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95 -

대한수학교육학회지 수학교육학연구 제 21 권 제 3 호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in Mathematics

Vol. 21, No. 3, 295-311. Aug 2011

수학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학생들의

감정 변화에 대한 사례 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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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수학 학습에서 정의적 영역은 능동적인 학습

자로서 학생이 효율적인 학습을 수행하는 데 도

움이 되는 심리적 요인이다. 그러나 그 중요성

에 비해 정의적 측면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여

전히 부족한 편이다. 학생들이 수학에 대해 부

정적인 태도나 감정을 가진다면 학업 성취도가

낮아지고 이는 다시 학생들에게 더욱 부정적인

태도와 감정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된다(최인선,

1999). 정의적인 측면의 악화는 학습에 대한 노

력의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수학 성적의 하락을

초래하게 되므로, 정의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뗄 수 없는 것이며 함께 고

려되어야 한다.

2007년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은 수학적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과 함께 긍정

적인 수학적 태도 형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교

과 내용이나 교육과정에는 문제 해결에서 교사가

학생의 정의적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제

시되지 않았으며, 고려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활

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

다. 교사들이 학생의 정의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

은 채 문제 해결력 신장을 위해 많은 문제를 풀

도록 연습을 시킨다면 몇몇 학생들은 수학에 대

해 부정적인 정의(affect)를 형성하게 될 수 있다.

그로 인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에 대한 정서

가 부정적이 되고 수학에 대한 태도가 소극적이

되며 수학에 대한 확신과 즐거움은 감소하게 된

다(Dossey, Mullis, Lindguist & Chambers, 1988).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은 수학에 대한 인지적 성

취는 뛰어나지만 수학에 대한 정의적 성취는 국

제적으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국제

비교 연구(TIMSS 1999, 2003, 2007; PISA 2003의

결과)가 실시된 이후로 계속 알려져 왔다(김선희․

김기연, 2011). 따라서 학생들의 문제 해결에서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그에 영향을 주는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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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교육에서 문제 해결에 대한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많은 연구가 진

행되어 왔지만 정의적 측면에서 문제 해결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감정이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학생

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여러 차례의 감정 변화를 경험했고, 긍정과 부정의 감정

이 공존해서 나타났다. 둘째, 같은 문제를 동일한 풀이 방법으로 해결하였지만 감정

변화가 다른 이유는 학생의 수학 문제해결에 대한 신념과 겉보기 난이도 때문이었

다. 셋째, 학생이 문제 해결에서 긍정이나 부정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수학적 태도

와 관련이 있었다. 넷째, 학생들은 문제에 대한 겉보기 난이도가 ‘상’일 때 ‘하’보다

부정적 감정을 많이 경험했지만 문제 해결 후 성취감은 더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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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측면에 관한 이해가 필요한 실정이다.

Goldin(2000)은 문제 해결에서 나타나는 정의

를 크게 국소적 정의(local affect)와 전반적 정의

(global affect)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국소적

정의는 문제를 해결을 하는 동안 겪게 되는 느

낌이나 감정적 반응이고, 전반적 정의는 일반적

인 구조를 형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자

아 개념, 수학적 신념, 태도를 의미한다. 수학적

문제 해결은 인지적인 사고 과정과 정의적 반응

이 결합되어 행하여진다. 즉, 학생이 어떤 수학적인

문제를 접했을 때 문제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결

방법을 찾는 인지적인 사고 과정과 함께 그 문제

를 풀면서 변화하는 국소적 정의인 감정과 수학

적 신념, 태도 등의 전반적 정의가 결합되어 문제

가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가 문제

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감정을 이해하고,

그것이 문제 해결 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

고 안내할 필요가 있다.

Goldin(1988, 2000)은 문제 해결에서 인지적 측

면과 정의적 측면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국소적 정의의 관점에서 정의적 반응의 체계를

만들어 문제 해결과 정의적 반응 사이의 관계

를 제시하였다. 이 체계는 문제 해결 발견술의

영향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정

의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의 관련성을 뒷받침할

뿐이다. 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감정이 몇 차례 변화할 수 있으며 패턴이 생겨

날 수 있다. 교사들이 이 패턴을 이해하고 고려

하면 문제 해결 지도 시 학생의 인지적 측면뿐

아니라 정의적 측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

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고, 학생들의

수학적 태도의 긍정적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례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수

학 문제 해결 과정을 관찰․분석하여,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감정 변화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마다 감정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

는 이유도 분석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수학 문제 해결에 대한 신념과 겉

보기 난이도에 따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학

생 개인의 수학적 태도에 따라 감정 변화의 차

이를 확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 개인이 문

제를 보자마자 느낀 겉보기 난이도에 따라 감

정 변화의 특징을 파악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학 문제 해결 과정에 나타난 학생들

의 감정 변화는 어떠한가?

둘째, 동일한 문제와 풀이에 대해 학생 개개

인의 감정 변화가 다양한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수학적 태도에 따라 수학 문제 해결에서 감

정 변화는 어떠한가?

넷째, 겉보기 난이도에 따라 수학 문제 해결에서

감정 변화는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Schoenfeld의 문제 해결 과정

문제 해결의 보편적인 전략을 찾는 연구는 오

랫동안 진행되어 왔다. 최근에는 문제 해결에서

정의적 측면의 영향에도 관심이 기울여져 왔으

며, Schoenfeld(1985)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요인으

로 신념 체계라는 정의적 요인을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인지적 절차에 근거한 감정의 변화를

보고자 Schoenfeld(1985)의 문제 해결 과정에 따라

감정 변화를 알아보려 하였다.

Schoenfeld(1985)는 Polya(1957/1986)의 문제 해

결 4단계에 탐구의 단계를 추가하여 ‘분석→계획

→탐구1)→실행→검증’이라는 문제 해결 모델을 제

1) Schoenfeld는 어려운 문제에 대한 탐구 단계를 3단계가 아닌 2-1단계로 분류하였다. 이는 문제 해결 전략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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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분석은 문제에 대한 감각을 얻는 단계

로, 그림을 그리거나 특수한 경우를 조사하고 문

제를 간단히 만드는 것을 시도한다. 계획은 전체

적인 해결 과정을 제시해 주는 단계로, 문제 해

결자가 가장 적합한 활동으로 문제 해결에 참여

하는 것을 보장한다. 해결자는 전체적인 문제 해

결의 윤곽을 알고 해결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계

획을 정교화하며, 여러 가지 유사한 문제를 생각

해 보고 주어진 문제를 수정하여 생각해 보기도

한다. 탐구는 어려운 문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Schoenfeld가 특히 중시한 것이다. 이 단

계에서는 여러 가지 동등한 문제를 생각해 보고

그를 통해 특별한 시사를 얻지 못한다면, 하위목

표를 설정하거나 조건을 완화하거나 문제의 영역

을 분해하여 문제를 약간 수정한다. 그래도 불충

분할 때는 수정한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실

행은 탐구 과정을 바탕으로 순서대로 문제를 풀

고 부분적인 검증을 실시하는 단계이다. 마지막

으로 검증 단계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매우 중요

하나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해결자는 검

증 과정을 통해 작은 실수를 찾을 수 있고, 전체

적인 흐름을 재음미함으로써 새로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 단계는 문제 해결 과정을 개인

의 일반적인 사고 전략으로 흡수하는 중요한 과

정이다.

본 연구는 학생들의 감정 변화를 Schoenfeld

의 문제 해결 과정에 따라 살펴볼 것이다.

2. 문제 해결에서의 정의적 반응

정의적 영역에 대한 연구는 정의의 요소들을

측정하는 것과 수학 학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정의적 상태의 역할을 분석하는 것으로 진행

되어 왔다(Hannula, 2006). McLeod(1992)는 정의

적 영역을 감정, 태도, 신념으로 분류하였다. 감정

은 빠르고 쉽게 변할 수 있는 정의인 반면, 태도

와 신념은 비교적 안정적인 정의이다. 수학적 문

제 해결에 있어 영향을 주는 정의적 요소는 다양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문제 해결

에 영향을 주는 정의적 반응을 감정(emotion),

태도(attitude), 신념(belief)의 3가지로 한정하여

살펴보려 한다.

감정은 강렬하고, 비교적 빠르게 표현되고 사라지

는 긍정적또는 부정적 느낌이다(Malmivuori, 2001). 지

속적인 감정의 경험은 학생의 수학에 대한 신념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학생의 학업

성취에도 영향을 미친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잠시

나타나는 국소적 정의가 바로 감정이며,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감정 변화를 주로 탐색할 것이다.

태도는 관점과 표현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정

의되는데, 감정보다 더 강렬하고 고정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들을 포함한다(MeLeod, 1992).

이 태도는 안정적인 전반적 정의로 일시적인 감

정에 영향을 줄 것이며, 본 연구의 세 번째 연구

문제에서 이를 살펴볼 것이다.

태도가 개인이 대상에 대해 가지는 긍정 혹

은 부정의 평가를 의미하는 반면, 신념은 대상

에 관하여 개인이 갖고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Fischbein & Ajzen, 1975). Op’ Eynde, De Corte, &

Verschaffel(2002)에 따르면 수학에 관련된 신념은

암묵적 혹은 명시적으로 학생들이 진실이라고 믿

는 주관적인 개념을 유지하며 그것이 그들의 수

학 학습과 문제 해결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문

성길․전평국(2001)은 수학적 신념을 수학에 대

한 신념, 문제 해결에 대한 신념, 수학 학습에

대한 신념, 자아에 대한 신념으로 구분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문제 해결에 대한 신념에 주목

할 것이다. Schoenfeld(1985)는 수학에 대한 학생

들의 신념을 조사한 결과 ‘형식 수학은 실제 사

고 활동이나 문제 해결과 거의 관계가 없다', ‘수

심 과정으로 Polya가 제시한 ‘계획 수립’ 단계에 해당한다(장윤영,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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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문제는 풀릴 수 있다면 10분 안에 해결된다',

‘천재들만이 수학을 발견하거나 창조한다'와 같은

세 가지 신념이 학생들에게 매우 보편화되어 있

으며, 그것이 그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

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학생들은 그

러한 신념의 결과로, 발견을 요구하는 문제에서

결코 형식 수학을 떠올리지 않으며, 어떤 문제가

10분 이내에 풀리지 않을 때 쉽게 체념하고, 어

떤 것을 잊어버렸을 때 자신은 천재가 아니기 때

문에 스스로 그것을 유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신념은 학생들이 문제 해결 수행 시 부

정적 영향을 끼쳐 문제 해결이나 학업 성취의 실

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 가령 수학적 자신감이

약하고 과거 경험에서 문제 해결에 실패를 경험

한 학생은 자신이 풀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쉽

게 체념할 것이고, 수학 문제 풀이 방법이 오직

하나라고 믿는 학생은 다른 권위자의 풀이 방법

을 보고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낙담하여 낮

은 학업 성취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신념은 본

연구에서 동일한 문제에 대해 학생의 감정이 다

를 수 있는 원인을 설명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정의적 특성의 하위 요인인 감정, 태도, 신념

은 모두 수학적 문제 해결과 관련을 갖는다. 교

사는 학생이 문제 해결을 하는 동안 갖는 정의

(affect)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학

생들의 부정적 정의가 긍정적인 정의가 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3. Goldin의 정의적 반응 변화 체계

Goldin(1988, 2000)은 문제 해결에서 학생들이

갖는 정의적 반응 체계를 [그림 Ⅱ-1]과 같이 제

시하였다. 학생이 느끼는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

인 호기심(curiosity), 어리둥절(puzzlement), 당혹

[그림 Ⅱ-1] 발견술과 상호작용하는 정의적 상태

(Goldin, 1988, 2000)

(bewilderment), 격려(Encouragement), 즐거움(Pleasure),

의기양양(elation), 만족감(satisfaction)의 7가지와

부정적 감정인 좌절(frustration), 불안(Anxiety), 절

망/두려움(fear/despair)의 3가지이다. [그림 Ⅱ-1]

에서 실선은 학생 개인의 정의 변화를 의미하고,

점선은 정의적 상태가 발견적 문제 해결 전략을

불러일으키는 관계를 나타낸다.

학생이 문제를 이해하는 첫 단계에서 느끼는

감정은 호기심이다. 호기심은 문제에 대한 관심

으로, 학생을 문제 해결의 과정으로 안내한다.

만일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으면 어리둥절함

이 따르는데, 이 감정은 부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과 과거 기

억 속의 문제를 대조하고, 답을 내릴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를 부호화2)한다.

다음 단계인 당혹은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나

아가야 할지 방향 감각을 상실 또는 맥락을 잃

는 것인데, 이 상태가 계속되면 부정적 정의를

더욱 강하게 하고 좌절을 초래할 수도 있다. 좌

절은 여러 차례의 시도를 해도 이해를 하지 못

2) 부호화[encoding, 符號化] : 인지과정 혹은 정보 처리 과정의 한 형태로, 청각, 시각, 촉각 등 감각을 통해 들

어오는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기 위해 그 정보를 유의미하게 만들고, 장기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기존의

정보와 연결하고 결합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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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성공을 달성하지 못한 실패의 감정으로,

이 감정 자체는 부정적이다. 하지만 좌절은 문

제 분석을 다시 시작하게 하고 근본적으로 새로

운 접근을 시도하도록 하는 뒷받침이 될 수 있

다. 문제 해결자가 스스로의 격려를 통해 발견

술을 깨닫고 도전한다면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의기양양하여 문제를 해결한 것에 대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이 만족감은 수학에 대한 긍정적

인 태도를 가지게 한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해

결되지 않은 좌절은, 특히 계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불안을 느끼게 한다. 불안이

해결되지 않고 부정적인 정의가 발달함에 따라

학생은 두려움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며, 이런

정의적 상태는 문제 해결을 체념하게 한다.

본 연구는 Goldin(1988, 2000)의 정의적 반응

변화 체계가 학생들의 문제 해결 경험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그는 모든

감정의 시작을 호기심으로 보고 있지만, 모든

학생이 문제 해결 의지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호기심 이외의 다른 감정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즉 학생들마다 문제를 해결하면서

경험하는 감정이 다를 것이며 그것을 알아보고

자 한 것이다. 또한 Goldin(1988, 2000)은 정의적

학생 학년 수준별 수업 특징3)

A 중2 상반
나도 이만하면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수학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나는 수학 공부가 쉽다.

B 중2 중반
나는 다른 학생보다 수학 공부를 더 잘하고 싶다.
나는 수학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나는 수학 공부를 지금보다 더 하려고 한다.

C 중3 상반
나는 수학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싶다.
나는 수학 공부를 잘 할 수 없다.
나는 다른 학생보다 수학 공부를 더 잘하고 싶다.

D 중3 상반
나는 수학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싶다.
나는 수학 시간에 배운 것을 응용해 보고 싶다.
나는 수학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표 Ⅲ-1> 사례연구 학생 A~D의 특징

반응 변화 체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해서 본 연구는

문제 난이도 체감이나 학생의 안정된 전반적 정

의인 태도나 신념을 통해 알아보려 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중학생 9명, 고등학

생 11명이다. 2010년 12월 부산광역시의 Y중학교

에 재학 중인 학생 7명, H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5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들은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다.

문제 해결에서 감정 변화 패턴을 알아내기 위해

서는 다양한 수학 학습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필

요하므로 수준별 수업 시 상반에 속한 중학생 3

명과 고등학생 1명, 중반에 속한 중학생 3명과

고등학생 1명, 하반에 속한 중학생 1명과 고등학

생 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1차 조사를 통해 만

들어진 감정 변화 패턴이 학년이 올라가도 비슷

하게 나타나는지, 좀 더 심층적인 관찰과 분석을

3) 학생의 특징은 수학적 태도 검사지에서 ‘항상 그렇다’라고 응답한 문항과 대화 분석을 통해 얻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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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2011년 1월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학

생들은 3학년 학생들로 상반에 속한 고등학생 3

명, 중반에 속한 고등학생 3명, 하반에 속한 중학

생 2명이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 참여한 20명

은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연구 문제를 위한

대상이며, 두 번째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신념의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 1차 조사의 Y

중학교의 4명의 중학생을 선정하였다. 4명의 학

생들의 특징을 정리하면 <표 Ⅲ-1>과 같다.

2. 측정 도구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

를 보기 위해 학생에게 해결해야 할 수학 문제

를 제시하였다. 중학생에게는 중학교 1학년, 고

등학생에게는 고등학교 1학년 문제를 5문항씩

제시하였고, 문제를 처음 보았을 때 학생 개인

이 느끼는 주관적인 (겉보기) 난이도에 체크를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문제의 오른쪽에 문제를

처음 접할 때, 문제 해결하는 동안, 문제 해결한

후 느낀 감정을 [그림 Ⅲ-1]에서 선택하여 그릴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효율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 Gómez-Chacón(2000)의 연구에서 제시된 정

의적 반응 그림을 참조하여 제작하였다.

문제는 식의 계산, 확률, 기하의 영역에서 선

택하였고, 비교적 쉬운 하 수준과 어려운 상 수

준의 문제를 적절히 배치하였다. 문제의 예는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1차 조사가 시작되기 전 연구자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감정을 수집하였고,

나타날 수 있는 감정을 호기심, 편안함, 즐거

움, 격려, 자신감, 성취, 번뜩이는 아이디어 7가

지의 긍정적 감정과 당황, 불안, 애매모호, 좌

절(자책), 체념의 5가지 부정적 감정, 그리고 지

루함을 포함하여 13가지 감정으로 조절하였다.

학생들이 평소 자주 이용하는 미니홈피의 이모티

[그림 Ⅲ-1] 감정을 나타내는 그림

콘을 이용해 조사에 흥미를 가지고 성실히 응답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의적 반응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수학

적 태도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1992)의

수학적 태도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3. 연구 절차

학생들에게 수학적 태도 검사지에 응답하도

록 한 뒤, 면담을 통해 학교에서 소속된 수준별

학급, 수학 성적과 함께 문제해결에 대한 신념,

가치관, 태도를 알아보고, 이를 녹화하여 전사

하였다.

다음으로 Gómez-Chacón(2000)의 논문에 제시

된 모델과 비슷한 정의적 반응 그림을 제시하

여 각 감정이 어떤 정의적 반응과 관련이 있는

지 설명한 뒤, 문제를 풀면서 감정을 기록하게

하였다. 학생들은 수학 문제를 처음 보았을 때

느낀 개인의 주관적인 겉보기 난이도를 표기하

고,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그리고 문제를 푼 뒤

변화하는 감정을 [그림 Ⅲ-1]에서 선택하여 문제

지에 표기했다. 연구자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Schoenfeld의 문제 해결 단계인 분석→계획→탐구

→실행→검증의 과정을 걸쳐 학생들이 어떤 정

의적 반응의 변화를 경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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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관찰과 면담을 하였다. 학생들의 문제 해결

이 끝난 후 문제 해결하는 동안의 감정 변화,

난이도나 수학적 태도에 따라 어떤 감정의 변화

를 경험하였는지를 인터뷰하였고 이를 녹화하고

전사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1인당 5문제씩을

해결하도록 하였고, 학생들이 답한 100개의 답안

에 대해 Schoenfeld의 문제 해결 단계의 순서대로

나타나는 정의적 반응을 긍정과 부정의 두 분류

로 나누어 감정 변화 패턴을 분석하였다.

Ⅳ.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학생들의 감

정 변화, 동일한 문제에서 감정 변화가 다른 이

유, 수학적 태도와 겉보기 난이도에 따른 감정 변

화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결과를 차례로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문제 해결에서 학생들의 감정 변화

문제 해결 과정에 나타난 학생들의 감정은 급

속히 변하기도 하고 지속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부정적 정의를 가진 학생은 어떤 문제 해결의 수

행에서 성공을 거둔다고 할지라도 신념과 태도

에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즐거움, 만족과 같은

감정의 변화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1]은 사례 연구를 통해 나타난 학생

들의 감정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문제 해결 단

계별로 학생들이 드러낸 감정을 긍정, 부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학생들이 나타낸 감정의 표

현을 합하여 제시한 것이므로,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모든 학생이 [그림 Ⅳ-1]의 모든 감정을 다

같이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일방향의 화살표는

감정 변화의 흐름을 나타내고, 양방향의 화살표

는 학생들이 중복해서 느끼는 감정을 나타낸 것

[그림 Ⅳ-1] 문제 해결 동안 학생들의 감정 변화

이다. 감정은 그림에 나타낸 순서대로 변화하지

만 해당 단계가 아니라도 다시 나타날 수 있다.

학생들의 감정은 문제 분석에 있어 호기심 또

는 당황으로 시작하였다. 호기심을 느끼다가 당황

을 느끼는 학생들도 있었다. 계획과 탐구 단계에

서는 편안함, 즐거움, 지루함, 불안, 애매모호의 감

정이 나타났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에 따라 긍정과 부정의 감정이 나타날 수 있는 것

이다. 실행의 단계에서는 격려와 자신감, 좌절(자

책)이 나타났으며, 검증 단계에서는 보통 성취감

을 느끼거나 체념의 감정이 나타났고 간혹 즐거

움이 나타난 경우도 있었다. [그림 Ⅳ-1]에서의 문

제 해결 동안 감정 변화 사례와 Goldin(1988, 2000)

과의 차이점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와 Goldin의 연구는 감정의 분

류에서 차이점을 가진다. 이는 감정을 기술하는

단어에 대한 의미 해석의 차이라 할 수 있는데,

Goldin은 긍정적 감정으로 호기심, 당혹, 어리둥

절, 격려, 기쁨, 의기양양, 만족감 7가지와 부정적

감정인 좌절, 불안, 두려움/절망 3가지로 두었다.

여기서 당혹(bewilderment)은 문제 해결자가 문제

를 이해하는 것에 대한 실패를 부호화하지만, 더

나은 문제 이해 발견술을 떠올리도록 하고 권위

(authoritative source)에 대한 도전을 끌어낸다는 점

에서 긍정적 감정으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본 연

구에서는 학생들이 느끼는 당황(唐慌)이 문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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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보다는 문제 분석 단

계에서 문제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 오히려

해결 의욕을 떨어트리는 부정적 감정으로 보았다.

또한 분석 단계에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계획, 탐구 단계로 넘어 갈 경우 생기

는 애매모호는 해결자가 정확한 문제 해결 실마

리를 잡지 못하거나 자신의 해결 방법에 대해 확

신을 갖지 못할 때를 나타낸다. 이 감정은 불안

의 감정을 수반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

정적 감정으로 분류하였다.

연산․계산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수학 문

제를 풀면서 단순 반복 계산 문제에 대해 지루

함을 느끼기도 하고 편안함을 느끼기도 한다. 이

때 지루함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같은 상태가

오래 계속되어 따분하고 싫증이 난다는 것으로

긍정/부정의 분류가 난해해 별도로 두었다. 이에

본 연구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감정

을 호기심, 편안함, 즐거움, 격려, 자신감, 성취

감,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긍정적 감정 7가지와

당황, 불안, 애매모호, 좌절(자책), 체념의 부정

적 감정 5가지, 그리고 지루함을 포함하여 13

가지로 분류하였다.

둘째, Goldin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학생들이

처음 느끼는 감정을 호기심에서 시작하지만 학

생들은 문제를 처음 접하였을 때 당황의 감정으

로 시작하기도 하였다. 호기심은 주로 긍정적인

감정으로 학생의 관심을 나타낸 반면, 당황은

생각지 못한 어려운 문제를 대면했을 때 수학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거나 과거 문제

해결에서 오답과 같은 불쾌한 경험에 의해 형성

된 수학적 태도와 같은 부정적인 경향으로 인해

나타나는 감정이다. 호기심은 문제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당황은

기피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게 할 수도 있다.

셋째, 감정 흐름의 화살표가 일방적으로 표현

된 Goldin의 것과 달리 학생들은 쌍방적인 감정

의 변화를 가졌다. 즐거움을 한 번 느꼈다고 해

서 다시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를 한

뒤나 자신감을 가진 뒤에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

고, 동시에 여러 감정을 가질 수도 있었다. 문제

를 해결하는 동안 한 번 느낀 감정을 다시 느끼

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 전의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며 감정은 모든 단계에 영향을 줄

수 있었고, 편안함을 느끼다가도 불안을 느끼기

도 하고, 좌절을 느끼다가도 번뜩이는 아이디어

를 통해 편안함과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였다.

2. 동일한 문제에 대한 감정의 다양성

[그림 Ⅳ-2]에서 두 학생은 같은 문제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두 학생은 수

학 수준별 수업에서 상반에 속해 있고, 수학 학

업 성취도 비슷하다. 하지만 학생 A는 ‘호기심→

학생A 학생B

[그림 Ⅳ-2] 겉보기 난이도에 따른 감정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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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함 → 편안함’으로 자신의 감정 변화를 나타

낸 반면, 학생 B는 ‘당황 → 불안 → 번뜩이는

아이디어 → 즐거움 → 성취감’으로 감정 변화를

나타내었다.

두 학생의 차이점은 ‘자신이 생각하는 난이

도’에서 학생 A는 ‘하’ 수준이라 답하고 학생 B

는 ‘상’ 수준이라고 답한 것이다. 풀이 과정은

동일하지만 문제를 하 수준이라고 느낀 학생은

문제를 푸는 내내 즐거움과 편안함을 느꼈고,

문제가 상 수준이라고 느낀 학생은 처음 문제를

보았을 때 문제에 대한 당황에 불안감을 가졌지

만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함께 성취감을 느낀 것

이다. 즉 학생의 겉보기 난이도에 따라 감정 반

응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차이는

수학 문제해결 자체에 신념뿐 아니라 난이도에

대한 학생의 신념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연구자: 정말 쉽고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학생 A: 네. 있긴 있는데 개인마다 수학적 능력

에 따라 그 난이도가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연구자: 아, 난이도가 주관적이라는 건가요?

학생 A: 네.

연구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집 같은 것을 보면 상,

중, 하라는 어떤 단계가 나뉘어져 있는

데 그 난이도는 바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학생 A: 대체로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절

대적이지는 않았어요. 제가 자신 있는

부분에서는 중 수준의 문제가 하 수준

처럼 느껴지고 상 수준의 문제가 중 수

준의 문제처럼 느낀 적이 있거든요.

연구자: 음. 그럼 문제를 풀 때, 난이도별로 드는

생각이 다르나요?

학생 A: 네. 달라요.

연구자: 어떻게 다른가요?

학생 A: 상 수준의 문제는 일단, 문제를 보면 중

문제보다 당황을 훨씬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연구자: 그럼, 하 문제는 어떤 것 같아요?

학생 A: 하 문제는... 그냥 편안하게 풀어지는 것

같아요.

면담 과정에서 나타난 학생 A의 수학 문제해

결에 대한 신념은, 자신이 수학 문제를 잘 해결

한다고 믿고 있으며 어떤 문제를 접하더라도 과

거의 경험에서 해결 방법을 모색한다면 수학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학생 A

는 5개의 문제에 대해 모두 긍정적인 정의적 감

정의 변화를 보였고 난이도에 관계없이 자신은

수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학생 B는 자신은 수학 문제를 잘 해결하

지 못하고, 중․하 수준의 문제만 해결할 수 있

을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이 익숙

하지 않은 문제는 어렵다고 느꼈고 문제 분석

단계에서 당황의 감정을 느꼈으며 자신이 풀

수 있을지 불안의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문

제 해결 방법을 모색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성

취감을 느꼈다.

두 학생은 수학 문제해결에 대한 신념에 따

라 난이도를 다르게 체감하고 있었고 겉보기 난

이도에 따라 긍정 또는 부정의 감정 변화를 나

타내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처음 문제의 겉

보기 난이도를 '상'이라고 표현한 학생들은 ‘하'

라고 표현한 학생들에 비해 초기에는 부정적인

감정적 반응의 변화를 보이지만, 문제를 해결

한 뒤에는 더 큰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여기는 반면 자신이 하지 못

할 것이라 믿었던 것을 해결하였을 때는 강렬

한 긍정적 감정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Ⅳ-3]은 동일한 문제의 풀이 과정이 같

으나 감정의 변화가 다른, 또 다른 예이다.

학생 C, D는 동일한 문제에 동일한 방법으

로 해결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문제

의 난이도도 ‘중’으로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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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C 학생D

[그림 Ⅳ-3] 문제해결 신념에 따른 감정의 차이

하고 왜 정의적 반응 변화에는 차이가 있는 것

일까? 두 학생의 면담을 통해 그 이유를 확인

할 수 있다.

학생 C: 처음에 문제를 봤을 때 어떤 문제인지 호

기심을 가졌고 음... 풀어 본 적이 없는

문제라서 당황했는데... 제가 풀 수 있

을지 불안했어요. 그러다가 밑변을 와

로 둔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비례

식을 이용해서 푸니까 답이 나와서 마

음이 편안해졌어요.

연구자: 그렇군요. 그런데 왜 불안했나요? 어려

운 문제로 느끼진 않았는데...

학생 C: 문제에 도형이 나와서요. 저는 도형 문

제 문제는 잘 못 풀어요. 그 쪽이 좀 약

한 것 같아요.

학생 D : 문제를 봤을 때 호기심이 생겼고.. 그 다

음은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으로 푸니

까 잘 풀려서 편안함을 느꼈고 답이 나

와서 즐거웠어요.

연구자: 문제가 쉬웠나요?

학생 D : 문제 자체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

아요. 못 푸는 애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걸 좋

아해요.

학생 C는 과거 자신이 기하 부분의 문제 해

결에 실패한 경험으로 인해 기하 관련 문제라는

것을 인지한 순간 '불안'의 감정을 느꼈다. 이것

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반복된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감정 반응이다. 반면, 학생 D는 문제

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에 의해 자아 효능감

이 높았다. 자아 효능감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

념이며, 어떤 행동이나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이종

희․김선희, 2010). 여기서 학생 D는 문제 해결

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으로 어떤 문

제를 접하더라도 피하지 않고 도전하려 하며 자

신이 풀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감정의 성향

을 보였다.

동일한 문제에서 동일한 풀이 과정을 보이더

라도 감정 변화가 다른 이유는 학생들의 문제

해결에 대한 신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문

제해결의 성공 경험으로 이루어진 긍정적 신념

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긍정적 감정의 반응을

지속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도 강

하게 하였고, 특정 문제 해결의 실패로 인한 불

쾌한 경험에 의해 형성된 신념은 불안, 당황 등

의 부정적 감정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학 문

제 해결에 대해 부정적 신념을 가진 학생이라

할지라도 문제를 해결하면서 긍정적 감정을 지

속적으로 느낀다면 신념 또한 긍정적인 방향으

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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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학적 태도에 따른 감정 변화

태도는 정의적 특성이기는 하나 인지적․감정

적․행동적 성향의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박용

헌․문용린, 1990). 이 성향은 아이디어를 교환하

고 추론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 문제 해결에서

수학적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다른 방법을 찾으

려는 융통성, 수학적 과제를 꾸준히 수행하려는

의지, 수학을 하는 것에 대한 관심, 호기심, 자신

의 생각과 자신이 수행한 것을 모니터링하고 반

성하려는 경향, 다른 교과와 일상의 경험에서 수

학을 적용하는 것의 가치를 존중하는 마음, 문화

에서의 수학의 역할과 도구와 언어로서의 수학의

가치에 대한 이해와 관련되어 있다(NCTM, 1989).

또한 수학을 좋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김선희․김기연․이종희, 2005)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학적 태도에 따른 감정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수학적 태도 검사지의 문

항을 기준으로 20명의 학생 중 14명의 학생을 두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긍정 그룹이 8명, 부정 그

룹이 6명이었다. <표 Ⅳ-2>에 나타난 그룹의 특

징은 태도 검사지에서 ‘항상 그렇다’, ‘대체로 그

렇다’고 응답한 문항이다.

긍정 그룹의 학생들은 수학에 대한 자신감

과 자아 효능감이 강하다. 이 학생들은 감정의

긍정 그룹 부정 그룹
․나는 수학 과목은 꼭 예
습을 한다.

․나는 수학 시간에 배운
것을 응용해 보고 싶다.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할
수록 재미있는 것 같다.

․나는 수학 시간에 선생
님이 가르치는 것을 열
심히 듣는다.

․나는 수학이 앞으로 공
부하는 데 꼭 필요한 과
목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수학 공부를 시작
하면 끝까지 열심히 한다.

․나는 수학 공부를 지금
보다 더 하려고 한다.

․나는 수학 시간에 다른
생각을 많이 한다.

․나는 수학 시간이 끝났
을 때 무엇을 배웠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수학 시간이 지루
하다.

․나는 수학 공부를 잘 할
수 없다.

․나는 수학에 대해서 모
르는 것이 많다고 생각
한다.

․나는 수학 시간에 모르
는 것이 있어서 질문하
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표 Ⅳ-2> 수학적 태도 그룹

[그림 Ⅳ-4] 수학적 태도에 따른 감정 변화 패턴

변화가 주로 긍정으로 흐르며, 긍정적 반응의

지속이 길고, 문제 해결의 어려움으로 인해 부

정적 감정을 느끼더라도 체념하는 경향이 적

고, 다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도전적 성향

을 보였다. 그러나 부정 그룹의 학생들은 부

정적 감정의 지속이 길고 체념이 빨랐으며 문

제 해결을 다시 시도하지 않았다. [그림 Ⅳ-4]

에서 굵은 선은 긍정 그룹의 학생들을, 점선

은 부정 그룹의 학생들에서 나타난 감정의 흐

름이다.

긍정 그룹의 학생들은 주로 호기심으로 감

정이 시작하는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

해 당황을 느꼈다 하더라도 쉽게 체념하지 않

고 격려를 통해 문제 해결 전략을 떠올리려

노력하였다. 반면에 부정 그룹의 학생들은 당

황의 감정으로 문제해결을 시작하여 주로 부

정적 정의를 경험하며 쉽게 문제를 체념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두 그룹 모두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실마리를 얻어 긍정적 감정으로

문제 해결을 하게 되면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4. 겉보기 난이도에 따른 감정 변화 패턴

익힘책이나 시중 문제집을 보면 문제의 난이

도가 문제 번호 앞에 표기되어 있다. 그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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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접한 학생들은 문제 해결하기 전 난이도를 본

뒤 자신이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을 하

는 경향이 있다. ‘하’ 난이도의 문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해결하며 실패를 하게 되면 자신의 능력

을 의심하며 다시 도전한다. 하지만 ‘상’ 난이도

의 문제는 해결하기 전부터 불안, 당황의 감정

을 가지고 자신의 수학적 능력을 의심하며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에도 부정적인

정의를 갖고 기피하기도 한다.

겉보기 난이도가 학생이 느끼는 감정 변화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문제에 대한 난이도는 학생

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절대적인 난이도는 결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난

이도는 학생 개인의 수학적 능력인 인지와 수

학적 태도, 신념, 가치 등의 정의에 의한 개인

의 주관에 의한 것으로 이를 겉보기 난이도라

하겠다. 연구자는 학생들에게 문제를 해결하기

전 문제에 대한 겉보기 난이도를 적도록 하였

고 문제 해결 뒤 겉보기 난이도에 따른 감정

변화에 대한 면담을 하였다. 문제에 대한 겉보

기 난이도는 학생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었고,

크게 상․중․하의 난이도로 나눌 때 학생들은

겉보기 난이도에 따라 비슷한 정의적 반응의

변화를 보였다.

<그림 Ⅳ-5>는 ‘하’난이도에 대한 학생의 감

정 변화 패턴을 보여준다.

‘하’난이도에서 감정의 시작은 호기심으로

시작되었고 문제를 푸는 동안 편안함의 감정이

지속되었으며, 단순 계산 문제에 대해서는 지

루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문제 해결 뒤 느끼는

감정은 즐거움, 편안함의 감정이었다. ‘하’ 난이

도의 해결자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부정적

인 감정을 느끼지 않았고 문제를 푼 뒤 자신감

을 가지며 긍정적 정의를 형성하였다.

겉보기 난이도가 문제해결 신념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나는 수학을 잘 못한다고 생

[그림 Ⅳ-5] 하 난이도에 대한 학생의 감정 변화 패턴

각한다’고 말을 했지만 자신이 느끼기에 문제가

하 수준으로 보이고 그 학생이 ‘하 수준의 문제

정도는 나도 풀 수 있다.’라고 느낀다면 수학에

대한 신념은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문제를 푸는

데는 긍정적인 정의적 반응이 지속될 수 있었

다. 하지만 이 학생들은 즐거움 이상의 자신감

이나 성취감은 느끼지 못했다. ‘하’ 수준의 문제

는 수학 학습에 있어서 일시적인 긍정적 정의를

형성할 뿐, 강한 정의적 반응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 난이도의 문제에 대해

본 연구의 대상들은 문제를 잘 해결해내었다.

[그림 Ⅳ-6]은 ‘상’ 난이도에 대한 학생의 감

정 변화이다.

‘상’ 난이도의 정의적 반응 패턴은 주로 당

[그림Ⅳ-6] 상 난이도에 대한 학생의 감정 변화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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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감정이 시작되고 ‘하’ 수준에 비해 부정

적인 감정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으며 많은 학

생들이 문제 해결의 체념으로 감정을 종료하였

다. 하지만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 해

결을 할 경우에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끼며, 이

는 ‘하’ 난이도의 문제 해결이 편안함과 즐거움

으로 끝나는 것보다 더 강렬한 긍정적 감정이

었다. 학생들은 즐거움 이외에도 격려, 자신감,

성취감 등의 다양하고 강한 긍정적 정의를 느

꼈기 때문이다.

Ⅴ. 결론 및 제언

학생들은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지속적

으로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며 긍정과 부정의 정

의를 공존하여 나타내었다. 이러한 감정의 변화

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신념, 태도, 겉보기 난

이도가 있었다. 긍정적 신념은 긍정적 감정 반응

을 일으키는 반면 부정적 신념은 문제 푸는 동

안 주로 부정적 감정 변화를 일으켰다. 태도와

신념이 부정적이면 당황으로 문제 해결을 시작

하였다. 수학적 태도에 따라서는 긍정․부정의 감

정 방향, 감정의 지속 시간 등이 다르게 나타났

다. 긍정적 태도를 가진 학생은 문제를 체념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려는 반면, 부정적 태도를 가진

학생들은 쉽게 문제를 체념하였다.

겉보기 난이도와 관련하여, 학생이 문제에 대

해 ‘상’수준이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자신이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에 관계없이 부정적 감정 반응

을 보인 반면 ‘하’수준이라는 생각을 가진 학생

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감정이 나타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상’수준의 문제가 ‘하’수준의 문제

에 비해 부정적 감정 반응을 많이 나타내게 했지

만 문제 해결 후에는 더 강한 정의적 반응을 일

으켰다. 즉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 정의로 바뀌

었을 때는 더 큰 긍정적 정의를 느낄 수 있다.

학생들의 문제 해결 신념과 태도는 수학 문

제 해결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수업 시간에 해결하는 문제와 시험 문제

사이의 난이도 차이가 커지면서 반복적인 부정

적 감정의 경험이 축적되고 ‘수학을 잘 할 수

있다’라는 신념은 부정적으로 바뀌게 된다. 학생

들이 긍정적 수학적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적

절한 난이도의 문제를 제시하여 단계적인 성취를

맛보게 해야 한다. 또한 부정적인 정의의 무조건

적 배제가 아니라 교사의 적절한 안내와 함께 부

정적 정의를 긍정적 정의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

하다. Kantowski(1980)가 문제 해결에서 교사의 역

할은 문제 해결 능력 수준을 맞추어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학생들이 어떠한 정의적 경

로를 경험하는가는 교사에게 달려 있다. 문제를

받았을 때 좌절을 느끼는 학생이 매번 문제를

받을 때마다 좌절을 하는지, 끈기를 갖고 문제 해

결 전략을 바꿔 가며 문제를 해결한 기쁨을 느

끼게 될지는 교사의 안내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김선희․김기연, 2011).

그러나 감정이나 신념, 태도 등의 정의적 측

면은 인지적 측면에 비해 추상적이므로 교사가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다. 학생 개개인의 정의

적 측면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면담

과 관찰이 필요한데, 이는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

로 교사가 실시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존재하

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수준별 수업을 할 때

단순히 시험 점수만이 아니라 태도 검사지와 같

은 정의적 측면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지를 통

해 학생의 정의적 특성을 고려하고 그에 맞는 수

업을 진행한다면 그런 점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학생의 감

정 변화 패턴을 알아냈지만, 20명의 학생을 대상

으로 한 것이기에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보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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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리고 Goldin

(1988, 2000)의 선행연구와 차별을 두어 학생에

맞게 감정을 조절하고 분류하였지만 학생 심리

의 복잡한 연결 상태를 몇 가지 감정으로 표현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자료 수집에서 학

생들의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했지만 가상

적인 상태에서 감정적 상태를 추리하도록 요구

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했다

고 보기에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실제적

으로 문제 해결하는 동안 변하는 감정을 측정하

는 방법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러나 본 연구

의 감정 조사 방법은 정의적 요인 측정 도구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며, 본 연구의 결과는 문

제 해결 지도 시 인지적 측면뿐 아니라 정의적

측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하는 동

안 감정 반응의 변화를 고려하여 지도할 수 있

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의 수

학 성적과 문제 해결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과도

관련이 있어 보였다. 특히 중반, 하반의 학생들

은 부정 그룹의 수학적 태도를 갖고 있었으며,

상반 학생들은 뚜렷이 구분이 되지 않았다. 우

리나라 학생들의 수학적 태도가 긍정적이지 않음

은 TIMSS나 PISA와 같은 국제 비교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이다. 학생들의 성취 수준별로

문제 해결에서 느끼는 감정이 어떠한지, 그리고

상반에 속해 있으면서도 부정적인 수학적 태도

를 갖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

요하다. 또한 교사가 문제 해결 과정에서 다양

하게 변화되는 학생의 감정을 이해하고, 학생들

의 표정을 읽거나 본 연구처럼 표현하도록 함으

로써 파악된 학생들의 감정을 고려하여 학생들

을 독려하고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를 처

음 보았을 때의 감정과 해결하는 과정, 해결한

후에 느끼는 감정을 교사가 알아차리고 긍정적

인 감정의 경험이 전반적 정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학생 개개인의 감정에

맞는 맞춤형 교수․학습도 고려가 되어야 할 것

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감정 변

화를 문제 해결 신념, 겉보기 난이도 등 몇 가

지 한정된 것으로 살펴보았으나, 학생들의 감정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에 대해 더 많이 탐

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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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ariation of Emotions in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Ahn, Yoon Kyeong (The Graduate School, Silla University)

Kim, Sun Hee (Silla University)

The importance of problem solving in mathematics

education has been emphasized and many studies

related to this issue have been conducted. But, studies

of problem solving in the aspect of affect domain

are lacked. This study found the changing pattern

of emotions that occur in process of a problem solving.

The results are listed below.

First, students experienced a lot of change of

emotions and had a positive emotion as well as negative

emotion during solving problems.

Second, students who solved same problems

through same methods experienced different change

patterns of emotions. The reason is that students have

different mathematical beliefs and think differently

about a difficulty level of problem.

Third, whether students solved problems with

positive emotion or negative emotion depends on their

attitude of mathematics.

Fourth, students who thought that a difficulty level

of problem was relatively high experienced more

negative affect than students who think a difficulty

level of problem is low experienced.

* Key Words : emotion(감정), emotion variation(감정 변화), affect(정의), problem solving(문

제 해결), mathematics(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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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보았을 때

<풀이>

문제를 풀고 난 후

<부록1> 중학교 문제 예시

1. 전체집합 U     의 두 부분집합 A B 가 A   ,B   일 때,A∪B
를 구하시오.

 

∴자신이 생각하는 난이도(상/중/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