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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Teaching based on the Problem solving approach
according to the Intuitive and the Formal Inquiry
직관적ㆍ형식적 탐구 기반의 문제해결식 접근법에 따른 수학 문제해결

지도 방안 탐색

Lee Daehyun 이대현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has become a major concern in school mathematics,
and methods to enhance children’s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abilities have
been the main topics in many mathematics education researches. In addition to
previous researches about problem solving, the development of a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method that enables children to establish mathematical concepts
through problem solving, to discover formalized principles associated with con-
cepts, and to apply them to real world situations needs. For this purpose, I ex-
amined the necessity of problem solving education and reviewed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researches and problem solving models for giving the theoreti-
cal backgrounds. This study suggested the problem solving approach based on
the intuitive and the formal inquiry which are the basis of mathematical discovery
and inquiry process. And it is developed to keep the balance and complement of
the conceptual understanding and the procedural understanding respectively. In
addition, it consisted of problem posing to apply the mathematical principles in
the application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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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역사적으로 수학은 문제해결 과정에서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발견하고, 이를 실세계 상

황에 적용해 가는 과정을 겪어왔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인들은 자연수로 표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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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맥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수를 도입하였고, 17세기에는 천문학, 무역, 공학

등에서 좀 더 빠르고 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하여 로그를 만들었으며, 도박의 승률을 알아

내기 위해 확률 개념을 창안하였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발견하였고, 이는 훗날에 일반삼각형의

세 변 사이의 관계에 관한 문제해결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수학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삶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수학은

발전해 왔으며, 이를 탐구하는 사람들의 수학적 탐구 능력도 함께 발전해 왔다. 인류가 수

학을 탐구해 온 문제해결의 역사에 대한 반추는 학교수학에서도 학생들의 문제해결력을

길러주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학생들은 수학 문제해결 경험을 통해

수학적 지식과 수학적 사고력을 길러 급변하는 미래사회에서 부딪치는 여러 상황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1980년대를 기점으로 수학 문제해결 교육은 문제해결을 통하여 수학 지식

을 구성하고, 수학이나 다른 영역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하고 적절한 전략을 채택하고 적용하고, 문제해결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반성하도록

이끌어 왔다 [23]. 또한 수학 문제해결을 통해 교수ㆍ학습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방안으로

Schroeder & Lester [28]는 문제해결을 통한 교수 (teaching via problem solving) 방

법을 제시하고도 있다. 이 방법에서는 문제 상황에서 출발하여 가르치고자 의도한 수학적

사실을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체험하고 발견해 가도록 제안하고 있다. 즉,

문제 상황과 문제해결을 통해 가르치고자 하는 수학적 개념, 원리 등을 탐구하고 발견해

가는 과정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의도한 것이다.

수학교육에서 문제해결에 대한 강조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에 개정ㆍ고

시된 제4차 교육과정에서부터 문제해결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오고 있다 [13].

예를 들어, 2007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수학의 ‘규칙성과 문제해결’ 영역

에서 문제해결을 강조하고 있고 [17],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수학적 과정’의

하나로 문제해결을 제시하고 있다 [18]. 또한,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문제해결

을 6가지 ‘수학 교과 역량’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19].

이와 같이 수학교육 연구와 교육과정 등에서 강조하는 수학 문제해결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를 학교 현장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 줄 수 있

는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지도 방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PISA나 TIMSS

와 같은 국제 비교 연구의 자료에 따르면,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수ㆍ학습 상황이 학생

들의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의 하나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1]. 또한, 수업에서

강조하는 교육 내용과 방법은 학생들의 수학적 경험과 문제해결 능력에 영향을 끼치기 때

문이기도 하다. 만약, 수학을 옳고 그름이 있는 확실함을 다루는 과목으로 인식하며 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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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따라 과정을 수행하는 교과로 다루는 교사는 형식화된 수학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수행하는 방법으로 수학을 가르치려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수학적 패턴과 관계

를 찾고 개념들을 연결 짓는 것을 중시하는 교사는 현상과 수학을 연결 짓고, 여러 개념을

서로 관계 지으며, 개념과 그에 따른 절차를 서로 연관 짓도록 수학을 지도하려는 경향이

있다 [2]. 이런 면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는 학생들이 수학적 개념과 절차에 관해 생각

하고 탐구하는 문제해결 경험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수학적 지식을 탐구하고 발견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려는 그간의 문제해결 지도 방안은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중시하는 단계 이론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어 왔다. 예를 들어, Wallas [32]의 창

의적인 사고 과정 4단계 모델과 과학자들의 문제해결 방법에 기초하여 반성적 사고를 기반

으로 제시한 Dewey [3]의 문제해결 5단계 모델이 그렇다. 또한 문제해결 지도의 전형적인

모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Polya [26]의 문제해결 4단계도 문제이해, 계획수립, 계획실행,

반성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Fuson 등이 제시하는 개념적 단계 모델에서는 문장제

해결 과정에 필요한 선형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상황 개념, 수학화 개념, 해결

방법 개념의 3단계 문제해결 모델이다. 이외에도 Gick이 제시하는 문제해결 모델은 문제

해결 과정을 표상 구성, 해결 탐색, 해결 실행의 과정으로 제시하고도 있다 [27]. Wolfram

[35]은 실세계와 연결된 수학을 강조하면서, 4단계의 수학적 모델링 과정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모델들은 문제해결 과정을 몇 개의 단계로 나누어, 각각의 단계에서 일어날 문제

해결 활동을 제시함으로써 문제해결력의 향상을 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수학 학습 요소에

초점을 둔 An & Wu [1]의 MSA(Model, Strategy, Application) 모델은 수학의 중요한

핵심인 개념적이고 절차적 이해뿐만 아니라, 적용을 통한 문제해결 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수학 능력과 문제해결력 향상을 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것은 수학 문제해

결의 주요 요소로 다양한 시각적 모델을 찾는 ‘모델’, 절차적이고 계산적인 유창성을 위한

‘전략’, 그리고 해결한 문제를 실세계에 반영하는 ‘적용’의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

모델은 종전의 단계 모델과는 차별되는 것으로, 수학학습에서 강조되는 개념적 지식과 절

차적 지식, 수학적 지식의 응용이라는 핵심 요소를 강조하는 모델로 평가될 수 있다.

이에 덧붙여 수학적 탐구의 근간인 수학적 사고의 두 측면이 명시적으로 강조되는 문제

해결 지도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수학의 역사를 통해 제시된 문제해결 과정

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25]. 즉, 수학 문제해결은 문제해결의 역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해결

의 중요한 두 축인 직관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에 바탕을 둔 문제해결 경험을 통해 수학의

개념적 이해와 절차적 이해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수학 문제해결 과정은 구체물

이나 그림과 같은 직관적인 도구를 활용하여 직관적 탐구 과정을 통해 개념적 이해를 추구

함과 동시에, 수학 기호나 식과 같은 대수적 기호를 활용하여 논리적ㆍ형식적 탐구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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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절차적 이해를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해결 지도는 수학의 핵

심인 개념적이고 절차적인 내용의 탐구와 이해를 동반하는 교수ㆍ학습 실제를 반영할 수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결과를 중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문제해결 교육이 필요한 이유와 역사, 그리고 수학 문제해결 연구 내용과 그간

제시된 문제해결 모델을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문제해결을 통해 문제에 내재된 개념과 원

리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문제에 대한 직관적 탐구 과정을 통해

문제에 내재된 개념을 파악하고, 형식적 탐구 과정을 통해 단계적이고 분석적으로 절차를

수행하며,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기회를 갖는 문제해결식 접근법에 따른 문제해결 지도

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2 수학 문제해결 교육의 필요성과 역사

지식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표방하며 급속도로 발

달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인에게 요구되는 지식도 변화되었는

데, 종전의 산업사회에서 ‘쓰기-계산 능력-읽기 능력-구어적 의사소통 능력’ 순으로 지식이

요구되었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팀워크-문제해결-사람관계 능력-구어적 의사소통 능력’ 순

으로 필요한 지식이 바뀌어 가고 있다 [2]. 이에 따라 학교교육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협력적 문제해결’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학교 교육은 산업 구조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 여건의

변화에도 대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해외 동포의 유입으로 2016년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05만 명 수준에 이르고 있고,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숫자도 2014년 기준으

로 약 20만 명이 넘고 있다 [9]. 이에 따라 다문화 사회의 수학교육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상호 공존할 수 있는 교수ㆍ학습 환경을 위한 협력적 문제해결 활동과 학생들의

문화와 흥미, 그리고 관심사와 같은 배경 변인을 반영한 환경 및 문제해결 상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 학생들의 학습 수준의 다양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결

과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우수 학력자 비율은 12.98%, 보통

학력자 비율은 53.41%, 기초학력자 비율은 28.52%를 나타내고 있다 [11]. 특히, 기초학력

자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수학 교과에서 심각한 개인차는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의 수준을 넘어서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수학 교실

구성원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학습의 개인차를 극복 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단순히 수학적 지식의 전달과 습득의 수준을 넘어서, 다양한 개념과 원리 및

절차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수학 문제해결 경험을 통해 수학적 탐구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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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과 이를 지원하는 문제해결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학교수학에서 문제해결 교육의 필요성은 그간의 교육 방법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학생이 중심이 아닌 교사의 입장에서 다루는 문제해결 수업은 교과서 안

의 수학을 교사가 가르치고 학생들이 일정기간 동안 연습을 하면 습득한 지식을 문제해결

에 활용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따라서 일정한 학습 활동이 이루어진 후에 그에 대한 확인의

과정으로 문제해결 활동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그러한 문제해결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문

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해결 방법을 탐색하고 해결하는 경험이 제한되며, 문제해결이 수업

과정과 별개로 다루어질 수 있다.

또, 단편적인 개념과 기능 중심의 수학 수업과 그 결과로 제시되는 문장제와 같은 문제

해결 활동은 교과서에서 습득한 지식을 적용하는 단편적인 풀이에 그칠 수 있어 일상에서

부딪치는 다양한 맥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문

제해결 관점에서는 수많은 지식이나 기능들을 통합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수학을 활용하지 못하며, 결국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알고리즘

과목으로 수학을 인식하여 연습과 훈련이 최선의 학습 방법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협의의 문제해결 관점에서 벗어나, 문제해결 활

동이 학생들의 이해에 기반을 두고 진정한 수학적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수학학습의 통합된

부분이 되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수ㆍ학습 환경을 구축하여 실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수학 교수ㆍ학습에서 학생들의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그간의 노력은 다

양한 분야의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20세기 들어서면서 시작된 수학 근대화 운동을

필두로 수학교육의 중요성의 강조와 더불어 문제해결에 관한 연구는 형태심리학자들의 인

지에 관한 연구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1920년대 중반에 들어서 수학교육자들은

단지 ‘답을 찾는 것’ 이상의 것으로 문제해결을 보기 시작하였고, 문제해결 과정의 일부로

학생들의 ‘반성적 사고’를 강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조직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렇지만 문제해결 연구는 산술 문장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5]. 1960년대 ‘현대화 운동’의 부정적 결과와 1970년대 ‘기초로 돌아가

기’ 운동의 실패는 더욱 문제해결에 대한 강조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 Polya의

‘How To Solve It’은 문제해결 모델로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학생들의 문제해결력 신장

방안을 탐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특히, 1970년 초부터 수학자들 사이에서는 문제해결에 대한 조직적인 연구가 일어나

기 시작하였는데, Kilpatrick, Schoenfeld, Garofalo 등은 수학 문제해결의 대표적인 연

구자들이었다. 수학 문제해결 연구 관점과 강조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어 왔는데,

Lester [12]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에 걸쳐 이루어진 문제해결 관련 연구 분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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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연대로 구분하여 각 시기의 강조점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강조점을 살펴보면,

성공적인 문제해결자들의 특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둔 시대, 성공적인 문제해결자와 비

성공적인 문제해결자를 비교한 시대, 문제해결에 대한 정서나 신념의 관계 및 메타인지

훈련에 관심을 둔 시대, 문제해결 상황에 있는 사회적인 맥락의 문제해결을 강조한 시대로

구분될 수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NCTM [21]의 권고로부터 학교 수학교육에서 문제해결이 핵심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수학교육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한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수학 문제해결의 강조는 NCTM의 일련의 규준집에서도 찾을 수

있다. NCTM [22]에서는 문제해결을 의사소통, 연결성, 추론과 함께 과정 규준의 하나로

강조하면서 ‘문제해결은 수학 교육과정의 주된 초점이 되어야 한다. (중략) 문제해결은 개

별적인 주체가 아니라, 전체 프로그램 전반에 스며 있으며, 개념과 기능이 학습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하는 하나의 과정이다(p. 23)’라고 제시하고 있다. 또, NCTM [23]에서는 문

제해결을 5가지 과정 규준의 하나로 제시하고, 문제해결을 통하여 수학적 지식을 구성하고

수학이나 다른 맥락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선택하여 구사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학교수학에서 문제해결에 대한 강조는 CCSSM [31]에서도 8가지 수학적 실천 규준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문제해결에 특히 관련된 주요 내용은 ‘문제를 이해하고 끈기 있게 해결하

라. 추상적으로, 정량적으로 추론하라. 실행 가능한 논쟁을 구성하고 다른 사람의 추론을

비판하여라. 수학적으로 모델을 만들어라.’ 등을 들 수 있다 (pp. 16–18). 이와 같은 수학

교육계에서 제시된 일련의 문서들은 문제해결이 수학 학습의 핵심이면서 문제해결을 통해

학생들의 수학적 능력이 신장되기를 의도한 것이다.

수학 문제해결의 주안점도 변화되어 왔는데, 주요 관심 대상은 발견술, 메타인지, 성공

적인 문제해결에 필요한 주요 요인, 문제 만들기, 개방형 문제 등이었다. 최근에는 테크놀

로지를 이용한 문제해결 방안이나 수학적 모델링과 같은 주제들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수학 문제해결 과정에서 모델링은 PISA와 같은 국제비교 연구에서 수학 학습의 가치와 유

용성을 인식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실생활 맥락 문제 중심으로 중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PISA 2012 수학 평가틀에서는 학교 수학 경험을 통해 수학적 개념에 대한 이해 및 실제

맥락에서의 수학 활용 능력의 개발을 목표로 하는 수학적 소양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형식화하고, 이용하고, 해석하는’ 세 가지 수학적 과정이 포함된 수학적 모델링 과

정을 중시하고 있다. 이것은 수학적 소양이 실세계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맥락에서

발생한다는 것과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모델링 과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30].

수학 문제해결에서 모델링의 강조는 맥락 중심의 문제해결과 같은 적용을 중시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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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렀으며, 이를 위해 학생 스스로 실생활 맥락에서 습득한 지식을 적용해 보는 문제 만

들기 활동도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문제 만들기 활동을 통해 주어진 문제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고조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수학적 능력과 더불어 수학의 가치 인식

및 수학적 흥미를 이끌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 개정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협력적 문제해결’ 활동은 문제해결자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한 협력적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협력적 문제해결을 위해 수학 교실에서 의사소통과 토론의

가치는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구성원들이 서로의 문제해결 방법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과

정을 중시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서도 제4차 교육과정에서부터 문제해결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제4차 교육

과정에서는 ‘관계’ 영역의 하위 요소로 문장제에서 수량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고 식으로

나타내어 해결하도록 제시하였다 [13].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지도 및 평가 상의 유의점’

에 문제해결 지도와 평가에 관한 항목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였으며 [14], 제6차 교육과정

에서는 다시 ‘관계’ 영역에 문제해결이 하위 요소로 설정되면서 구체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제시하였고, 문제 만들기에 대해서도 강조하기 시작하였으며, 방법과 평가에도 문제해결

을 강조하였다 [15].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문자와 식’ 영역에 문제해결이 포함되어 여러

가지 문제해결 방법을 제시하였고 [16], 수시 개정 체제로 바뀐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는 ‘규칙성과 문제해결’ 영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해결 방법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문제해결

방법을 익히고 사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17]. 이후에 2011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제해결을 내용 영역에 포함시키지 않고, 수학적 과정과 교과역량의 하나로 강조하고 있

다 [18, 19]. 이상과 같이 제4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수학과 교육과정에 등장한 문제해결은

다루는 영역이나 구체적인 방법에서 차이는 있지만, 수학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의 하나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 문제해결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문제해결에 관한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문제해결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는 교수·학습 방

법에 관한 강옥기 외 [6]의 연구를 시작으로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교

과서 및 교육과정에서 문제해결 관련 내용을 분석한 연구 (예 : [5]), 문제해결 전략 지도에

대한 연구(예 : [36]), 문제 만들기에 대한 연구(예 : [8]), 학생의 문제해결 과정을 관찰하여

분석한 사례 연구(예 : [37]) 등이 이루어졌다. 그간에 이루어진 수학 문제해결에 관한 국내

연구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2007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이 적용된 해인 2009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7년 동안 우리나라 4개 학회의 7개 발행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은 105

편이며, 이들 논문의 주제별 내용은 Table 1과 같다 [7].

이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문제해결 관련 논문은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는 교수ㆍ학습 방

법에 관한 논문의 비율이 제일 높으며, 문제해결 과정에서 인지 과정을 분석한 연구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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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문제해결에서 모델링의 강조는 맥락 중심의 문제해결과 같은 적용을 중시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를 위해 학생 스스로 실생활 맥락에서 습득한 지식을 적용해 보는 문제 만, 

들기 활동도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문제 만들기 활동을 통해 주어진 문제에 대한 분석과 . 

이해를 고조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수학적 능력과 더불어 수학의 가치 인식 , 

및 수학적 흥미를 이끌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 개정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도 강조하고 있는 협력적 문제해결 활동은 문제해결자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한 협력적 문‘ ’ 
제해결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협력적 문제해결을 위해 수학 교실에서 의사소통과 토론. 

의 가치는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구성원들이 서로의 문제해결 방법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 

과정을 중시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서도 제 차 교육과정에서부터 문제해결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제 차 교4 . 4

육과정에서는 관계 영역의 하위 요소로 문장제에서 수량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고 식으로 ‘ ’ 
나타내어 해결하도록 제시하였다 제 차 교육과정에서는 지도 및 평가 상의 유의점[18]. 5 ‘ ’
에 문제해결 지도와 평가에 관한 항목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제 차 교육과정에[19], 6

서는 다시 관계 영역에 문제해결이 하위 요소로 설정되면서 구체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 ’ 
제시하였고 문제 만들기에 대해서도 강조하기 시작하였으며 방법과 평가에도 문제해결을 , , 

강조하였다 제 차 교육과정에서는 문자와 식 영역에 문제해결이 포함되어 여러 가[20]. 7 ‘ ’ 
지 문제해결 방법을 제시하였고 수시 개정 체제로 바뀐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1], 2007 

규칙성과 문제해결 영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해결 방법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문제해결 방‘ ’ 
법을 익히고 사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후에 과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22]. 2011 2015 

제해결을 내용 영역에 포함시키지 않고 수학적 과정과 교과역량의 하나로 강조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제 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수학과 교육과정에 등장한 문제해결은 다루[23, 24]. 4

는 영역이나 구체적인 방법에서 차이는 있지만 수학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의 하나로 자리, 

매김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 문제해결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문제해결에 관한 연구가 나타나

기 시작하였는데 문제해결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는 교수 학습 , ·

방법에 관한 강옥기 외 의 연구를 시작으로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11] . , 

교과서 및 교육과정에서 문제해결 관련 내용을 분석한 연구 예 문제해결 전략 지도( : [9]), 

에 대한 연구 예 문제 만들기에 대한 연구 예 학생의 문제해결 과정을 관찰( : [36]), ( : [13]), 

하여 분석한 사례 연구 예 등이 이루어졌다 그간에 이루어진 수학 문제해결에 관한 ( : [37]) . 

국내 연구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이 적용된 해인 년 월, 2007 2009 1

부터 년 월까지 년 동안 우리나라 개 학회의 개 발행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은 2015 12 7 4 7

편이며 이들 논문의 주제별 내용은 과 같다 105 , Table 1 [12].

연구 주제 논문 수 편( ) 비율(%)
문제해결의 일반적 이해에 관한 고찰 10 9.5

문제해결 과정에서 인지과정 분석에 관한 연구 31 29.5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는 교수ㆍ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 36 34.3

문제해결에 관한 심리학적 현상에 관한 연구 7 6.7
문제해결에서 전략에 의한 문제유형 분류에 관한 연구 15 14.3
문제해결 학습의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1 1.0

문제해결에서 직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 5 4.8
계 105 100.0

Table 1. Distribution of the research topics; 연구 주제별 분포 [7, p. 833]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해결에 관한 논문 중에서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는 교수ㆍ학습

방법에 관한 논문의 비율이 높은 것은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 왔

음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수ㆍ학습 방안의 연구들은 문제

만들기 활동이나 개별화 방안, 문제해결 전략 지도와 같은 특정 방법에 한정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수업의 맥락을 반영하면서 수학

학습 내용을 충실히 익히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해결 지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수학 문제해결 연구와 모델 고찰

이 장에서는 수학 문제해결 지도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서 문제해결에 관한 심리학 연

구와 수학교육 연구 및 그간에 제시된 문제해결 모델 등을 살펴보았다. 먼저, 문제해결에

관한 심리학 연구는 학생들이 산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본드(bond)를 선택하고

이를 강화시키기 위해 적절한 보상과 연습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행동주의 심리학’

에서 출발한다.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행동이 변화될 때 학습은 이루어진다는 것과 정해

진 규칙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하여 자극-반응의 습관을 강화함으로써 빠른 계산과

정확성을 추구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을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사

고하도록 이끄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절차적 지식을

중시하는 계산 기능의 숙달이 필요한 수학 문제해결에는 유효하다는 평가이다.

또한 수학 교수ㆍ학습은 절차적 탐구 방법과 더불어 개념적 이해를 통해 의미 있는 탐

구 과정이 되어야 한다. ‘형태심리학’은 문제해결 과정에 통찰 (insight)을 중시하였는데,

Wertheimer [33]은 평행사변형 넓이를 구하는 예시를 통해 절차만을 중시한 학습의 문제

점을 제시하면서 개념적 이해를 강조하였다. 여기에서 ‘개념적 이해’란 문제 구조에 기반

을 두고 문제에 내재된 개념의 근원을 찾아 가는 것을 의미하며, 형태심리학에서는 문제에

대한 직관적 탐구 과정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가는 과정을 중시하였다.

심리학 연구의 초반에 이루어진 두 분야는 수학 문제해결 학습에서 강조할 ‘절차’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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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각각 주요 핵심 주제로 삼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수학 문제해

결 지도에서는 그림이나 유추, 모형과 같은 직관적 도구를 활용하여 문제를 재구성함으로

써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관적 탐구 과정과 단계적이고 절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형식적 탐구 과정을 통해 개념과 절차를 동시에 중시하는 문제해결 지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한 가지 예시로 일차방정식 4x = 2x + 8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산과 등

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문제해결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반면에, 저울 유추를

통해 구하거나 아래 그림과 같은 시각적 표현을 통해 x = 4를 직관적으로 구할 수 있다.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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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부터 수학교육 현장에서 강조되기 시작한 구성주의는 학습이 실제적인 환경1990

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학생들 스스로 수학적 지식을 탐구해 가는 학생 중심의 수학 학습, 

을 강조하고 있다 구성주의 관점에 따르면 수학 문제해결에서는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문. , 

제를 탐구하고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여 해결하며 자신의 방법을 동료 학생들과 공유하, 

고 또한 동료 학생들의 생각과 방법을 경청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교실 환경을 중시해, , 

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다음으로 수학 문제해결 과정을 중시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 

문제해결의 역사에서 제기되는 수학적 사고의 두 줄기인 직관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의 상

보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찍이 는 그의 자서전적 저서에서 직관과 . Poincaré [6]

논리의 중요성과 상보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직관은 창의적인 활동에서 해결 방향을 설정, 

해 주는 힘이지만 직관만으로는 수학에서 요구하는 엄밀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논리

의 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는 무의식과 의식의 여러 층이 존재. Hadamard [10]

하는데 의식에서 멀리 있는 상태를 직관적 정신이라 하고 의식과 충분히 가까운 곳에 있, , 

는 상태를 논리적 정신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 견해는 무의식에서 개. Poincaré

발된 아이디어를 의식 속으로 이끌어 내는 연계 과정을 중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이다. 

은 수학적 탐구 과정에서 수학적 사고를 직관적 사고Wittmann [2] (intuitive thinking)

와 반영적 사고 로 구분하고 수학적 지식의 생성 과정에서 두 사고의 (reflective thinking) , 

역할과 상보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직관적이고 실험적인 활동을 통한 직관적 추론과 체계. 

적이고 연역적인 방법을 통한 형식적 추론이 수학적 탐구와 이론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직관적 추론 활동은 대상에 대하여 도형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으. 

로 진행되며 연역적 추론 활동은 일반적인 관계나 절차의 명확한 형식화를 추구한다 이 , . 

둘의 상보성 문제는 수학적 지식의 생성ㆍ발달 과정에서 두 가지 모두 각자의 역할과 기

능을 해야 하며 이들의 조화로운 균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 

그런데 직관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수학적 기호의 도움이 필요

한데 직관적 사고는 시각적인 기호나 모델을 통해 나타나기가 용이하며 논리적 사고는 , , 

언어 대수적 기호를 활용함으로써 기능을 하게 된다 이에 는 수학에서 이용되- . Skemp [30]

는 기호 체계를 시각적 기호와 언어 대수적 기호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데 시각적 기호- , 

는 직관적이고 통합적이며 전체적인 구조를 명시하는데 적절하며 다이어그램이나 기하학, 

적 도형들이 그 예에 해당된다 또한 언어 대수적인 기호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며 세부. -

적인 구조와 관련이 있으며 문자나 식 등을 이용한다 이런 관점에서 수학 문제해결 지도 , . 

방안에서는 직관적 사고에 기반을 둔 직관적 탐구 단계와 논리적 사고 과정에 기반을 둔 

형식적 탐구 단계의 상보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직관적 탐구 단계에서는 시각적 기호, 

를 형식적 탐구 단계에서는 언어 대수적인 기호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지도, -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학생들의 수학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그간의 문제해결에 관한 연구는 문, 

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 따라 각 단계에서 수행될 주요 활동을 제시한 단계 이론이 주를 

1990년대부터 수학교육 현장에서 강조되기 시작한 구성주의는 학습이 실제적인 환경에

서 발생한다고 보고, 학생들 스스로 수학적 지식을 탐구해 가는 학생 중심의 수학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구성주의 관점에 따르면, 수학 문제해결에서는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문제

를 탐구하고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여 해결하며, 자신의 방법을 동료 학생들과 공유하고,

또한 동료 학생들의 생각과 방법을 경청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교실 환경을 중시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다음으로 수학 문제해결 과정을 중시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문제해결의 역사에서 제기되는 수학적 사고의 두 줄기인 직관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의 상

보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찍이 Poincaré [25]는 그의 자서전적 저서에서 직관

과 논리의 중요성과 상보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직관은 창의적인 활동에서 해결 방향을

설정해 주는 힘이지만 직관만으로는 수학에서 요구하는 엄밀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논리의 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Hadamard [4]는 무의식과 의식의 여러 층이

존재하는데, 의식에서 멀리 있는 상태를 직관적 정신이라 하고, 의식과 충분히 가까운 곳에

있는 상태를 논리적 정신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Poincaré의 견해는 무의식에서

개발된 아이디어를 의식 속으로 이끌어 내는 연계 과정을 중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Wittmann [34]은 수학적 탐구 과정에서 수학적 사고를 직관적 사고 (intuitive think-

ing)와 반영적 사고(reflective thinking)로 구분하고, 수학적 지식의 생성 과정에서 두 사

고의 역할과 상보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직관적이고 실험적인 활동을 통한 직관적 추론과

체계적이고 연역적인 방법을 통한 형식적 추론이 수학적 탐구와 이론 생성에 중요한 역할

을 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직관적 추론 활동은 대상에 대하여 도형과 같은 직접적인 방

법으로 진행되며, 연역적 추론 활동은 일반적인 관계나 절차의 명확한 형식화를 추구한다.

이 둘의 상보성 문제는 수학적 지식의 생성ㆍ발달 과정에서 두 가지 모두 각자의 역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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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해야 하며, 이들의 조화로운 균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직관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수학적 기호의 도움이 필요한

데, 직관적 사고는 시각적인 기호나 모델을 통해 나타나기가 용이하며, 논리적 사고는 언

어-대수적 기호를 활용함으로써 기능을 하게 된다. 이에 Skemp [29]는 수학에서 이용되

는 기호 체계를 시각적 기호와 언어-대수적 기호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데, 시각적 기호는

직관적이고 통합적이며 전체적인 구조를 명시하는 데 적절하며, 다이어그램이나 기하학적

도형들이 그 예에 해당된다. 또한 언어-대수적인 기호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며 세부적인

구조와 관련이 있으며, 문자나 식 등을 이용한다. 이런 관점에서 수학 문제해결 지도 방안

에서는 직관적 사고에 기반을 둔 직관적 탐구 단계와 논리적 사고 과정에 기반을 둔 형식적

탐구 단계의 상보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직관적 탐구 단계에서는 시각적 기호를, 형식

적 탐구 단계에서는 언어-대수적인 기호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학생들의 수학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그간의 문제해결에 관한 연구는 문제

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 따라 각 단계에서 수행될 주요 활동을 제시한 단계 이론이 주를

이루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문제해결 모델로 인정되는 Polya [26]의 문제해결 4단계는

문제이해, 계획수립, 계획실행, 반성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모델은 문제해결을 지

원하기 위해 각 단계에 필요한 질문과 권고 형태의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학생들이

각 과정에 제시된 사고 전략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의도되어 있다. Wallas [32]의

준비(preparation), 부화(incubation), 발현(inspiration), 검증(verification)으로 이어지

는 문제해결 4단계 모델은 창의적인 사고 과정 모델로 제시된 단계적인 모형이고, 반성적

사고를 강조한 Dewey [3]도 과학자들의 문제해결 방법에 기초하여 어려움을 감지하는 단

계, 반성 활동을 통해 문제를 더 명백하게 정의하는 단계, 가능한 해결 대안의 출현 단계,

가능한 해결책을 분석하는 단계, 실험을 통해 해결책을 검증하는 단계로 문제해결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Fuson 등이 제시하는 개념적 단계 모델은 덧셈과 뺄셈 문장제 해결과 관련하여 상황

개념, 수학화 개념, 해결 방법 개념의 3단계로 진행되는 문제해결 활동을 제시하고 있는데

[27], 상황 개념에서는 문제에 제시된 용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각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대상, 상황, 시간-공간의 관계 등을 통합한다. 이 경우에는 문제 상황을 자신의 말로

재 진술하거나, 그림으로 그려보면서 문장제와 실생활 지식을 관련시키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문제에 제시된 수와 미지수에 초점을 두고 상황을 수학화해야 한다. 특히, 문제 상

황을 수학적 연산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연산을 모델화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문제 상황을

수학적 표현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손가락이나 구체물 등으로 수를 나타내어 보아야 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해결 방법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해결 방법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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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고 해결 방법에 대한 검토와 반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Fuson 등이 제시하는 이 모델은

산술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학생들이 실생활의 문장제를

해결하는 상황에서 구체에서 추상으로 나아가는 일련의 단계로 문제해결 과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Gick이 제시하는 문제해결 모델은 학생들이 주어진 문제와 기존의 문제를 관련지을 수

있는 스키마의 구성 여부에 초점을 두고 문제해결 과정을 표상 구성, 해결 탐색, 해결 실

행의 과정으로 제시하고 있다 [27]. 만약 주어진 문제와 기존 지식의 관련성이 파악되면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가지는 스키마에 의해 해결 탐색의 과정이 필요 없이 해결 실행

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문제에 관한 스키마가 활성화 되지 않으면

해결 탐색의 과정을 거치면서 해결을 실행하게 된다. 이 모델에서는 주어진 문제가 이전에

해결한 문제와 동일한 해결 구조를 가지는 스키마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문제해결

에서 유추적 사고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Wolfram [35]은 계산만의 수학을 벗어나서 실세계와 연결된 수학을 강조하

면서, 수학적 문제해결 과정을 ‘문제 설정하기-실세계 상황을 수학 모델로 바꾸기-계산하기-

수학 모델을 원래의 실세계 상황으로 바꾸고 정당화하기’와 같이 4단계로 제시하며 수학적

모델링 과정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특히 문제해결에서 모델링은 NCTM [22]에서도 찾을

수 있고, PISA 2012에서는 학생들의 수학적 소양을 평가하기 위한 과정으로도 제시하고

있다. PISA 2012 평가틀에서는 학생들의 수학 개념에 대한 이해 및 실제 맥락에서의 수학

활용 능력의 개발을 위해 맥락에서 문제를 형식화하여 수학 문제로 변형하고 수학적 개념,

원리, 절차를 이용하여 해를 구하고, 이를 원래의 문제에 해석하는 세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도록 제시하고 있다 [30]. 이러한 문제해결에서 주안점은 실세계 맥락의 문제를 모

델링하여 해결할 수 있는가에 주안점이 주어져 있다.

앞에서 제시한 몇 가지 문제해결 모델들은 문제해결 과정을 몇 단계로 나누어 각각의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초점을 두고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단

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감으로써 문제해결에 성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안된 것이다.

이에 비해 An & Wu [1]가 제시하는 MSA(Model, Strategy, Application) 문제해결 접

근법은 수학적 개념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시각적 모델을 찾는 모델 (Model)의 발견,

절차적이고 계산적인 유창성을 위한 전략(Strategy) 개발, 그리고 실세계 문장제를 풀기 위

한 적용 (Application)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수학의 개념적이고 절차적 이해뿐만 아니라,

적용을 통한 문제해결 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수학 능력과 문제해결력 향상을 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모델은 일련의 단계 모델에 비해 문제해결의 초점을 수학적

개념과 절차 및 적용하는 데 둔다는 특징이 있다. 즉, 이 모델은 수학 교실에서 다루는 학

습 내용을 개념적이고 절차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문제해결을 통해 수학학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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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도록 구안된 장점을 가진다. 여기에 덧붙여 수학적 사고의 두 축인 직관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를 근간으로 개념적이고 절차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수학적 사고 중심의 문

제해결 지도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것은 수학적 개념과 절차의 이해가 수학적

사고를 통해 이루어지며, 수학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 문제해결의 과정을 반영할 필요에

의한 것이다.

4 문제해결식 접근법에 따른 문제해결 지도 방안

이 장에서는 수학의 개념적 이해와 절차적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유사한 문제나

실생활에 적용해 가는 적용 과정을 강조하는 문제해결 지도를 위해 수학적 발견 및 탐구

과정의 기본인 ‘직관적 탐구’ 단계와 ‘형식적 탐구’ 단계를 거치는 문제해결 접근법에 따른

문제해결 지도 방안을 탐색해 보았다. 이 방안에는 개념적 이해와 절차적 이해, 이를 위한

직관적 탐구와 형식적 탐구가 중요함을 제시한다. 먼저, 개념적 지식은 정의, 관계, 성질,

정리, 공식들을 이해하는 지식이며, 이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절차를 선택하는 데에도 중요

하다. 또한 절차적 지식은 유연하고 정확하며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절차를 수행하는 능력

을 가리킨다. 개념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은 상호 유기적으로 관련될 필요가 있는데,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절차적 지식이 구성될 필요가 있으며, 절차적 융통성은 개념적 이해에 도

움을 주는 계산적 기술과 개념간의 관계를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직관적 탐구와 형식적

탐구 단계는 수학의 발견 및 탐구 과정은 직관적 탐구 과정과 이를 형식화하는 과정의 연

속이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34, 25]. 이 단계를 통해 획득하는 개념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

은 수학 교수ㆍ학습 상황에서 중시되어야 할 핵심 요소인 것이다. 수학에서 개념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의 상호 보완적 관계의 중요성은 여러 문헌에서도 강조하고 있는데, NCTM

[22]에서는 연결성에서 개념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의 연결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개념이나

절차의 표상을 서로 관련지을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또 CCSSM [31]에서도 수학 학

습에서 개념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의 균형 있는 이해를 통해 수학적 이해가 이루어지도록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CCSSM [31]에서는 규준의 주요 원리로 엄밀성(rigor)을 들고

있는데, 이를 위해 개념적 이해, 절차적 기술과 능숙함, 적용을 들고 있다. 개념적 이해의

수준은 단지 답을 얻는 방법을 넘어서, 개념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핵심적인 수

학 개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입증하고 새로운 상황에 수학을 적용하며, 자신의 이해를

말하고 쓸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만약 학생들이 충분한 개념적인 이해가 없다면 절차에 치

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수학 실천(mathematical practice)에도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절차적 지식과 개념적 지식의 강조와 상호 보완적 관계를 문제해결을 통해 실현되도

록 하기 위하여 이들을 추구할 수 있는 문제해결 지도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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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 제시, 개념적 지식을 탐구하는 직관적 탐구 (Intuitive inquiry) 단계, 절차적

지식을 탐구하는 형식적 탐구 (Formal inquiry) 단계, 그리고 문제해결을 통해 획득한 지

식을 실생활에 응용하는 적용 (Application) 단계를 요소로 문제해결 지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들 요소로 구성된 문제해결 지도 체계는 Figure 1과 같이 구성할 수 있으며,

각각의 역할과 의미는 다음과 같다.

- 11 -

에도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practice) . 

절차적 지식과 개념적 지식의 강조와 상호 보완적 관계를 문제해결을 통해 실현되도

록 하기 위하여 이들을 추구할 수 있는 문제해결 지도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문제. 

제시 개념적 지식을 탐구하는 직관적 탐구 단계 절차적 지식(Problem) , (Intuitive inquiry) , 

을 탐구하는 형식적 탐구 단계 그리고 문제해결을 통해 획득한 지식을 (Formal inquiry) , 

실생활에 응용하는 적용 단계를 요소로 문제해결 지도 방안을 모색할 수 있(Application) 

다 이들 요소로 구성된 문제해결 지도 체계는 과 같이 구성할 수 있으며 각각의 . Figure 1 , 

역할과 의미는 다음과 같다. 

문   제

(Problem)

직관적 탐구

(Intuitive inquiry)
⇔

형식적 탐구 

(Formal inquiry)
⇔

적   용

(Application)

⇕
생각 공유

(Idea sharing)

Figure 1. Component and structure of problem solving teaching method(P-IFA); 

문제해결 지도 방안 의 구성 요소 및 작용 구조도(P-IFA)

ㆍ문제 문제는 수학 수업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문제를 아우(Problem): 

르며 수식 문제뿐만이 아니라 문장제나 일상 상황을 다룬 맥락 문제 등이 포, 

함된다 특히 문제해결자의 폭넓은 사고 과정을 이끌어 내고 수학의 가치와 유. 

용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문장제나 일상의 맥락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ㆍ직관적 탐구 직관적 탐구 단계에서는 문제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Intuitive inquiry): 

위해 문제 상황을 구체물로 표현하거나 그림으로 모델링할 수도 있고 기존의 , 

문제해결 경험이나 비형식적 지식으로부터 통찰을 통해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

결하도록 한다. 

ㆍ형식적 탐구 형식적 탐구 단계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학적 원(Formal inquiry): 

리를 적용하여 해를 발견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원. 

리나 알고리즘을 찾아내고 이를 적용하여 해를 발견하기 때문에 절차적 지식의 

올바른 적용이 요구된다.

ㆍ적용 적용 단계에서는 문제해결을 통해 경험한 수학적 원리를 활용하(Application): 

여 주어진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만들어 해결해 보거나 실생활 상황에 적용해 , 

보는 단계이다 이 과정을 통해 수학의 실생활 적용 가능성을 경험하고 수학적 . 

사고력 함양 및 수학이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임을 인식하여 수학의 가

치와 유용성을 체험하도록 하는데 가치가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학생들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 간에 문제해결 방법

Figure 1. Component and structure of problem solving teaching method(P-IFA); 문제해결
지도 방안(P-IFA)의 구성 요소 및 작용 구조도

ㆍ 문제 (Problem): 문제는 수학 수업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문제를 아우

르며, 수식 문제뿐만이 아니라 문장제나 일상 상황을 다룬 맥락 문제 등이 포함된다.

특히 문제해결자의 폭넓은 사고 과정을 이끌어 내고 수학의 가치와 유용성을 인식시

키기 위해서는 문장제나 일상의 맥락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ㆍ 직관적 탐구 (Intuitive inquiry): 직관적 탐구 단계에서는 문제에 대한 개념적 이해

를 위해 문제 상황을 구체물로 표현하거나 그림으로 모델링할 수도 있고, 기존의 문

제해결 경험이나 비형식적 지식으로부터 통찰을 통해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ㆍ 형식적 탐구(Formal inquiry): 형식적 탐구 단계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학적 원

리를 적용하여 해를 발견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원리나

알고리즘을 찾아내고 이를 적용하여 해를 발견하기 때문에 절차적 지식의 올바른 적

용이 요구된다.

ㆍ 적용 (Application): 적용 단계에서는 문제해결을 통해 경험한 수학적 원리를 활용

하여 주어진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만들어 해결해 보거나, 실생활 상황에 적용해 보

는 단계이다. 이 과정을 통해 수학의 실생활 적용 가능성을 경험하고 수학적 사고력

함양 및 수학이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임을 인식하여 수학의 가치와 유용성을

체험하도록 하는 데 가치가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학생들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 간에 문제해결 방법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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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공유하는 것은 타인의 문제해결 방법을 경험하고 이해함으로써 사고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문제해결 방법을 체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이런 면에서 문제해결

과정에 서로의 생각을 공유 (Idea sharing)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나라 교육과

정에서도 문제해결 역량의 5가지 하위 요소의 하나로 제시하는 협력적 문제해결은 ‘균형

있는 책임 분담과 상호작용을 통해 집단적으로 문제해결을 수행하는 능력 [10, p. 39]’을

의미하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은 문제해결력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문제해

결식 접근법에 따른 문제해결 지도 방안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기 위하여 문제가 제시되고,

학생들은 문제 상황을 이해하여야 한다. 학생들은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에서 구하려는 것

과 주어진 것을 알고, 용어의 뜻을 파악하며, 문제에 나타난 조건이 무엇인지, 조건들 사이

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문제해결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다음 단계는 직관적 탐구 단계와 형식적 탐구 단계로 이루어진다. 직관적 탐구 단계에

서는 문제 상황을 구체물로 표현하거나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고, 기존에 해결했던 유사한

문제해결 경험이나 비형식적 지식을 활용해도 된다. 이를 통해 문제에 내재된 변인 간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형식적 탐구 단계에서는

문제에 주어진 정보를 조직하거나 변인들의 관계에 주목하여 수식으로 형식화하여 단계적

이고 절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문제해결 과정은 일반적으로 직관적 탐구 단계를 거쳐 형식적 탐구 단계로 발전해 갈

수 있지만, Figur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문제

상황에 따라, 또는 학생들의 접근 방식에 따라 두 과정은 상호 작용하는 구조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관적 탐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수식을 활용하여 형식적인 문

제해결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형식적인 문제해결이 이루어진 다음에 개념적 이해를 위해

구체물이나 그림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적용 단계에서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수학적 지식을 확인하고 이를 활용하

기 위해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해결해 보거나, 실세계 상황에 적용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특히, 문제를 만들어 보는 적용 단계는 다양한 맥락에서 수학을 형식화하고, 이용하고, 해

석하는 개인적인 능력인 수학 소양을 기르는 과정이다. 즉, 문제해결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실생활 맥락의 문제를 만들어 봄으로써 실세계에서 수학의 역할을 인식

하고,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며 예측하기 위해 수학적 추론과 수학적 개념, 절차, 사실,

도구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24].

수학 문제해결 수업에서 이를 활용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학생들의 문제해결 과정

을 도울 수 있는 ‘문제해결 활동지’를 Figure 2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이 활동

지를 이용하여 3가지 문제해결 방법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방안은 학생들이 수학을 의미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의도된 문제해결식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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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생각을 공유하는 것은 타인의 문제해결 방법을 경험하고 이해함으로써 사고의 폭을 넓

히고 다양한 문제해결 방법을 체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이런 면에서 문제, . 

해결 과정에 서로의 생각을 공유 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나라 교육(Idea sharing) . 

과정에서도 문제해결 역량의 가지 하위 요소의 하나로 제시하는 협력적 문제해결은 균형 5 ‘
있는 책임 분담과 상호작용을 통해 집단적으로 문제해결을 수행하는 능력 을 [15, p. 39]’
의미하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은 문제해결력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

문제해결식 접근법에 따른 문제해결 지도 방안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기 위하여 문제

가 제시되고 학생들은 문제 상황을 이해하여야 한다 학생들은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에서 , . 

구하려는 것과 주어진 것을 알고 용어의 뜻을 파악하며 문제에 나타난 조건이 무엇인지, , , 

조건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문제해결의 방향을 설정. 

해야 한다.

다음 단계는 직관적 탐구 단계와 형식적 탐구 단계로 이루어진다 직관적 탐구 단계. 

에서는 문제 상황을 구체물로 표현하거나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고 기존에 해결했던 유사, 

한 문제해결 경험이나 비형식적 지식을 활용해도 된다 이를 통해 문제에 내재된 변인간의 .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형식적 탐구 단계에서는 . 

문제에 주어진 정보를 조직하거나 변인들의 관계에 주목하여 수식으로 형식화하여 단계적

이고 절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문제해결 과정은 일반적으로 직관적 탐구 단계를 거쳐 형식적 탐구 단계로 발전해 갈 

수 있지만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문제 상, Figure 1 . , 

황에 따라 또는 학생들의 접근 방식에 따라 두 과정은 상호 작용하는 구조로 이루어질 수 ,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관적 탐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수식을 활용하여 형식적인 문제. , 

해결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형식적인 문제해결이 이루어진 다음에 개념적 이해를 위해 구, 

체물이나 그림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적용 단계에서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수학적 지식을 확인하고 이를 활용하

기 위해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해결해 보거나 실세계 상황에 적용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 

특히 문제를 만들어 보는 적용 단계는 다양한 맥락에서 수학을 형식화하고 이용하고 해, , , 

석하는 개인적인 능력인 수학 소양을 기르는 과정이다 즉 문제해결을 통해 얻은 경험을 . , 

바탕으로 새로운 실생활 맥락의 문제를 만들어 봄으로써 실세계에서 수학의 역할을 인식

하고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며 예측하기 위해 수학적 추론과 수학적 개념 절차 사실, , , , 

도구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29]. 

수학 문제해결 수업에서 이를 활용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학생들의 문제해결 과

정을 도울 수 있는 문제해결 활동지 를 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이 활‘ ’ Figure 2 . 

동지를 이용하여 가지 문제해결 방법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3 .

문제:

직관적 탐구 과정
구체물이나 그림을 이용하거나( ,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방법을 이

용하여 풀어보시오.)

형식적 탐구 과정
수학 기호나 용어 식을 이용하( , 

여 단계적으로 풀어보시오.)

적용 과정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풀어보거(

나 문제 상황을 실세계에 적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써보시오.)

Figure 2. Worksheet for problem solving; 문제해결 활동지

법이지만, 예비교사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미래에 수학을

가르칠 예비교사들의 경우에 수학을 가르치는 데 요구되는 교과 내용 지식 측면에서 수학

내용을 스스로 탐구해 보고 해결해 보는 경험을 통하여 수학 내용에 대한 이해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르칠 주제에 대한 교수법적 내용 지식 측면에서 학

생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학생들의 수학을 미리 경험해

보는 ‘사고실험’이 가능한 모델이기도 한 것이다.

5 결론 및 제안

문제해결은 수학 교수ㆍ학습의 본질이면서 학교 수학의 핵심이기도 하다. 새수학 운동

의 보완책으로 대두된 1970년대의 기초ㆍ기본 교육의 강조는 학교 수학에서 기초ㆍ기본에

대한 공통 내용을 추출하는 데 집중하였고, 많은 연구가들과 단체들은 공통된 핵심어로 ‘문

제해결’을 제시하였다. 문제해결이 강조되면서 이에 관한 많은 유형의 연구들이 나타나게

되었지만, 학생들의 문제해결력을 길러주려는 목적은 동일하였다.

그간의 문제해결 연구에서 강조되어 온 것들은 메타인지, 개방형 교수법, 문제 만들기,

협력적 문제해결, 문제해결에 테크놀로지의 이용, 정의적 측면의 강조 등과 같은 학생들의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한 방법적 측면의 기법이었다. 이에 덧붙여, 수학 교수ㆍ학습 과정

에서 문제해결을 통해 수학의 개념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을 함양하도록 이끌어 주는 문

제해결 지도 방안이 필요하다. 개념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은 수학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획득해야 할 궁극적인 교과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수학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수학 학습을 조장하고 이를 통해 학

생들이 배워야 하는 수학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문제해결식 접근법에 따른 문제해결 지도

방안을 탐색하였다. 즉, 수학 교수ㆍ학습 과정을 통해 수학적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바

탕으로 수학적 절차를 수행하도록 개념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의 연결성을 강조하고, 이를

유사한 문제나 실생활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해결 지도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수학

문제해결 교육이 필요한 이유와 역사를 고찰하였고, 수학 문제해결에 관한 연구와 그간

연구자들에 의해 제시된 문제해결 모델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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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주어진 문제를 시작으로 직관적 탐구, 형식적 탐구, 적용의 3요소로 구성된

문제해결 구성 요소에 따라 직관적 탐구 단계를 통한 개념적 이해와 형식적 탐구 단계를

통해 절차적 이해가 가능한 문제해결식 접근법에 따른 문제해결 지도 방안을 제안하였다.

적용 단계에서는 문제해결을 통해 경험한 수학적 원리를 활용하여 주어진 문제와 유사하

거나 실생활 속의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 해결해 보도록 하였다. 문제해결 과정에는 학생들

간에 서로의 문제해결 방법과 생각을 공유하는 과정을 강조하였으며, 생각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문제해결 방법을 반성하고 음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제안하였다. 문제해결

과정은 선형적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상황에 따라, 또는 학생들의 접근

방식에 따라 서로 상호 작용하는 구조로 이루어지도록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문제해결 지도 방안은 단계적으로 제시하는 문제해결 모델과는 달리,

문제해결 경험을 통해 수학학습에서 추구할 개념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직관적 탐구 단계와 형식적 탐구 단계를 유기적으로 경험하도록 제시하였

다. 문제해결을 통해 개념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을 구성하도록 제안하는 방안은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학 교사용 지도서에서 제시하는 수학 수업 모형을 아우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원리 탐구 학습 모형은 ‘문제 상황 제시-수학적 원리의 필요성 인식-수학적 원리가 내재된

조작 활동-수학적 원리의 형식화-수학적 원리 익히기 및 적용’의 과정을 거치도록 제안하고

있는바 [20, p. 87], 수학적 원리의 필요성 인식과 수학적 원리가 내재된 조작 활동을 통해

문제의 의미를 파악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해 보는 개념적 이해의 과정인 직관적 탐구

단계와 형식화 과정에서 알고리즘을 발견하여 적용하는 절차적 과정을 수행하는 형식적

탐구 단계를 거치는 것이다.

추후의 연구로는 본 연구에서는 개발한 문제해결식 접근법에 따른 문제해결 지도 방안을

활용하여 수학 교실에 적용해 보고, 학생들의 수학 학습 결과를 분석하여 그 효과를 확인

해 볼 필요가 있다. 문제에 따라 학생들이 제시하는 직관적 탐구 과정과 형식적 탐구 과정,

이들의 상호 보완적 이해 과정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또한 문제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실 토론 문화와 구성원 간의 상호 작용의 양상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예비교사

교육 과정에 이 방안을 활용하여 교사교육의 방안으로서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 방안

도 모색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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