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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영재들의 뇌선호유형에 따른 문제해결 과정 사례 분석 

-Schoenfeld의 문제해결 행동요인을 중심으로-1)

김재희2) ․ 송상헌3)

본 연구는 수학영재학생들의 뇌선호유형에 따라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Schoenfeld의 문제해결 행동요인 4가지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수학영재 수업 시 고려해야 될 뇌기능 분화와 관련된 교육적 시사점을 찾아
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자는 BPI검사를 통해 좌, 우뇌별 선호도가 높은 6학
년 영재학급 학생 4명이다. 분석 결과 좌뇌선호형 학생들의 경우 객관적이고 논리
적인 판단을 좋아하는 좌뇌의 특성이, 우뇌선호형 학생들의 경우 주관적이고 직관
적인 판단을 좋아하는 우뇌의 특성이 많이 관찰되었다. 또한 문제해결과정에 나타
나는 Schoenfeld의 문제해결 행동요인도 뇌선호유형의 특성에 맞게 서로 다른 것들
이 주로 선택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좌뇌선호형 학생들과 우뇌선호형 학생
들이 각각 선택한 문제해결 행동요인을 분석하고 그들에게 상호 보완될 수 있는 
문제해결 행동요인을 안내 및 제안해 줌으로써 뇌선호유형별 학생들의 문제해결지
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수학영재, 쉔펠드, 문제해결, 뇌선호, BPI검사

Ⅰ. 서   론

뇌에 관한 의학적 연구는 기원전 1세기 히포크라테스가 좌-우뇌의 독립성을 주장하면서

부터 시작되었다. 1872년 진화론의 개척자인 다윈은 인간과 동물의 감정과 표정이 뇌에 

의해 통제된다고 주장하였으며, 1929년 독일의 신경전문의인 한스 버거에 의해 뇌파기록 

장치가 처음으로 개발되었다. 1990년 미국의 부시 대통령에 의해 ‘뇌의 시대’가 선포되

었고 2013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뇌 지도’ 작성을 미국의 최대 차세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지명하였다(중앙일보, 2013). 이처럼 뇌에 대한 연구는 최근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

고 있으며 그 중 주로 뇌기능 분화와 관련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여러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적 연구는 아직 그리 활발한 편은 아니다. 

생물학은 지난 20~30년간 유전학, 신경생물학 분야에서 큰 발달을 이루었고 이제 인간의 

가장 신비로운 영역으로 남아있던 블랙박스인 ‘뇌’의 비밀을 점차로 벗겨가고 있으며, 

최근 인식론의 신경 생물학적 고찰 및 수학활동과 관련된 두뇌의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

1) 이 글은 김재희(2013)의 석사학위논문을 발췌하여 요약/수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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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미, 2010)도 진행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뇌기능 분화에 관한 내용은 대부분 인정된 

내용이며, 좌뇌선호형 학생과 우뇌선호형 학생이 문제에 접근하여 해결하는 방식에도 차이

가 있다고 한다.

이에 수학문제해결에도 뇌선호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이며, 그에 따른 교육적 시사

점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학영재학생들의 뇌선호유형에 따라 그

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Schoenfeld의 4가지 행동요인들이 어떻게 작동하

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수학영재들을 위한 수업에서 고려해야할 시사점은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영재교육원 학생들의 문제해결 방식은 뇌선호유형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둘째, 영재교육원 학생들의 문제해결 과정에 나타나는 Schoenfeld의 문제해결 행동요인

은 좌뇌선호형 학생과 우뇌선호형 학생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셋째, 뇌기능 분화와 관련하여 수학영재 수업 시 고려해야 될 시사점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광범위한 표집으로 확대하기 전에 특정 지역의 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학급 

학생으로 제한된 한계점이 있음을 우선 밝혀둔다.

Ⅱ. 이론적 배경

1. 뇌의 특성과 학습

심순미(2008)의 영역별 영재중학생의 뇌선호 경향 연구에서는 영재중학생의 영재 영역별 

뇌선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을 영역별로 나누어 교차 분석한 결과 영재중학생 

전체의 뇌선호 경향은 통합뇌선호(43.0%), 우뇌선호(35.7%), 좌뇌선호(21.3%)의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을 영역별로 나누어 보면, 수학․과학 영재는 통합뇌선호(42.3%), 우뇌선호

(35.0%), 좌뇌선호(22.6%)의 순으로 나타났다.

심슬기, 이광호(2010)는 좌우뇌선호도에 따른 수학불안에 대한 연구에서 우뇌선호정도가 

높을수록 수학불안정도가 높고 수학불안을 유발하는 요인도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우뇌선호형 학생이 좌뇌선호형보다 감정요인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정희금(2003)의 

연구결과와 연결 지어 우뇌선호형 학생들이 수학을 더 감정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

았다. 

이진희(2011)는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뇌기능분화 및 고착과 창의적 성향 비교연

구결과 첫째, 영재학생들과 일반학생들은 뇌기능분화 활용 양상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다고 했다. 둘째, 영재학생들은 일반학생들보다 비교적 창의성 발현에 방해되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밝혔는데 이는 통합뇌선호 집단이 확산적, 수렴적 사고 제약 

고착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그 원인이었다.

이상 뇌의 특성과 학습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고찰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좌뇌선호형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우뇌선호형 학생들의 특징을 

반영한 교육활동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수학영재는 통합뇌선호형 학생의 비중이 더 많다는 것을 참고하면 좌뇌 또는 우

뇌선호형 학생들의 취약점을 보완하여 통합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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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choenfeld의 문제해결

Schoenfeld(1985)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Polya의 문제 해결 4단계에 탐구의 단계를 

추가하여 ‘분석 및 이해→ 계획 → 어려운 문제에 대한 탐구 → 실행 → 검증’이라는 문제 

해결 모델을 제시하였다(<표 1>). 또한 문제해결자의 문제해결 행동과 관련된 요인을 분

석하고, 그것을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즉, 지식과 행동의 네 가지 범주인 자원, 발견술, 

통제력, 신념체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이규현, 2003; 이지영, 2007; 장윤영, 

2008; 정동권, 김수미, 김지원, 2010, pp. 42-47).

단계 발문

단계1: 분석 및 이해

문제 해결의 최초단계로 문제에 대한 감

각을 얻는 단계

① 가능하다면 그림을 그려라.

② 특수한 경우를 조사하여라.

③ 문제를 간단히 하여라.
단계2: 계획

문제 해결의 흐름에서 전체적인 해결과정

을 제시해 주는 단계

① 단계적으로 해결을 계획하라.

② 해결의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하려는지, 왜 하

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 할 수 있도록 하라.

단계2-1: 어려운 문제 탐구

문제해결 전략의 핵심 과정

① 여러 가지 동등한 문제를 생각해 보아라

② 주어진 문제를 약간 수정하여 생각해 보아라.

단계3: 실행

실제 문제 해결 활동에서 최종단계

① 분석한 탐구 과정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라.

② 부분적인 검증을 하라.

단계4: 검증

문제 해결 과정을 개인의 일반적인 사고 

전략으로 흡수하는 중요한 과정

① 해답이 다음의 특수한 검사를 만족하는가?

② 해답이 일반적인 검사를 만족하는가?

<표 1> Schoenfeld의 문제해결과정

가. 자원

자원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원할 수 있는 개인이 소유한 수학적 지식으로, 수학적 

개념이나 원리, 법칙, 알고리즘과 같이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지도하고 있는 사실적, 절차

적, 명제적 지식을 포함하는 ‘사실과 일상에 대한 공식 및 비공식적인 지식’을 의미한다. 아

동들의 문제해결 시도가 왜 그런 식으로 전개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지식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한 아동이 어떤 특별한 문제해결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수학적 지식의 목록 즉, ‘자원’을 소유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

나. 발견술(전략)

발견술이란 효율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주요 원리로 ‘익숙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험적인 방법과 전략, 기술’을 의미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습득

하고, 기초적인 문제를 사용하여 연습을 하는 것 이외에, 문제해결 기술인 ‘발견술’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해결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 것인가 하는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어 온 것이 발견술적 사고 전략이다. 발견술은 문제해결자가 자신에게 스

스로 던지고 따르는 발문과 권고의 집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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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제력

통제력이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발견술(전략) 중에 어떤 것을 선별하고 채택할 

것인가에 대한 ‘메타인지적 지식이나 방법’을 의미한다. 문제해결에서 ‘자원’이나 

‘발견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용 가능한 자원을 언제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문제해결 계획을 세우고, 실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면서, 문

제해결 과정을 조정해 나가는 의식적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문제해결자의 통제력이 우수

하면 자원을 창출하고 다소 어려운 문제라 해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반면, 통제력

이 낮으면 자원을 낭비하고 문제해결에 실패하게 된다. 따라서 통제를 잘 하는 문제해결자

라야 자신이 가진 자원의 대부분을 활용하고 어려운 문제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라. 신념체계

신념체계란 수학 또는 수학과 관련된 과제에 접근할 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 

관점이나 선입견’을 의미한다. 신념체계는 자원, 발견술, 통제력이 작동하는 장을 개인적

으로 특성화하는 기능을 가진다. 신념체계는 수학 학습 활동의 여러 요소를 결정짓는 역

할을 한다. 수학 불안과 성공에 대한 두려움은 아동의 수학적 수행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

치기도 한다. 수학에 대한 개인적 신념은 그가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결정하여, 어떤 전

략을 선택하고 또 어느 정도로 그 작업에 매달릴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Ⅲ. 연구의 방법

1. BPI검사를 통한 연구 대상자 선정

본 연구를 위해 선정한 영재학급 학생들은 우선 경기도 G교육지원청부설 영재교육원에 

재학 중인 6학년 학생 20명이다. 이들은 관내 총37개의 초등학교에서 선발된 학생들로 학

년별 영재학급에 소속되어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좌우뇌선호도 검사지(BPI)를 이용한 정

희금(2003)의 연구에 따라 BPI 4.00미만은 좌뇌선호형, BPI 6.00이상은 우뇌선호형으로 판

별하였다. 이 방법은 양뇌선호형의 범위를 가장 넓게 고려하는 방법으로 좌우뇌선호 경향

성이 더 명확해지므로 신뢰도와 타당도의 문제는 많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

에서도 위의 기준을 사용하였다.

20명의 영재학급 학생들의 BPI검사 결과 뇌선호도 4.0미만인 좌뇌선호형 학생이 6명, 6.0

이상인 우뇌선호형 학생이 4명, 통합뇌선호형 학생은 10명이 나왔다. 이들 중 BPI검사결과 

점수가 가장 낮은 학생인 LS1(3.40), LS1(3.32)을 좌뇌선호형, BPI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학생RS1(7.08), RS2(6.98)를 우뇌선호형 연구대상으로 총 4명의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좌뇌선호형 학생 우뇌선호형 학생

LS1 BPI 3.40 RS1 BPI 7.08

LS2 BPI 3.32 RS2 BPI 6.98

<표 2> 연구대상자들의 BPI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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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학 문제해결력 검사 문항

수학 문제해결력 검사에 처음 사용한 문항은 총 12문항이다. 이 문항들 중 10문항은 기

존의 각종 문제해결 관련 서적에 자주 등장하는 보편적인 문항(정동권, 2004; 정동권, 김

수미, 김지원, 2010)들로 연구 대상자들의 수준과 검사의 성격에 가장 부합할 것으로 판단

하여 그대로 가져왔으며, 작도와 관련된 두 문항은 연구 대상 학생들의 조작능력을 확인

하고자 일부 수정하였다. 이들 중 문제가 너무 쉽거나 어려운 것은 제외하고 문제해결과

정이 명확하게 잘 드러나 뇌선호유형별 학생들의 특징을 비교적 잘 확인할 수 있는 6문항

만 선정하였다. 분석문항의 검사결과는 <표 3>과 같다. 

학생
검사 문항 번호

평균 학생
검사 문항 번호

평균
1 2 3 4 5 6 1 2 3 4 5 6

LS1 10 10 10 5 10 5 8.3 RS1 5 10 7 5 10 10 7.8

LS2 10 10 10 7 10 10 9.5 RS2 5 7 10 5 10 10 7.8

평균 10 10 10 6 10 7.5 8.9 평균 7.5 9.3 9.3 5.5 10 8.8 7.8

<표 3> 선정된 문항에 대한 각 연구대상자들의 검사 결과

3. 자료 분석 과정

가. 뇌선호유형별 분석기준

<표 4> 뇌선호유형별 특징

좌뇌선호형(L) 특징 우뇌선호형(R) 특징

L1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L2 선택형으로 질문한다.

L3 은유나 유추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L4 시각적, 청각적 자극에 가장 잘 응답한다.

L5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을 좋아한다.

L6 사고와 기억을 일차적으로 언어에 의지한다.

L7 언어의 사용에서 좌뇌선호형의 학생들은 단

순한 단어형태로 제시한다.

L8 논리적인 문제 해결을 선호한다.

L9 언어적, 분석적, 논리적, 계열적, 디지털연산

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한다.

L10 먼저 규칙을 찾아 정보를 처리하려는 성향

이 있다.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을 먼저 

처리하고, 논리적인 방법을 통해 순차적으

로 정보를 처리한다.

R1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R2 개방적으로 질문한다.

R3 은유나 유추를 자주 사용한다.

R4 활동적 자극 상황에 잘 호응한다.

R5 포착하기 힘든 알쏭달쏭한 정보를 좋아한다.

R6 사고와 기억을 주로 상에 의지하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키는 데 그림을 사용

한다.

R7 언어의 사용에서 우뇌성향의 학생들은 문장

형태의 서술식 표현을 사용한다.

R8 직관적인 패턴을 보고 예감이나 육감으로 

해결한다.

R9 종합적, 공간적, 창의적, 유추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한다.

R10 직관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먼저 수집한 후 

각 부분의 예를 찾아 전체적인 것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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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원 학생들의 문제해결 과정에 나타나는 특징이 뇌선호유형에 따라 서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정귀원(2007), 임호찬(1999)이 소개한 내용과 

Newquist(2007)의 연구내용을 참고해 뇌선호유형에 따른 일반적 특징들 중 학업과 관련된 

요소들만 정리하여 문제해결행동을 분석하기 위한 틀을 <표 4>와 같이 만들었다. 

나. Schoenfeld의 문제해결 행동요인 분석 기준

검사문항에 대한 Schoenfeld의 문제해결 행동요인은 뇌선호유형별로 어떤 요인들이 자주 

나타나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이지영(2007), 장윤영(2008)이 소개한 Schoenfeld의 4가지 

문제해결 행동요인의 세부특징을 코드화하여 분석의 틀(<표 5>)을 만들었다. 

<표 5> Schoenfeld의 문제해결 행동요인 분석 기준

요인 코드 내용 요인 코드 내용

1

자원

Res1 문제와 관련하여 알고 있는 사실 

3

통제

력

Con1
자원을 신중하게 선택하여 적절하

게 사용하거나 재수정 Res2 알고리즘절차

Con2 문제 해결중 목표 확인 및 재인식
Res3

관련 영역을 다루는 데 필요한 법

칙에 대한 이해 Con3 문제 해결 과정을 총체적으로 점검

Res4
문제와 관련된 비형식적이고 직관

적인 지식
Con4

잘못된 관점을 바꾸어 새로운 해결 

방법 구하기

Res5 틀에 박힌 비 알고리즘 절차
Con5

자원을 잘못 기억하고 있거나 기억

하지 못한 경우Res6 인지적 자원 

Con6 문제 해결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

2

발견

술

Heu1 그림그리기

Con7 잘못된 의사 결정을 따르는 경우Heu2 규칙성 찾기

4

신념

Bel1
만약 네가 어떤 공식을 잊었다면, 

그건 너무 안 된 일이다. 

Heu3 표 만들기

Heu4 단순화하기

Bel2
발견을 요하는 문제에서 형식적 수

학에 의존하지 않는다. 

Heu5 예상과 확인

Heu6 실제로 행하기

Bel3
수학적 문제가 풀린다면 반드시 10

분 이내에 해결된다. 
Heu7 거꾸로 풀기

4.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분석 자료는 연구대상자가 서술형으로 작성한 풀이의 과정, 문제해결 전후에 작성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세워보기’, ‘문제해결 후 나의 생각 쓰기’등에 대해 작성한 결과물

과 문제해결과정 중 오류가 생겨 부분점수만 받은 연구대상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에 

대한 의견을 기록하여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의 분석은 <표 4>를 기준으로 하여 문제해

결과정 속에 뇌선호유형별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 한 후, <표 5>를 기준으로 뇌

선호유형별로 Schoenfeld의 문제해결성공요인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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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및 논의

1. 문항별 문제해결과정 분석

가. 문항 1번 분석

1. 에스컬레이터의 계단 수

작동 중인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의 계단 수를 알아보기 위해, 18단을 걸어 올라간 곳부터 최

상단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였더니 80초가 걸리고, 33단을 걸어올라 간 곳부터 최

상단까지 가는데 70초가 걸렸다. 계단은 몇 단이나 될까?

LS1 LS2 RS1 RS2

[그림 1] 문항 1번 문제해결과정

LS1은 그림을 그려(Heu1) 문제를 해결하였고, LS2는 문자 x, y를 사용하는 등 관련영

역을 다루는 데 필요한 법칙을 이해(Res3)하고 문제 해결에 사용될 개념과 밀접한 절차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x-8=y, y만큼 가는데 80초 x-33=a, a만큼 가는데 80초’라는 표현

에서 볼 수 있듯이 문제의 범위를 분해하고 각 경우에 대해 조사(Heu4)하는 전략을 사용

했다. 또한 LS1과 LS2는 문제 해결에 사용될 개념과 관련된 표준화된 절차(Res3)에 의해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며 학생 둘 다 알고 있는 자원을 신중하게 선택(Con1)하여 체계적

으로 문제를 해결한 과정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정답을 구하지 못한 RS1, RS2의 인터뷰 내용은 <표 6>과 같다.

RS1 RS2

교사: 잘못구한 것 같은데? 15=10이 무슨 뜻

이지?

RS1001: 10초에 15층, 아니다! 15단이구나. 계산

을 잘 못했나?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교사: 일단 47단은 너무 적은 것 같아. 그렇

지 않아?

RS2001: 아, 상상이 잘 안가요.

<표 6> 오답문항에 대한 인터뷰(문항 1)

RS1과 RS2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원을 사용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체계적인 절차나 

순서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문제를 보면서 순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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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된 것을 사용(Res6)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RS1의 경우 ‘15층=10초, 120층=80초’ 

즉 15단을 올라가는데 10초가 걸리고 120층을 올라가는데 80초가 걸린다는 것은 잘 찾아

냈으나, ‘120+18 =198’과 같이 계산상의 단순한 오류(Con6)로 정답을 구하지 못했다. 

그런데 RS1001을 통해 쉽게 어려운 문제로 판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RS2는 곱셈식을 

사용하여 ‘5’가 나오는 과정과 ‘1단=5초, 70초=14단’이라는 오류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잘못된 의사결정(Con7)을 따라 문제를 해결해 정답을 구하지 못하였다. RS2001을 보면 

문제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나. 문항 2번 분석

2. 초콜릿과 크림의 양 비교

윗면이 정사각형 모양인 케이크를 만든다. 윗면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바깥쪽에

서부터 폭이 1cm인 크림과 초콜릿을 교대로 바른다. 한 변의 길이가 11cm인 케

이크에서는 크림을 바르는 넓이가 초콜릿을 바르는 넓이보다 얼마나 넓은가.

LS1 RS1 

LS2 RS2 

[그림 2] 문항 2번 문제해결과정

LS1은 ‘규칙을 각각 구해 비교한다, 그림을 그려 푼다.’는 전략을, LS2는 ‘정사각형을 

여러 개로 쪼갠다, 작은 정사각형의 넓이를 빼는 방법을 반복’하는 전략을 생각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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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1, LS2 모두 나중에 생각해 낸 전략인 그림그리기(Heu1), 규칙성 찾기 전략(Heu2)을 

선택하였다. 이는 논리적인 판단에 의해 처음에 세운 관점을 바꾸어 새롭게 생각해 낸 방

법을 선택(Con4)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LS1, LS2의 풀이를 보면 관련 영역을 다루

는 데 필요한 법칙에 대한 이해(Res2)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에 사용될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표준화된 절차(Res3)가 사용됐다. LS1은 그림(Res8) 위에 문제의 정보와 선택

한 자원을 신중하고 적절하게 표현하여(Con1) 문제해결에 도움을 받았지만, LS2는 문제

해결과정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나 정답을 올바로 구하진 못했다. 

정답을 구하지 못한 LS2, RS2와의 인터뷰 내용은 <표 7>과 같다.

LS2 RS2

교사: 잘 푼거 같은데, 혹시 중간에 포기한 건 

아니지?

LS2001: 풀다보니 어떻게 할지 헷갈렸어요. 잘 

푼 애들을 보니 어떤 공식이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교사: 풀이과정이 되게 간단하네. 중간에 

실수한 거 같은데?

RS2002: 이상하다. 맞은 거 같은데. 뭐지?

<표 7> 오답문항에 대한 인터뷰(문항 2)

LS2001를 통해 LS2는 공식이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을 기억해내지 못한 것을 문제해결 실패의 원인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스스로 문제를 탐구하여 일반화된 방법을 찾으려고 한 다른 학생과 

비교되는 것으로 ‘자신의 힘으로 공식을 이끌어 낼 수 없다(Bel1)’는 신념이 나타난 것

으로 분석할 수 있다. 즉 공식을 모르므로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잘못된 결정(Con6)으로 문

제해결에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RS1은 ‘그림을 그려 푼다, 전체넓이에서 뺀 후 하나씩 계산한다.’는 전략을 세웠는데,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그림을 사용한 점(Heu1)이 눈에 들어온다. RS2는 ‘각각의 크

기를 구하고 크림은 뺀다, 규칙을 찾아서 해결한다.’는 전략을 생각해 냈는데 전략이 구

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문제를 보면서 순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선택(Res6)

된 자원을 사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RS1, RS2는 모두 전체넓이에서 뺀 후 하나씩 계산

하는 전략과 각각의 크기를 구하고 크림은 뺀다는 전략을 선택했다. 즉 문제를 단순히 보

고(Heu4) 해결하려는 전략을 선택했는데 서로 같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또 RS1은 문

제해결과정에 맞는 그림을 그려 문제를 해결(Heu1)함으로써 답을 내는 데까지 틀에 박힌 

비 알고리즘 절차(Res5)를 사용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검산은 답을 구한 다음에 

하지 않고 검산과정을 거친 후 답을 낸 것으로 보아 문제 해결 과정을 총체적으로 점검

(Con3)한 통제력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RS2는 정답을 구하지 못했으나 RS2002

를 보면 자신의 오류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해결과정을 보

면 '2-8㎠ 9-1'와 같이 형식적인 수학에 의존하지 않고(Bel2) 자신만의 표형방법을 사용하

였다. 사용한 전략은 1부터 6까지 순서대로 항목을 정해 적은 것을 볼 때 선은 없지만 표 

만들기(Heu3)와 흡사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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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항 3번 분석

3.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작도
A                           B선분AB를 지나는 수직 이등분선을 작도하시오.

LS1 RS1

LS2 RS2

[그림 3] 문항 3번 문제해결과정

LS1, LS2 모두 전시학습을 통해 배워 알고 있는(Res3) 공준 3가지를 떠올리고 이 문제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특히 LS1은 알고 있는 공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서술한 것으로 보아 

관련 영역을 다루는 데 필요한 법칙에 대하여 잘 이해(Res3)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S2는 공준 이외에 문제와 관련하여 알고 있는 사실(Res1)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 LS1은 그림을 그려(Heu1) 실제로 해보며(Heu6) 해결 전략을 순서대로 적었다. 해결 전

략 자체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 있는데 LS1이 찾은 자원 중 ③을 보면 ‘한 개의 직

선을 가지고 그 직선의 수직이등분선을 작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미 알고 있는 방법

을 선택하여 적절하게 사용(Con1) 했다고 볼 수 있다. LS2는 선분AC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과 선분BC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다고 하면서 점 A와 점 B가 중심이 됨을 괄호

를 사용하여 따로 설명하였다. 이것은 ‘문제해결’ 과정을 설명하면서 목표를 확인하고 

재인식(Con2)했기 때문이다. LS2는 방법만 알면 쉽지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여 순간 헷

갈렸다는 표현에서 하는 방법을 잊었다면 너무 안 된 일(Bel1)이라는 신념을 엿볼 수 있

다.

RS1은 공준 3가지를 다 알고 있다(Res3)는 것을 표현하였고, 그림을 통해 문제와 관련하

여 알고 있는 지식을 비형식적인 방법(Res4)으로 나타냈다. RS2는 실제로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지식인 공준에 관한 것들은 언급하지 않고 ‘수직을 안다, 점을 안다’등과 같이 

문제와 관련하여 알고 있는 사실(Res1)은 단순히 열거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RS1은 

그림을 이용(Heu1)하여 설명하였으나 설명내용 중에 그림에 대한 언급은 없고 ‘점을 지

날 수 있는 수직이등분선’이라고 표현했는데 구체적인 전략이라기보다는 문제를 보고 이

미 학습된 것이 순간적으로 떠오른 것을(Res6) 표현한 것으로 보이다. RS2의 설명은 LS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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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과 비슷하나 큰 차이점이 있는데 점을 기호로 설명하기 보다는 ‘한 점’이라고 표현

하였다는 것이고 중심을 어떤 점으로 해야 하는지도 나타나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

으로 보아 RS2는 형식적 수학에 의존하지 않는다(Bel2)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RS2의 

‘아하, 그렇구나’라는 표현은 문제를 보면서 순간적이고 무의식적으로(Res6) 자원을 찾

아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수직 이등분선 작도랑 비슷하다는 표현에서 경험적인 토대

를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Res4)했음을 알 수 있다.

라. 문항 4번 분석

4. 실제 측정 방법 설명하기

운동장에 반지름이 3m인 원을 그리고, 그려진 원의 길이를 실제로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LS1 RS1

LS2 RS2

[그림 4] 문항 4번 문제해결과정

LS1은 지름과 원둘레의 비와 원의 정의 등 문제와 관련하여 알고 있는 사실(Res1)을 나

열하였고, 원을 그리기 위해 점을 8개 찍는다는 단순화 전략(Heu4)을 표현하고 있다. LS2

는 원을 그리는 법, 줄자 사용법, 길이를 재는 법, 정사각형을 그리는 법, 선분의 중심을 

찾는 법 등의 설명에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알고리즘 절차(Res2)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LS1은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집합이라는 원의 정의를 이용하여

(Res3) 한 점을 중심으로 점 8개를 찍어(Heu4) 원을 그리는 전략을 세웠다. LS2는 사각형

을 2개 그리고(Heu4) 각 꼭짓점을 이어 원을 그린다는 표현으로 보이는데 점 8개를 찍어 

잇는 LS1의 방법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단 이 방법은 운동장위에서 단지 점 8개를 이

어 원을 그리는 방법에 비해 사각형이라는 자원을 신중하게 선택하여 적절히 사용(Con1)

함으로써 완전원에 더 가깝게 그리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이 다르다. LS1이 그린 원의 

둘레의 길이는 17.55m가 나왔다. 전략은 그럴 듯 했다고 판단했지만 결국 점의 개수가 적

어 오차가 많이 난 경우로 잘못된 의사결정을 따른 경우(Con7)로 볼 수 있다. LS2가 그린 

원의 둘레의 길이는 18.20m가 나왔는데 ‘즉흥적으로 했다’는 표현에서 문제를 보면서 

순간적으로 선택된 것(Res1)을 사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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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1의 ‘원을 알고 있다’는 표현은 원의 정의를 알고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는 것인지 여러 도형 중 원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인지 확실하지가 않다. π를 알고 있다

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문제를 보고 그와 관련하여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것들이 순

간적이고 선택된 것(Res6)이라 할 수 있다. RS2는 LS2에서 짐작할 수 있는 알고리즘 적인 

절차는 찾아볼 수 없고, 단순히 문제와 관련하여 알고 있고(Res1) 문제와 관련된 직관적인 

지식(Res4)을 나열했다고 불 수 있다. 또 RS1과 RS2의 그림(Heu1)은 너무 비슷하다. 표현

한 전략에 거리를 나타내는 숫자나 설명도 없고 단지 그림(Heu1)으로 설명하였다. 그림을 

보면 원을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된다는 식의 표현으로 문제를 보고 답을 내는데 까지 틀에 

박힌 비 알고리즘적인 절차(Res5)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RS1은 18.65m로 가장 정

확한 원을 그렸다. 줄자를 땅에 찍는 방법이 획기적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형식적 수학

은 실제적 사고나 문제 해결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Bel2)는 신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감성적인 표현이 많고, RS2는 물론 LS1, LS2 보다도 정확한 원을 그렸음에도 실패했다

고 생각하는 것 같다. RS2는 17.90으로 비교적 오차가 많은 편이다. 그 원인을 ‘중심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문제 해결 중 일어난 잘못된 판단(Con6)

이라고 할 수 있다.

마. 문항 5번 분석

5. 고대 이집트인들의 계산 √   1      43
√   2      86
     4     172
     8     344
√  16     688-----------------

-------
43 + 86 + 688 = 817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곱셈 43×19를 오늘날과는 달리 오른쪽과 같

은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이를 잘 관찰하고 이 방법에 따라서만 

71×59를 계산하여라.

LS1 RS1 

LS2 RS2 

[그림 5] 문항 5번 문제해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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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1은 문제와 관련하여 알고 있는 현대식계산법(Res1)과 계산의 과정을 비교해 보고 알

고리즘절차(Res2)를 찾아보려고 하였다. LS2는 ‘앞의 √는 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2, 

4, 8, 16은 1부터 두 배씩 커진다’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문제에 분석적으로 접근하

여 규칙성(Heu2)을 찾아 해결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또 LS1은 형식적인 알고리즘을 사용

(Res2)해 문제를 먼저 풀어 본 후 정답과 비교해가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계산식의 

왼쪽 수중 몇 개를 골라 곱하는 수의 오른쪽 수가 만들어지게 한다’는 표현을 통해 계산

식의 오른쪽과 왼쪽을 비교해가며 풀이방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해 가는 예상과 확인

(Heu5)의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S2는 √ 표시가 되어있는 수들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규칙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Heu2). √ 표시가 되어있는 수들의 성질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번의 계산시도를 한 흔적이 남아있다.

RS1은 ‘탐구해서 알아내 구한다, 원하는 수를 곱한다.’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문제와 관련하여 알고 있는 비형식적이고 직관적인 지식(Res4)을 이끌어 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직접 탐구해서 알아내 구한다는 말은 문제 장면을 실제로 실행해 보

려는(Heu6) 의도로 보인다. RS2의 경우 문제와 실질적인 관계가 없는 ‘2진법과 같은’ 

표현을 보면 문제를 논리적으로 탐구해서 관련영역의 법칙을 발견한 것이라기보다는 문제

를 보면서 순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선택된 것(Res6)을 문제 해결전략으로 떠올린 것이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RS1은 문제를 이미지화 시켜(Heu1)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려 

하고 있다. 또한 ‘곱한 수를 더해 59가 되게 만든다, 위에 있는 순서대로 더한다’는 표

현에서 알 수 있듯이 형식적인 알고리즘에 의한 풀이가 아닌 문제와 관련하여 비형식적이

고 직관적인 지식, 상투적인 절차를 사용 했다(Res5)는 것을 알 수 있다. RS2는 59를 분해

하여 직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는데 문제해결과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문제

를 해결했는지 드러나지 않는다.

바. 문항 6번 분석

6. 연결고리

40cm

10cm         10cm

오른쪽 그림과 같은 블록을 아래 그림과 같이 나열한다. 100개를 

나열하면 끝에서 끝까지 몇 cm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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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1 RS1

LS2 RS2

[그림 6] 문항 6번 문제해결과정

LS1은 문자를 사용하여 문제의 규칙성(Heu2)을 찾아보고자 시도하였다. 하지만 x와 y의 

길이를 합친 것이 49개 있다는 판단과 두 번째 그림(Heu1)에서 마지막 부분을 잘못 나타

내 문제 해결 과정 중 잘못된 판단(Con6)과 잘못된 의사결정(Con7)을 따랐음을 알 수 있

다. LS2는 ‘블럭×6’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100개를 6개로 단순화하여(Heu4) 처음과 

마지막을 끊고 먼저 계산해 보는 전략을 사용했다. 겹친 부분의 길이를 잴 수 있는 자원을 

신중히 선택하여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였다. 그림까지 그려 문제를 

창의적으로 점검(Con3)하는 과정이 나오지만 문제 해결에 사용된 그림의 y와 문제를 푼 

후 느낌을 정리해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y의 길이가 서로 다르다. 즉 그림이 틀렸다. 또

한 이런 문제를 풀어 본적이 있는데 잘 생각이 안 난다는 글을 보면 자신의 자원을 잘못 

기억하고 있거나 기억하지 못한 경우(Con5)로 볼 수 있다.

RS1은 그림을(Heu1) 40씩 나누어 단순화(Heu4)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40cm가 

계속 나오겠네’ 라는 표현에서 규칙성(Heu2)을 찾아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개에 

40cm 2개, 3개에 40cm 3개... N개에 40cm N개’라고 쓴 것으로 보아, 문제해결에서 어느 

정도 사고가 필요한 알고리즘 절차(Res2)를 자원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마지막

에 남은 부분을 찾아냄으로 문제와 관련된 비형식적인 지식(Res4)도 나타나 있다. RS2도 

RS1과 비슷한 방법을 사용했는데 RS1은 40cm씩 100개의 길이에 남의 길이 20cm를 합쳐 

문제를 해결 하였고, RS2는 40cm씩 98개의 길이에 남은 길이 100cm를 합쳐 문제를 해

결하였다. 또 RS2는 정답을 구했으나 ‘실수 했네’라는 표현으로 보아 새로운 해결방법을 

찾아(Con4) 문제의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빨리 풀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조금 

조마조마’했다는 표현에서 실수의 원인은 빨리 풀려야한다는 생각(Bel3)으로 문제에 접근

했다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2. 뇌선호유형별 문제해결 행동요인 분석

문항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리한 뇌선호유형에 따른 Schoenfeld의 문제해결행동요인별 

사용빈도(A)를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수치화하였다.

사용빈도(A) = (좌뇌선호형의 사용빈도) - (우뇌선호형의 사용빈도)

이때, 사용빈도(A)의 값이 2 이상일 경우 좌뇌선호유형의 특징으로, -2이하일 경우 우뇌

선호형의 특징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하고 그 값에 해당하는 Schoenfeld의 문제해결 행동

요인을 좌뇌선호형 또는 우뇌선호형의 특징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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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원

뇌선호유형에 따른 자원의 사용빈도 분석 결과, A 값이 -1로 나타난 Res1을 제외한 나

머지 요인들은 뇌선호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좌뇌선호형 우뇌선호형
A

좌뇌선호형 우뇌선호형
A

문항 계 문항 계 문항 계 문항 계

Res1 10 1 9,10 2 -1 Res4 9,10,11,12 4 -4

Res2 8,9,10,11 4 12 1 3 Res5 8,10,11,12 4 -4

Res3 6,8,9,10 4 9 1 3 Res6 10 1 6,8,9,10,11 5 -4

<표 8> 뇌선호유형별 자원의 사용빈도

뇌선호유형별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은 자원인 Res1(문제와 관련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제외한 결과를 뇌선호유형별로 나누어 구분하면  <표 9>와 같다.

좌뇌선호형(L) 우뇌선호형(R)

(Res2)알고리즘절차: 문제 해결 양식

에서 어느 정도의 사고가 필요

한 것 

(Res3)관련 영역을 다루는 데 필요한 

법칙에 대한 이해: 문제 해결에 

사용될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

되고 표준화된 절차 

(Res4)문제와 관련된 비형식적이고 직관적인 지식: 경험

적인 토대를 문제 해결을 위해 직관적으로 투입하

는 지식

(Res5)틀에 박힌 비 알고리즘 절차: 기계적 절차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문제를 보고 답을 내는 데까지 거의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Res6)인지적 자원(초기탐색공간): 문제를 보면서 순간적

으로, 무의식적으로 선택된 것 

<표 9> 뇌선호유형별 자원의 특징

나. 발견술(전략)

뇌선호유형에 따른 중 발견술(전략)의 사용빈도 분석 결과, A 값이 -1, 0, 1 등으로 뇌선

호유형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다만 Heu1이 뇌선호유형에 

관계없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림그리기 전략은 보통 우뇌

선호형 학생들의 특징이라고 알고 있다. 따라서 같은 그림그리기 전략이라도 뇌선호유형

별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뇌선호형 학생들만의 특징으로 잘못 알고 있

는 것은 아닌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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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좌뇌선호형 우뇌선호형

A
문항 계 문항 계

Heu1 6,8,9,10,12 5 6,8,9,10,11,12 6 -1

Heu2 8,11,12 3 11,12 2 1
Heu3 0 8 1 -1

Heu4 6,10,12 3 8,12 2 1
Heu5 11 1 0 1

Heu6 9 1 11 1 0
Heu7 9 1 0 1

<표 10> 뇌선호유형별 전략의 사용빈도

그림그리기의 특징을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좌뇌선호형(L)의 특징 우뇌선호형(R)의 특징

1. 문제에 나타난 정보를 그림위에 모두 표현

하여 문제해결의 아이디어를 얻는데 주로 

이용한다.

2. 문제사황의 사실적인 묘사보다는 간략하게 

표현하는 것을 선호한다. 

3. 자신의 지식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그림

을 사용한다. 

4. 문자 등의 기호를 사용하여 그림을 그린

다. 

5.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수

단으로 그림그리기를 이용한다.

1. 문제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그림그리기를 

이용하며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선호

한다. 

2. 정보를 하나의 그림 위에 표현하기 보다는 

상황마다 따로 따로 표현한다.

3. 그린 그림을 이용한 체계적인 설명은 하지 

않는 편이다.

4. 그림 위에 기호 등 수학적인 표현은 잘 나

타나지 않는다.

5. 풀이의 과정을 그대로 그림 위에 표현하면

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표 11> 뇌선호유형별 특징(Schoenfeld의 발견술 중 그림그리기 전략)

다. 통제력

<표 12> 뇌선호유형에 통제력의 사용빈도

좌뇌선호형 우뇌선호형
A

좌뇌선호형 우뇌선호형
A

문항 계 문항 계 문항 계 문항 계

Con1 6,8,9,10,12 5 5 Con5 12 1 -1

Con2 9 1 1 Con6 8,12 2 6,8,10 3 -1

Con3 8,12 2 -2 Con7 10,12 2 6 1 1

Con4 12 1 9,12 2 -1

뇌선호유형에 통제력의 사용빈도 분석 결과, 뇌선호유형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요인이 

골고루 관찰 되었다. 다만 Con1은 유독 좌뇌선호형 학생들에게서만 관찰이 되었다. 이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지식을 선호하는 좌뇌선호형의 특징과 관련 하여 나타난 것이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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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또한 좌뇌선호형 학생들의 신중한 선택은 우뇌선호형학생들 보다 높은 평가결과

가 나온 것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Con3는 많은 횟수는 아니지만 우

뇌선호형 학생들에게서만 관찰이 되었다. 우뇌선호형 학생들은 좌뇌선호형 학생들에 비해 

논리적,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은 부족한 편이지만 문제해결과정을 총체적으

로 점검하는 활동을 통해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선호유형별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 통제력은 Con1, Con3로 두 가지 요인뿐이었

다. 위의 결과를 뇌선호유형별로 나누어 구분하면 <표 13>과 같다.

<표 13> 뇌선호유형별 특징(Schoenfeld의 통제력)

좌뇌선호형(L)의 특징 우뇌선호형(R)의 특징

(Con1)문제 해결에 긍정적 영향: 자원을 신중하

게 선택하여 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재수정 

(Con3)문제 해결에 긍정적 영향: 문제 해결 과

정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기 

라. 신념

뇌선호유형에 따른신념의 사용빈도 분석 결과, 좌뇌선호형 학생은 Bel1에 대해서만 2번 

관찰되었는데 이는 자원의 알고리즘절차(Res2)나 필요한 법칙에 대한 이해(Res3)가 좌뇌선

호형 학생들에게 더 많이 나타난 것과 관련이 있다. 

좌뇌선호형 우뇌선호형
A

좌뇌선호형 우뇌선호형
A

문항 계 문항 계 문항 계 문항 계

Bel1 8,9 2 2 Bel3 6,12 2 -2

Bel2 8,9,10 3 -3

<표 14> 뇌선호유형별 신념의 빈도

위의 결과를 뇌선호유형별로 나누어 구분하면 <표 15>와 같다.

좌뇌선호형(L)의 특징 우뇌선호형(R)의 특징

(Bel1)만약 네가 어떤 공식을 잊었다면, 그건 

너무 안 된 일이다. 결국, 너는 천재가 

아니므로 너의 힘으로는 그 공식을 끌어 

낼 수 없다. 

(Bel2)발견을 요하는 문제에서 형식적 수학에 

의존하지 않는다. 형식적 수학은 실제적 

사고나 문제 해결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 

(Bel3)수학적 문제가 풀린다면 반드시 10분 이

내에 해결된다. 

<표 15> 뇌선호유형별 특징(Schoenfeld의 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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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이 글은 수학영재학생들의 뇌선호유형에 따라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Schoenfeld의 4가지 행동요인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수학영재들을 

위한 수업에서 고려해야할 시사점은 도출하는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연구의 결과를 요약

하여 이를 결론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뇌선호유형에 따른 영재교육원 학생들의 문제해결 방식에서 좌뇌선호형 학생들의 

경우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좋아하는 좌뇌의 특성이 많이 관찰되었고, 우뇌선호형 

학생들의 경우 주관적이고 직관적인 판단을 좋아하는 우뇌의 특성이 많이 관찰되어 수학

영재학생들도 뇌선호유형에 따라 일정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뇌선호유

형에 따른 문제해결 방식의 차이는 Schoenfeld의 문제해결 행동요인의 사용 빈도에도 영

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Schoenfeld의 문제해결 행동요인 중 좌뇌선호형 학생들로부터는 알고리즘 등 표준

화된 절차,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과정, 신중함 등의 요인이 주로 관찰되었고, 우뇌선호형 

학생들로부터는 비형식적이고 직관적인 지식, 문제의 상황파악을 위한 그리기, 문제해결과

정의 총체적 점검 등의 요인이 주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Schoenfeld의 문제해결 행동요인

도 뇌선호유형의 특성에 맞게 서로 다른 것들이 주로 선택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뇌선호유형에 따라 Schoenfeld의 문제해결 행동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연

구대상자가 선택하여 활용하지 못한 행동요인으로 인해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오

류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좌뇌선호형 학생들에게는 우뇌선호형 학생들

이 많이 선택한 문제해결 행동요인을 안내해주고, 우뇌선호형 학생들에게는 좌뇌선호형 

학생들이 많이 선택한 문제해결 행동요인을 안내해준다면 각각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제해결 행동요인이 많아져 문제해결에 일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

다. 즉, 좌뇌선호형 학생들에게는 문제의 알고리즘에 얽매이기 보다는 우뇌선호형 학생들

의 특징인 문제를 보면서 순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선택된 것을 사용하기, 상황파악을 위

한 그리기전략 소개하기, 문제해결과정 중 총체적인 점검시간 갖기 등의 방법을, 우뇌선호

형 학생들에게는 좌뇌선호형 학생들의 특징인 비형식적이고 직관적인 지식보다는 알고리

즘 등 표준화된 절차, 문제의 과정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해결해 나가기, 자

원을 신중하게 선택하기를 안내해 주는 것이다.

위의 연구의 결과에 따라 다음을 제안한다. 임호찬(1999)은 아동기 어린이와 사춘기 학

생들을 대상으로 좌-우 반구의 비대칭성이 어느 연령에서 더 잘 나타나는지 그리고 연령

증가에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발달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에서 반구 비대칭성은 

7-8세 아동의 가장 강하게 나타나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감소함을 밝혔다. 이 결

과는 좌-우 반구간의 기능적 비대칭성은 7세 이전에 이미 갖추고 있음을 반영하며, 연령 

증가에 따라 점차 동등해지는 양상으로 발달함을 시사한다. 허희전(2003)은 초등학교 영재

학급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초등 영재학생들은 통합뇌선호형 학생이 

45.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우뇌선호형 학생 31.3%, 좌뇌선호형 학생 22.9% 순으로 나왔

다. 즉 통합뇌선호형 학생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본 연구에서도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한 뇌선호도 검사 결과 20명중 10명의 학생이 통합뇌선호형으로 나타난 것도 위 

연구 결과들을 뒷받침해 준다. 이는 본연구의 결과를 적용할 대상 인원은 연령이 올라갈

수록 소수로 한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다 저학년을 대상으로한 뇌선호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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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se Analysis of Problem Solving Process Based on Brain Preference of 

Mathematically Gifted Students

-Focused on the factors of Schoenfeld's problem solving behavior-

Kim, Jae Hee4); & Song, Sang Hun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selection of factors of Schoenfeld's problem 

solving behavior shown in problem solving process of mathematically gifted students 

based on brain preference of the students and to present suggestions related to 

hemispheric lateralization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teaching such students. The 

conclusions based on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as for problem solving methods of the students in the Gifted Education Center 

based on brain preference, the students of left brain preference showed more 

characteristics of the left brain such as preferring general, logical decision, while the 

students of right brain preference showed more characteristics of the right brain such as 

preferring subjective, intuitive decision, indicating that there were differences based on 

brain preference. 

Second, in the factors of Schoenfeld's problem solving behavior, the students of left 

brain preference mainly showed factors including standardized procedures such as 

algorithm, logical and systematical process, and deliberation, while the students of right 

brain preference mainly showed factors including informal and intuitive knowledge, 

drawing for understanding problem situation, and overall examination of problem-solving 

process. Thus, the two types of students were different in selecting the factors of 

Schoenfeld's problem solving behavior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brain 

preference.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showing that the factors of Schoenfeld's problem solving 

behavior were differently selected by brain preference, it may be suggested that 

teaching problem solving and feedback can be improved when presenting the factors of 

Schoenfeld's problem solving behavior selected more by students of left brain preference 

to students of right brain preference and vice versa.

Key words: the mathematically gifted student, Schoenfeld, problem solving, brain 

preference, Brain Priority Indice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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