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방식의 성장 

학생들에게  건강한  (건전한) 수학   정체성에  대한  안내  

어린 수학자들은 성공의 열쇠가 속도와 항상 옳은 답 만이 아닌 열정 및 헌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By Deborah Peart 
March 26, 2018 

 
©Shutterstock/Monkey Business Images 

수학을 하는 어린 학생들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응답하기 위한 탐구를 시작한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수학을 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강한 믿음을 포함하는 이야기를 쓰도록  도와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많은 

학생들이 수학 여정의 어느 시점에서 그들이 “수학적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에 빠져들어 수학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아동들의 자기 개념은 그들이  정의한 것들을 믿는 사고방식 및 능력의 집합이다. 정체성의 발달 과정에서 우리는 

긍정적 성장을 위한 지도 및 지원을 제공할 수있는 기회를 갖는다.  

 

매주 학생의 편지함에서 “교육 이상향”의 최고를 얻는다.  

어떤 사람은 위대한 수학자가 되기 위해 태어난 반면에 다른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겪을 운명이라는 고정된 

사고방식으로부터 벗어나게 아동들을 돕는 것은 다음 세대의 수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중요하다.  

사고방식의 성장은 학생들이 생산적인 투쟁과 심지어 실수가 그들의 마음을 배우고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모든 학생들은 노력과 결심이 수학에서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수학을  숫자  그   이상의  것으로  만든다 . 

학생들은 종종 수학은 단계와 알고리즘을 암기하고 신속히 답을 얻고 옳아야 한다고 믿는다. 학생들이 새로운 

렌즈를 통해 창의적이고 의미있는 것으로 수학을 볼 수 있게 돕는 것은 교사의 임무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삶과 세계에서 수학 놀이의 역할을 볼 기회가 필요하다.  자연, 베이킹, 음악, 미술, 댄스 및 더 

많은 것에 수학적 패턴이 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숫자뿐만 아니라 수학의 장점을 보여줄  것이 필요하다. 

해결해야 할 실제 문제를 학생들에게 제시하기는 교과서 한 장의 문제 해결보다 항상 더 많은 보람을 느끼게 할 

것이다.  

Jon Scieszka 가 저술하고 Lane Smith가 삽화를 그린  Math Curse(수학의 저주)는 학생들이 수학과 일상 생활을 

연결하는 데 도움이되는 많은 책 중의 하나이다. 그림 책들의 사용은 수학의 방정식 풀이의 일반적 전후 관계 

이외(밖)의 대화를 시작하는 데 대단히 좋은 방법이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주위에서 수학을 인식하게되면, 수학의 많은(다양한) 면들을 깨닫기 시작한다. 이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주제와의 관계를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대화가  핵심(정답)이다 .  

불행하게도, 수학은 교사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픈 느낌 및/또는 불안(걱정)을 가져온다. 학생들은 많은 

교사들이 수학을 가르칠 때 동반하는 부정적 에너지를 얻기에,  교사들은 수학을 좋아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그들 

자신의 불안감이나 부정적인 경험들을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학급에서 긍정적인 힘이 되기 위해  전문성 개발, 독서 또는 다른 수학 전문가들과의 연결을 통해 우리 

자신을 위한  새로운 수학 경험들을 창출할 수 있다. 진심 어린 열정으로 본 과목을 가르치는 것은학생들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학습을 지원한다  

그 긍적적인 환경 내에서, 학생들은 수학 토론에 참여할 많은 기회들을 필요로 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배움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그들의 이해를 깊게 한다. 그들이 수학에 관해 토론 시, 그들은 더 높은 수준의 사고를 

채택하고 추론으로 나아가므로  수학에 대한 대화는 학급에서 정기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이런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학생들이 문제들을 풀 때, 자신의 생각 및 다양한 전략들을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첫 번째로 맞는 답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으로 진행하는 것 이상의 학업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묻는다: 

 . 누군가 다른 해결책을 갖고 있는가? 

 . 누군가 다른 방식으로 해결했는가? 

 . 누군가 어떤 패턴을 파악했는가? 

 .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한 방식에서 어떤 유사점 또는 차이점을 인식한 사람이 있는가?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내용을 구두 및 쓰기로 자주 반영케 하며, 타인들의 말을 들음을 통해서 그들이 배운 

전략들에 대해 반영하도록 격려한다. 학생들과 수학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더 깊게 그리고 다른 가능성들을 

숙고하도록 압박한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학습에  대해  소유권을  갖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  

모든 과목 부문에서 차별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수학 클래스는 학생을 성공 또는 실패를 겪게 할 수 있는 곳이다.  

계속 전진 할 준비가 된 학생이 지루함을 피하고 새로운 개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옵션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발언권 및 선택을 가졌을 때 노력한다.  

이러한 옵션들을 생성하는 동안 전/후방에 대한 추가 작업이 필요하지만 그 결과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 수학 

로테이션 또는 스테이션은 교사들이 소그룹과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며 클래스의 나머지 학생들이 추가 연습 또는 

의미있는 연장을 할 수 있게도 하며 심도 깊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스테이션은 연습 페이지, 앱 및 

웹사이트, 조작물, 게임, 파트너 학습, 머니 병, 수학 잡지,  논리적인 문제들 및 수학 퍼즐들을 포함할 수 있다.  

 

 

 

 
 



수학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말을 하던 안하던, 학생들은 훌륭한 수학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궁금해 한다. 이는 속도와 항상 

답이 옳아야 하는 것 만이 아님을 학생들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 이는 호기심, 열정 그리고  헌신(열심)에 

대한 것이다. 아동들은 수학자로서의 권한 위임 느낌과 그들이 수학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능 갖추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어린 아동들이 건전한 수학적 정체성을 개발할 때, 그들은 가장 높은 수준의 

수학에서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공유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