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교육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

자에게 차별화되고 표준화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수학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우 교재, ERP 

시스템, 결제 및 배송시스템, 직원 교육 등 다양한 기능

들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차별화된 독자적인 학습법을 

개발하여 교육 시스템 전반에 다양하게 적용하여 가맹

본부의 브랜드 인지도 및 고객 만족 서비스를 극대화

해야 사업에 성공할 수 있게 된다[1-3]. 특히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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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배양해야 하는 수학 분야에 있어서는 학습자 간의

학업 능력에 큰 차이점이 나타나며 문제풀이 시 학습자가

특정 부분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해 문제해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학습자에게 구조적으로 체계적인 차별화된 학습법을 

제공하여 단계적으로 문제풀이 방법을 생각하게 하여 

최종적으로 문제를 자기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학

습 비중이 늘어나게 되어 학습자 스스로 문제풀이 영상

을 시청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배

양할 수 있는 체계적인 학습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4,5]. 예로서 학습자가 주어진 문제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 모르는 상황에서 개념과 이론을 설명하더라도 첫 시

작부터 이해를 못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첫 

단계에서 무엇을 묻는 문제인지를 해석하는 훈련이 매

우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학습법을 통해 첫 시

작부터 다양한 문제풀이 방법을 구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학습법을 제안하고, 프랜차이즈 교육 시스템 전반

에 학습법 기반으로 시스템을 설계하고 특히 온라인 학

습과 관리부분에 취약한 학습 단계를 데이터에 저장하

여 문제은행에서 취약한 유형의 문제를 반복 출제하여 

균형 잡힌 학습 성과를 이루도록 한다. 

교수자에게는 학생들이 틀린 문항과 단계를 데이터

로 분석하여 맞춤형 재교육을 실시하고 나아가 학부모

들에게 학생 맞춤상담을 진행하여 교육서비스 만족을 

이루도록 한다.

2. 관련연구

Pyo와 Lim은 학습자의 학업 수행능력은 차이가 있

으므로 학습자의 수준에 따른 수준별 학습내용과 학습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러닝 시스템의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6,7]. Choo는 웹기반 모형을 온라인 학습

활동에 추가하여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하여

성적향상을 거두었다[8]. Nam은 연산빙고게임을 토대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해 영재를 대상으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9], Cho

와 Back은 온라인수업의 질적 개선이 중요하며 발문은 

수업의 질과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개방형 

발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10,11]. Baek은 SCORM 

기반으로 반복학습 콘텐츠의 문항 형태를 정의하여 문

항생성 시스템을 제안했으며[12], Lee는 수학 교수자가 

학습 상담을 진행하면서 학습상담자로서의 전문성을 

키워나가기 위한 상담모형을 제시하였다[13]. 

G. Polya는 수학적 사고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문제를 푸는 방식을 눈에 익

히기, 보다 이해를 잘하기 위한 활동, 도움이 되는 아이

디어를 찾기, 계획의 실행, 반성 단계로 나누어 설명을 

하였다[14]. Hong은 3☓5 MPS(Matrix Problem 

Solving) 학습법 모델을 제안해 협업 콘텐츠 생성에 관

한 연구를 진행하였다[15]. 

성공적인 수학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가맹본부는 브랜드를 차별화하고 학습자의 수학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학습법과 이를

기반으로 한 학습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Hong[15]의  3☓5 MPS 모델을  현장에서 쉽게 적용 가능한

WCSNA(What-Condition-Solve-Note-Another) 

학습법 모델을 새롭게 제안한다. 또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WCSNA 학습법 모델 기반으로

LMS를 구축하여 개념학습, 문제풀이 및 해설, 전문가 

상담까지 표준화된 수학 프로그램을 가맹본부에 탑재

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 한다.

3. 프랜차이즈 학습법 및 메타정보 구축

3.1 WCSNA 학습법

Hong은 3☓5 MPS 학습 모델을 문제해석/문제이해 

영역, 문제접근/문제풀이 영역, 문제정리/응용/일반화 

3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다시 세부영역으로 5단계로 나

누어 3☓5 매트리스 형태로 제시하였다[15]. 그러나 

Hong이 제시한 문제해결 학습법은 협업 콘텐츠 생성

에 초점을 두고 너무 세부적인 단계로 나누어져 있어 

실제 오프라인 수학교육에서 학습법으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를 위해서 문제해결 단계를 

5단계로 단순화하여 WCSNA 학습법 모델을 제안한다.

최근 수학문제가 복합문제로 출제되고, 문항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학습자가 문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가진다. 이를 위해서 학습자에게 문제가 정확히 무엇을 

묻는지에 관한 단계가 필요하다(W단계). 해당 문제에는

다양한 제약조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학습자들이

해당 제약조건들을 무시하여 문제를 푸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해당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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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C단계). 문제에 대한 이해와 제약조건까지 확

인한 이후에는 지금까지 배운 개념과 이론을 기반으로 

문제를 풀이하게 된다(S단계). 최종적으로 답을 도출한 

다음 학습자는 다음 문제를 풀기 전에 문제풀이 과정에 

대한 정리과정이 필요하다(N단계). 마지막으로 해당 문

제의 풀이방식은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풀이방법이 

있을 수 있다. 최대한 정답을 도출하는 방법을 창의적

으로 생각할 시간을 가지게 되어 사고영역을 확장할 수 

있게 된다(A단계). 

Table 1. WCSNA learning method

Step Meaning Question

W What What is the questioin of asking?

C Condition What are the constraints?

S Solve How to approach and solve the problem?

N Note Summarize the problem-solving process

A Another Is there any other way to solve the problem?

Table 1은 위에서 기술한 단계별 학습을 요약한

내용이다. W단계에서는 전체적인 독해능력이 요구되며,

C단계에서는 특히 숨은 제약조건을 도출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S단계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개념과 공식을 

어떻게 적용해 볼 석인지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N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으며,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며, W, C단계에서 

틀렸는지 아니면 S단계에서 개념과 공식을 모르는

경우나 계산실수 등이 원인인지 반성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A단계에서는 창의적으로 다른 개념과 이론을

적용하여 다르게 문제를 푸는 방법을 찾는 시간을 가지고

학습자 스스로 출제자 입장에서 유사 문제를 만들 수 

있는 능력까지 학습한다면 양적인 문제를 반복적으로 

푸는 과정보다 질적인 수학 학습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3.2 메타정보 구축 (문항 데이터베이스)

문제은행을 구축하기 위해서 문제에 대한 문항 기본 

메타정보와 학습 메타정보로 구분하여 DB를 설계한다. 

문항 기본 메타정보에는 개정년도, 구분, 학급, 학년, 

학기, 단원, 중단원, 소단원, 유형, 난이도, 행동영역,  

내용 영역으로 설계하고, 학습 메타정보로는 문항코드, 

학습코드, 순번, 입력답, SKIP 유무, 채점, 영상확인, 

WCSNA, 진행코드를 메타정보로 설계를 한다. 

Table 2. Math problem basic meta information

Field Setting example

Revision_ year 2009/2015

division textbook/school_exam/math_contest

class Elementary/Middle/High

grade 1/2/3/4/5/6

semester 1st / 2nd

topic Factorization

sub_topic1 Factorization

sub_topic2 decimals and powers

category factor and multiple

difficulty Best/High/Mid/Low/Lower

action_area
comprehension/calculation/Problem 

solving/application/creativity

content_area Numbers and operations/Function

Table 3. Learning meta information

Field Setting example

question_code unique code of the question

learning_code Unique test code for homework/test, etc.

sequence_num item number in homework/test

input_answer student answers entered online

skip_or_not normal input / skip

grading correct/wrong

video_confirmation watch/not watch

WCSNA W/C/S/N/A

progress_code

unconfirmed/problem_solving/grading 

confirmation/incorrect answer 

confirmation/WCSNA check/completed

Table 2는 문항 기본 메타 정보의 예시를 보여주고, 

Table 3은 학습정보 메타정보 예시를 보여준다. 

기본 메타정보를 구축하면 교육과정이 개편되어도 

쉽게 문항DB를 쉽게 재구성할 수 있게 된다. Table 3 

학습 메타정보에서 WCSNA 학습법 필드 값이 들어가고,

진행코드로 미확인, 문제풀이, 채점확인, 오답풀이확인, 

WCSNA 체크, 완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추가적

으로 단계별 WCSNA 관련 필드 값을 목적에 맞게 

세부적으로 설계를 하면 학습자의 학습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피드백 할 수 있다.

4. 시스템 개발 및 응용

4.1 WCSNA 기반 프랜차이즈 콘텐츠 개발

본 논문에서 제안한 학습법은 K사 프랜차이즈 교수

학습을 위한 콘텐츠로 추가되어 개발하였다. 프랜차이즈 

콘텐츠의 브랜드 차별화와 학습자의 학습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교재의 문제해설 부분을 모두 

WCSNA 학습법 기반으로 구성하였다. Fig. 1은 교재

구성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 수학 문제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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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S단계인 풀이과정을 해설로 바로 보여주고 있

으나 K사의 교재는 W-C-S-N-A 단계를 세분화 하여 

학습자가 체계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

하였다. 

Fig. 1. Textbook structure example

학습법 기반으로 교재를 구성하고, 학습자들이 문제를

풀고 틀린 부분은 오답노트로 정리를 한다. 오답노트 

구성도 WCSNA 단계에서 자기가 취약한 부분을 체크

하고 실제 학습자가 습관적으로 단계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자가 틀린 문제의 경우는 온라인 학습

을 통해서 틀린 문제에 대해 동영상 시청을 할 수 있다. 

모든 해설 강의는 WCSNA 기반으로 영상촬영이 되어 

있다. Fig. 2는 온라인 문제해설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Fig. 2. Online commentary lecture based on WCSNA

4.2 WCSNA 기반 온라인 학습시스템 개발

WCSNA 기반 LMS 학습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

웨어의 구성은 Fig. 3과 같으며 특히 DB는 MSSQL을 

사용하였고 개발 프로그램의 학생 부분은 ASP 프로그램

을 하였고, 프로그램 설치는 CS방식으로 Delphi 5로 

구현되었다. 

Fig. 3. LMS hardware and software configuration

교수자가 학습관리 시스템(Fig. 4)을 통해서 학급

관리, 수업관리, 숙제관리, 테스트관리, 출력물관리,

학생관리 등의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게 된다. 수업관리

에서는 교수자가 직접 온라인 강의개설을 할 수 있으며,

테스트 관리에서는 문제지를 학습법 기반으로 생성하여

취약한 부분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Fig. 4. Teacher learning management program

학습자는 온라인 개념강의를 듣고 교수자가 온라인

으로 문제를 제공하면 학습자는 문제를 풀게 된다.

틀린문제는 Fig. 2의 온라인 문제풀이 해설 강의를

학습법 기반으로 시청하고 오답유형을 학습자 스스로 

체크하게 된다. W-C-S-N-A는 버튼 박스로 구현되어 

학습자가 취약한 부분을 복수로 선택해서 저장할 수 있다

(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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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elect wrong answer type based on WCSNA

저장된 데이터는 교수자 학습관리 프로그램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오답 유형별로 세분화

하여 Fig. 6과 같이 진도숙제를 낼 수 있다. 

학습자는 자신이 틀린 단계가 어느 영역이며 이 부분

에 관해 반복학습을 함으로써 균형 잡힌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된다. 교수자는 학부모 상담 시에도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취약점을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 서비스 만족도와 충성도를 높여 고객평생

가치를 높여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된다.  

지금까지 구현된 WCSNA 기반 온라인 학습시스템

(LMS)을 교수자 입장에서 숙제 출제 프로세스를 정리

하면 Fig. 7로 요약할 수 있다. 학습자는 필수단계로

오답풀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여기에서 

WCSNA 각 단계 별 반성 단계를 거치게 되며 이는

저장되어 교수자의 학습 피드백 및 상담으로 활용되게 

된다.

Fig. 6. Progressive homework by WCSNA

Fig. 7. Homework assignment process 

5.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WCSNA 

학습법 기반으로 교재, 오답노트, 동영상 해설 강의, 

WCSNA 별 오답문항 관리, 학습관리프로그램 등의 차

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서 표준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WCSNA 학습법은 최근 수능에서 

긴 장문의 문제와 복합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구조적인 도구로서 온-오프라인 모든 시스템에 

적용하여 사용하고 학습자의 취약한 부분의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수자 입장에서는 학습자에게

효율적이고 질적인 문제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수업

운영적 측면에서는 WCSNA를 활용하여 단계별로 교수

자가 학습자 상호간 양방향 소통을 가능하게 발문발표식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실제 한 방향의 이론식

주입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학습자 스스로가 창의적,

체계적 사고를 할 수 있게 한다. 향후 과제로는 학습자의

누적된 단계별 학습결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동문제 

추출알고리즘과 연계하여 효율적 문제추출이 가능하도록

구현할 계획이며, 향후 CRM과 연계하여 고객 상담

전화가 왔을 경우 학생의 문제해결 능력의 변화과정을 

지식기반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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