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수학적 변환론 



교수학적 변환론의 이해 
◎ 교수학적 변환론 : 쉐발라드에 의해 주장된 이론으로, ‘학문적 지식’이 ‘교수학적 지식’으로 변환
되기 위해 겪는 일련의 과정. 

◎ 학문적 지식 : 전문 수학자가 연구 대상으로 삼는 ‘학문수학’을 의미. 

◎ 교수학적 지식(가르칠 지식, 학습된 지식) :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이 교수·학습의 대상으로 삼는 ‘학교수학’을 의미. 

-학문적 지식 : 교육 내용으로 재구성되기 이전의 지식 

-가르칠 지식 : 교육 내용으로 선정되어 재조직된 지식 

-학습된 지식 : 교육이 이루어진 후에 학습자에게 구성되어 있는 지식 

 
 
 



◎ 교수학적 변환론의 문제의식  

-교수체계는 ‘교사’와 ‘학생’이라는 이원적 관계가 아니라 ‘지식’을 포함한 삼원적 관계. 

-지식은 주의 깊게 다루지 않으면 본래의 의미가 손상되기 쉽다는 지식의 파손성. 
 

2. 교수학적 변환의 예 

◎ 평행인 두 직선에서 동위각의 크기가 같다‘는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 

유클리드「원론」의 제5공준(평행선 공준) 필요. 그러나 중학교 학생들에게 ‘공준’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지 수준에 적합하지 않음. 그림 6-3-3과 같이 삼각자라는 구체물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직관에 의존하여 설명.  

 

 

 
 

 



* 지식의 변형과정 -브루소우(Brousseau) 

♦ 개인화/배경화 
 개인화/배경화 : 수학 지식에 대한 최초의 사고자는 그 자신의 특정한 배경 속에서 개인적인 방법으
로 지식을 이해한다. (맥락과 의미 강조됨) 

 즉,개인에게 의미 있는 지식이 형성되는 과정으로서  지식을 인지하고 조직하는 개인적 방법과 관련
된 것. 

 

 예) 명제의 배경화 

        수학 용어의 배경화  
 

 

 

 

 
 

 



* 지식의 변형과정 -브루소우(Brousseau) 

♦ 탈개인화/탈배경화 
  탈개인화/탈배경화 : 지식이 표현되고 전달되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형태를 갖추어야 함. 특정 수학 
지식에 대한 최초의 사고자는 자신이 그 지식을 이해하는데 기여한 개인적 사고 과정이나 배경을 숨
기면서, 자신이 인식한 지식을 형식적으로 표현하는 과정. 

 개인화/배경화된 지식으로부터 수학적 지식에서 여러 가지 맥락과 개인적 의미를 제거하고 형식적
인 수학적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 

예)  ‘명제의 역’이라는 수학적 지식을 이해함. 

 
 

 

 

 

 
 

 



♦ ‘교실에서 수학 지식을 의미 있게 학습하기 위해서 학문적 지식을 어떻게 변형시키는가’임.  

이러한 노력에 있어서 어려움은 학생의 개인화/배경화와 탈개인화/탈배경화의 과정을 어떻게 균형
있게 조화시켜 나가는가에 달려있음. 

 

브루소우- 개인화/배경화, 탈개인화/탈배경화의 간과 또는 강조로 인한 교수학적 현상에 대해 논의 

    (극단적인 교수학적 현상) 
 
 

 

 
 
 

*교수학적 변환의 핵심문제 



 메타 인지 이동: 배경화/개인화 강조 

 교수학적 보조 수단에 학생들의 사고가 집중되는 현상(예: 수학용어의 배경화 강조시 나타날 수 있
음) 

 진정한 수학적 지식을 가르치기 어려운 경우 교수학적 고안물이나 발견적 수단 자체를 지도의 목적
으로 삼게 되는데 이 때, 교사의 교수학적 노력의 초점이 수학적 지식으로부터 그가 고안한 교수학
적 수단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ex) 어떤 교사가 함수의 그래프를 지도하기 위해 교수학적 보조 수단으로서 ‘그래프 계산기’를 도입한 경우 학생들

이 학습해야 할 수학 지식인 함수의 그래프보다 계산기를 조작하여 신기한 결과를 얻는 데에만 집중하는 것. 

 

 

 
 

 

* 극단적인 교수 현상 



 형식적 고착: 배경화/개인화 간과 

 공식화된 지식의 논리적 표현에만 의존하는 교수 현상으로서, 수학적 지식의 형식적 형식만을 연습
시키는 것을 말함. 

 일반화된 공식을 제시하고 그 공식의 의미보다는 학생들이 공식을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
시키는 과정에 주목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메타인지적 이동'과 반대로 지식의 전달에서 개인화,문맥화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여 이를 간과하
고 논리적•형식적으로 표현된 수학적 지식을 곧바로 제시하는 현상이다. 
 

 

 
 

 

* 극단적인 교수 현상 



* 극단적인 교수 현상(형식적 고착) 

  주로, 입시 위주 수업이나 단순 암기 위주 수업을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ex) 교사가 수업에서 사다리꼴의 넓이 내는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과 그 공식의 의미를 무시하고 그 공식을 암기해서 
단순한 문제에 적용할 것만을 강조하는 경우 

 

 장점 : 학생들의 탈개인화/탈배경화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다. 

 단점 : 학생들이 귀납적 탐구 활동과 다양한 사고 실험의 결과로 형성된 수학 지식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에는 장애가 
될 수 있다. 

 
 
 
 
  

 



토파즈식 외면 치례: 탈배경화/탈개인화 간과교사가 가르쳐야 한다는 '교수학적 계약'의 압박 때
문에 풀이에 대한 명백한 힌트를 주거나 유도질문을 하거나 문제와 함께 해답을 제시함으로써 학생
들이 지식을 구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조르단식 외면 치례: 탈배경화/탈개인화  강조학생의 사소한 행동을 보고 학생이 특정한 수학 지
식을 형성했다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 학생과 가르치고자 하는 지식에 대해 토로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의 행동이나 대답
이 사실이 평범한 단서나 의미로 야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학생의 그러한 반응을 어떤 수학적 지식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 인정해버리는 것을 말한다. 

 

 

* 극단적인 교수 현상 



공학적 도구를 활용한 수학 교수학습 

• 프로이덴탈은 수학적 사고력 증진을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서 공학적 도구 활용 주장. 
* 수학교육의 목적 추구에 있어 공학적 도구의 기여 측면 
① 수학과 학생들의 실제 경험의 연결 
② 수학적 대상과 관계의 구체화 :컴퓨터 조작 및 형식적 표현을 다룰 수 있음, 구체적-추상적 대상, 

DGS-수학적 다양성의 원리 
③ 다양한 표현 체계의 연결 
④ 사고력 중심의 수학교육 추구  



[그림 6-4-1] 다양한 표현 체계의 연결 



공학적 도구와 수학적 지식의 변환 

공학도구로 인한 수학교육 방법상의 변화 추구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수학교육 내용의 변화와 수
학 지식의 성격의 왜곡 가능성에 주의 
 

컴퓨터에 의한 수학 지식의 교수학적 변환에서 발생하는 극단적 교수 현상 분석 필요 
 

 -메타-인지 이동-그래픽계산기의 기능에 주목, 과제 해결을 위한 힌트를 컴퓨터에서 효과적으로 얻
는 방법에만 집중 



공학적 도구와 수학적 지식의 변환 

-형식적 고착-Mathematica,Maple과 같은 기호조작소프트웨어에서 사용되는 문자나 대수식에 대한 
지식/이해 없이 인수분해, 미적분, 극한값을 계산것 
-토파즈식 외면치례: 학생이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교사가 방해하거나 제거하는 것/웹기반 교수 환
경에서 수학적 지식, 과제 등을 해결하는 화면에 구성된 학생들이 문제와 함께 힌트와 도움을 구하는 
버튼을 사용하여 도움과 정답을 쉽게 구함 
 -조르단식 외면치례: 컴퓨터가 안내하는 대로 특정 조작을 수행하여 조작 이면에 들어있는 수학적 
개념을 이해할 수 없었음에도 원하는 결과를 얻음 



학생주도형-LOGO 



보조도구형- Maple 



보조도구형-mathematica 



탐구학습형-G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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