인식하고 실제 자신들의 수학 학습 가치에 영향을 받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초등학교 교사가 수학을 가르칠 때 자신의 수학 교수·학습 

가치를 성찰하고 실제 수학 수업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정기

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들은 수학 학습과 관련하여 교사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다양

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필요에 따라 유지하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한다. 본 연

구의 학생들은 수석교사의 말과 행동, 교사가 전개하는 수업 활동으로부터 가치를 다양하

게 포착하였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수석교사가 수학 수업에서 강조한 것으로 언급한 가치

를 실제 교사가 언급한 가치와 비교하여 살펴보면(<표 8>참조), 학생들은 수석교사가 설문

에서 직접 언급하지 않았던 가치들도 일부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었다. 즉, 수석교사가 어

떠한 가치를 직접적으로 강조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은 수석교사의 언행을 나름대로 해석하

여 교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짐작되는 가치를 능동적으로 도출하였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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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학생들은 수석교사가 강조한 가치를 한 번 수용했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치를 유지하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하였다. 어떤 학생은 수석교사에게 영향을 받은 

수학 학습 가치를 다른 상황에 적용 또는 확장하기도 하였고, 수정하기도 하였다. 이에 수

학 수업에서 교사가 강조하는 가치뿐만 아니라 실제 학생들이 인식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 가치가 일정 시기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또는 변화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

엇인지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수학 교육적 가치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인식한 여러 가지 가치들 사이의 관계 또

는 위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수학 교육적 가치는 대개 연구자가 사전에 

설정한 상호보완적인 쌍으로 분석되거나, 각각의 가치가 구분되어 별개로 언급되는 경향

이 있었다. 본 연구의 학생들은 수석교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로 이해, 예습·

복습, 그림을 선택하였다. 여기서 학생들이 인식한 가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어

떠한 가치는 또 다른 상위의 가치를 추구하는 매개로써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았다([그림 

4]참조). 예를 들어, 학생들은 식을 세우는 것은 계산을 잘 하기 위해서이고, 계산을 잘 하

는 것은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이며, 문제를 푸는 것은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응

답했다. 학생들의 응답을 근거로 수석교사의 가치 지도를 작성해본 결과 학생들이 생각하

는 수석교사의 핵심 가치는 궁극적으로 이해로 드러났다. 한편 그림과 식의 가치는 표현

으로, 경청과 의사소통 그리고 발표의 가치는 공유의 일환으로 엮어볼 수 있었다. 이렇듯 

실제 연구대상자의 자료를 바탕으로 가치들 간의 관계나 위계를 가치 지도로 일목요연하

게 분석하는 방법의 이점에 대해서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넷째, 초등학교 학생들은 일반적 수학 학습 가치와 개인적 수학 학습 가치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본 연구의 학생들은 수석교사와의 수업 이후, 일반적 수학 학습 가치에서 예

습·복습, 집중, 이해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였는데, 개인적 수학 학습 가치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났다. 즉, 본 연구의 학생들은 수석교사의 가치를 인식하여 일반적 수학 학

습 가치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을 대부분 개인적 수학 학습 가치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표 9>참조). 이를 통해,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수학 수업을 통해 일반적 수학 학

습 가치에 초점을 두면 자연스럽게 각 개인의 수학 학습 가치도 유사하게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적어도 초등학교에서 수학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가치가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가치 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교사가 중요

하다고 강조한 가치를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학생 스

스로 수학을 학습할 때 역시 그 가치를 중요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수석교사의 수학 수업 후 초등학생들의 수학 학습 가치의 변화와 변화한 가

치가 일정 시간 동안 유지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치에 대한 사회문

화적 관점에 근거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학 교육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탐색한 경우가 

거의 없고, 국외 수학교육 연구에서도 가치 연구가 최근 활발하기는 하지만, 실제 수업에

서 교사와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하여, 학생들의 능동적인 가치 인식 및 변화를 

면밀히 분석한 연구가 별반 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가 국내 수학교육 연구에서 가치에 대

한 관심을 부각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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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rception and Change of the Values on Mathematics Learning by Fifth 

Graders Through the Teaching of a Master Teacher

Pang, Jeong Suk4); & Yim, Min Jae5)

Despite the recent emphasis on value research in mathematics education along with 

the significance of values from a new perspective, there has been a lack of research on 

the values perceived by teachers and students in Korea. This paper analyzes how 

fifth-grade students would perceive the values of a master teacher with expertise in 

elementary mathematics education after her teaching of mathematics and whether their 

values on mathematics learning would change. According to the study, the students 

recognized that the master teacher valued understanding, preview-review, picture, 

problem, and reason in mathematics learning. Among these, the value of understanding 

was perceived as the core value. An analysis of the students’values on general 

mathematics learning and personal mathematics learning showed that preview and review 

were the most important before and after the master teachers’teaching. An analysis of 

the changes in the values of students showed the greatest change in the value of 

understanding. Instead of accepting the values of the master teacher as it were, students 

actively reconstructed and maintained them. Based on these results, this paper has drawn 

implications regarding the consideration of students' values in mathematics learning.

Key words: value, value in mathematics learning, elementary mathematics instruction, 

value change, students’ valu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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