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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수학 문제해결과정에서의 시각적 표현

김 소 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이 광 호 (한국교원대학교)1)

구 미 영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수학 문제해결 과

정에서 나타나는 시각적 표현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이

를 바탕으로 수학 문제해결에 유용한 시각적 표현을 효과

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연구문제 해

결을 위해 서울D초등학교 4학년 1개 학급을 대상으로 학

생들의 문제해결 과정에서의 시각적 표현이 어떠한지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으며, 문제해결과정에서의

시각적 표현에 특징을 보이는 학생 4명을 선정 심층면담

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학생들의 문제해결에

있어서 성취도와 문제해결과정에서의 시각적 표현의 활용

사이에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

이 문제해결과정에서 시각적 표현을 이용해 성공적인 문

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갖도록 함으로써 문제해결과정에서

의 시각적 표현의 유용성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제4차 교육과정 이래 지

속적으로 수학교육 목표의 하나로 수학적 문제해결능

력을 강조해 오고 있다. 특히 문제 해결에 대한 교

수․학습 방법의 측면에서 “학생 스스로 문제 상황을

탐색하고, 수학적 지식과 사고 방법을 토대로 문제해

결방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게 하며,

문제해결의 결과뿐만 아니라 문제해결 방법과 과정을

중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란 이미 배

운 수학적 사실이나 알고리즘을 단순히 적용하는 수준

을 넘어서서 다양한 수학적 사고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문제해결과정에서 시각적 표

현을 나타냄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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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문제해결 과정에서의 시각

적 표현은 ‘학생 스스로 문제 상황을 탐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사고 방법’이 되며,

문제해결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을 중시’하도록 하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의 중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수학 문

제 해결에서의 다양한 수학적 표현의 중요성도 강조되

고 있다. 수학 교육에서 ‘표현(Representation)’은 개념

학습, 의사소통, 현실 상황에 대한 수학적 모델링, 문제

해결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그 가치가 인정되고 있다.

NCTM(2000)과 김영국(2008)은 공통적으로 표현이

문제해결에 유용함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문제해결

과정의 첫 단계는 주어진 문제 상황에 대해 문제를 읽

거나 그것을 이루고 있는 표현들을 해석하는 것이다.

문제를 읽거나 해석한 결과 갖게 되는 문제에 대한 표

상은 문제 해결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수정되어 문제의

해를 산출할 수 있는 표상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제해결과정은 ‘문제 해결자의 표상에서의

일련의 구조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Nunokawa,1994).

즉 문제에서 주어진 표현은 문제해결 과정에서 다양한

표현으로 변환되고 그러한 표현의 변환을 통해 문제해

결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 해

결과정에서의 다양한 수학적 표현은 문제해결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유클리드적 사고를 강조해 온 우리의 수학

교육은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기호적 표현을 선호해 왔

으며(이대현, 2003), 이에 따라 다른 표현들은 논리적

사고, 즉 기호적 표현을 이끌어 내기 위해 사용되는

부수적인 역할로만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수학교육의

기초가 되는 철학적 바탕이 변화됨에 따라 수학적 표

현에 대한 가치와 기준도 변화했다. 전통적인 수리철

학이 결과로서의 지식의 확실성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한다면, 준경험주의나 구성주의는 이보다는 수학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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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형성 과정, 과정으로서의 수학적 지식 쪽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황혜정, 나귀수, 취승현, 박경미, 임재

훈, 서동엽, 2004). 또한 장혜원(1997)도 학교 수학에서

기호적 표현의 지나친 강조는 기계적인 알고리즘 학습

을 초래할 위험이 있음을 제시하면서, 표현의 측면에

서 기호적 표현의 지나친 강조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시각적 표현 및 언어적 표현과 대등하게 다룰 것을 제

안하고 있다. Polya(1957)는 문제해결 첫 단계인 문제

이해 단계에서 그림을 그릴 것을 제안하면서, 비기하

적인 문제에 대한 적절한 기하학적인 표현을 찾아보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 될 수 있다고 하

였다.

Diezmann(2002)은 다이어그램이 특히 비정형적인

문제(non routine problem)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다이어그램이 문제

의 내용이나 주어진 조건들에 대해 표상된 아이디어들

을 외적인 스케치로 명확히 드러나도록 해준다. 둘째,

다이어그램이 문제에 주어진 정보들을 재조직하기 용

이하도록 함으로써 문제에 함축되어 있는 정보를 밖으

로 끌어내어 문제해결에 이르도록 한다. 셋째, 다이어

그램이 문제의 구조를 드러내주어 문제이해를 촉진시

킨다. 여기서는 시각적 표현이 주어진 문제 상황을 추

상화시켜 도식적으로 표현된다는 측면에서 ‘diagram’이

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에 대

한 도식적 표현, 즉 문제해결과정에서 시각적 표현을

이용하는 것은 문제이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시

각적 표현 자체가 하나의 문제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

좀 더 최근의 연구에서는 문제 해결에서 학생들이

시각적 표현의 사용에 흥미를 보이며, 학생들뿐만 아

니라 전문 수학자들도 시각적 표현의 사용을 선호한다

고 밝히고 있다(George, 1999; Stylianou & Silver,

2004). 그러나 여전히 초등학생들이 시각적 표현의 사

용을 꺼려한다(Diezmann, 2002; 나일주, 성은모, 박소

영, 2010)는 점과 시각적 표현이 반드시 성공적인 문제

해결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대현, 2003) 등,

문제해결과정에서의 시각적 표현이 지니는 한계점도

고려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 볼 때, 학생들의 문제해결 과

정에서의 시각적 표현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문제해결 과정에서 나타나

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시각적 표현에 대한 질적

분석 결과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시각적 표현을

활용한 수업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

하여 문제해결에 관한 교수․학습 방법에 시사점을 주

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문제해결과정에서의 시각적 표현

가. 문제해결에서 시각적 표현의 가치

문제해결에서 시각적 표현의 중요성에 대해

Diezmann(2002)는 그 유용성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시각적 표현이 학생들에게 각각의 정보

를 표현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사고를 위한 외부적인

스케치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시각적 표현이

정보의 재조직화를 촉진함으로써 내포되어 있던 문제

의 정보가 시각적 표현을 통해 명확해질 수 있다는 것

이다. 마지막으로 시각적 표현이 문제의 구조가 드러

나도록 해주어 문제이해를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결국

시각적 표현은 학생들이 문제에 대한 정보의 재조직과

구조를 파악하도록 하여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불 수 있다.

이에 덧붙여 NCTM(2000)에서는 수학의 강점 중의

하나로 추상의 활용을 제시하면서, 문제해결과정에서

문제에 주어진 대상의 꼭 필요하지 않은 특색은 기호

화를 통해 없애고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꾸밈없는

기호(naked symbol)”를 만드는 것이 문제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 수학적 응용 및 모델링의 강점이 된다

고 밝히고 있다. 시각화는 문제해결에서 기호화로 가

는 하나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문제해결과 표상의 관점에서의 시각적 표현

Hayes(1989)는 표상을 내적 표상과 외적표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내적 표상은 문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주어진 문제에 대상 및 조건 간의 관계를 마음속에 그

려보는 것이다. 외적 표상은 주어진 문제에 대해 그림

을 그린다거나 내적 표상과 일치하는 상징기호나 식을

세우는 것으로, 내적 표상이 외적으로 드러나도록 함

으로써 문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결국 내적 표상을 살펴본다기 보다는 외적 표상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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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내적 표상을 추측해 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며

최대한 다양한 외적 표상을 통해 내적 표상을 이해하

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다. 문제해결과정에서의 시각적 표현 유형 분류

van Garderen과 Montague(2003)의 연구와 Kell,

Gaustad, Porter, & Fonzi (2007)의 연구는 공통적으로

문제해결과정에서 나타나는 시․공간적 표현을 도식표

현과 그림 표현으로 구분하여 문제해결에서의 유용성

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식 표현의 이용과 학업 성취

도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야기 하면서

성공적인 문제해결은 도식 표현의 이용과 관련되고,

그림표현은 문제해결과 부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밝히

고 있다. 또한 Hegarty와 Kozhevnikov(1999)도 시공간

적인 표현을 도식 이미지와 그림 이미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도식 표현은 문제에 기술된 공간적 관계를 나

타내는 것으로, 그림 표현은 문제에 기술된 대상의 시

각적인 외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Kozhevnikov, Hegarty, & Mayer (2002)는 문제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각적 이미지를 시각 이미지와 공

간 이미지로 구분하고, 시각 이미지는 모양, 색깔, 밝기

와 같은 대상의 시각적 외관을 표현하는 것인 반면,

공간 이미지는 특정한 공간이나 대상의 움직임에 대해

서 대상의 부분과 위치 사이의 공간적 관계를 표현하

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제해결과정에서

의 시각적 표현을 크게 도식 표현과 그림 표현으로 분

류하여 학생들의 문제해결과정에서 나타나는 시각적

표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2. 시각적 표현 관련 교과서 분석

시각적 표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살펴

보면,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수학적 아이디어를 말

과 글로 설명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다른 사람과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하며, 수학을 표현하

고 토론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사고를 명확히 하고 반

성”하도록 강조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여기

서 표현은 수학적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과정에서 사고를 명확히 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문제해결

과정에서의 시각적 표현의 유용성에 대한 언급은 다루

고 있지 않다.

문제해결전략으로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의 대부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2학기 마지막 단원에

서 문제해결 방법으로 다양한 전략들로 다루고 있다.

그 예를 살펴보면 실제로 해보기, 식 만들기, 규칙 찾

기, 거꾸로 풀기, 표 만들기, 예상과 확인, 그림 그리기,

단순화하기 등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전략들에 대한 학

습은 교육과정에서 문제해결을 매우 강조하며 문제해

결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매

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하지만 교과서에

서는 이러한 일련의 전략들을 소개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문제해결과정에서 선택한 전략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어려움을 갖는 학생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황현미, 방정숙, 2009).

3. 선행 연구 고찰

가. 문제해결과정에서의 시각적 표현 실태에 관한

연구

문제해결과정에 대한 시각적 표현 실태에 대한 연

구들은 다양하다. 김유정, 백석윤(2004)은 초등학교 4

학년을 대상으로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아동은 계

산식에 의존하기보다 여러 정보를 문제해결을 위해 표

현할 수 있고, 문제해결과정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명료하고 조직화된 그림을 그릴 수 있음

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양미, 전평국(2005)은 수학 문

제해결과정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상징적 표상

보다 영상적 표상에 익숙하고, 소집단 협력 학습을 통

해 개별 표상을 공동의 표상으로 정교화 해 가는 과정

을 통해 개개인의 표상에도 변화를 보였다고 밝히고

있다.

김민경, 권혁진(2010)은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상위권 학생들의 표상 활용 능력이 현저히 높게 나타

나며, 중․하위권 학생들이 표상 활동을 어려워하는

이유로 문제의 조건을 구조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어려

워하기 때문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Zhaner &

Corter(2010)는 특정한 확률 문제를 위해서는 특정 시

각적 표현이 이용되어야 하고, 어떤 표현을 선택하느

냐 하는 것이 성공적인 문제해결임을 밝히면서, 시각

적 표현이 문제를 수학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또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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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결전략을 발견해 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영상적 표상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림으로 문제를 나타내보도록 유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적으로 실시하기 보다는

공동으로 먼저 실시해 봄으로써 개별적 이해를 도모해

야 할 것이며 문제에 따라 다양한 시각적 표현의 중요

성을 일깨우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시각적 표현이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나일주 외(2010)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시각화

경향성이 문제해결력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문제해결과정에서 시각적 표현이 문

제해결력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이야기 한다고 하겠다.

윤여주 외(2010)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기하문제의

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시각화가 문제해

결과정에서 도형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문제해결에 결

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시각적 표현이 문제해결의 결과에 영향

을 미친다고 볼 수 있어 시각적 표현의 중요성을 충분

히 반영하고 있다.

다. 정형화된 도식을 통한 문제해결 지도에 관한 연

구

초등학교 학습부진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태수, 유재

연(2006)의 연구와 박애란, 김애화(2010)의 연구에서는

문장제 속의 의미구조에 따라 도식을 제공하여 이러한

도식의 이용이 문제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고 있다. 이 연구들에서 제시되고 있는 도식은 전자

에서는 ‘변화형 문제’, ‘결합형 문제’, ‘비교형 문제’로,

후자에서는 ‘나란히형’, ‘만세형’으로 이름 붙여진 매우

정형화된 형태를 띠고 있다.

김종백, 이성원(2011)은 초등학교 2학년 일반 학생

을 대상으로 Marshall의 스키마 유형을 적용하여 ‘변

화’. ‘그룹’, ‘비교’, ‘재진술’, ‘조건화’의 5가지 정형화된

도식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해결과정에서 학생들은 문

제에 적합한 스키마를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데, 결론은 난이도가 낮은 문제보다는 높은 문제에서

문제의 이해를 돕는 스키마 프로그램이 효과가 더 확

연하다는 것이다.

Jitendra 외(2011)는 스키마 기반 교수를 7학년 일반

학생들에게 비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설계하였다. 여기에서 연구자들은 도식적 다이어그램

에 수학적 문제의 구조를 넣는 것을 강조하여, 스키마

기반 교수가 수학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침을

밝혔다.

이 연구들을 통해 볼 때 정형화된 도식을 적용한

문제해결 방법은 분명 학습부진아나 학습장애아, 또는

문장제를 처음 다루는 저학년 학생들에게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중학년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정형화된 도

식을 제시하여 단순히 적용하도록 하기 보다는 문제해

결과정에서의 시각적 표현을 학생 스스로 구성해 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라. 문제해결과정에서의 시각적 표현 지도방안에 관

한 연구

Diezmann(2002)은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학

생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시킨다고 하면서 다목적

다이어그램 4종류와 그 다이어그램을 이용하기에 적절

한 문제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network

diagram’은 학교로 가기 위해 걸어갈 길을 계획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에서 다루게 되고, 둘째, ‘matrix

diagram’은 바둑판 모양 속에 행과 열 속에 서로 다른

요소들을 관련시키는 문제에서 다루게 되며, 셋째,

‘hierarchy diagram’은 학교 조직 구조의 위계를 나타

내는 문제와 관련되며, 마지막으로, ‘part-whole

diagram’은 한 학급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작은 그룹

으로 구성되는 문제와 관련된다. Diezmann은 이러한 4

가지의 도식에 익숙해지면 이 도식으로 해결할 수 없

는 새로운 문제에서도 정보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즉 다이어그램을 통한 문제해결

의 경험은 문제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학생들과 문제에 주어진 표면적 세부사항에 치중하는

학생들을 돕는데 유용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제해결과정

에서의 시각적 표현의 지도를 위해서 문제유형을 분류

하여 이에 맞는 다이어그램을 개발하고, 이때 다이어

그램을 정형화하여 제시하기 보다는 학생 개개인의 표

현을 중시할 수 있도록 기본 뼈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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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검토 및

연구문제 설정

학생들의 시각적 표현

시각적 표현 지도 방안
↓

검사 문항 개발 전문가 검토

↓

예비검사 실시

(4학년 1개 학급 대상)

제반사항 검토

검사결과 분석 및 검

사문항 수정
↓

본 검사 실시

(4학년 1개 학급 대상)
결과분석

↓

심층 면담 실시

(시각적 표현에 특징을

보이는 학생 4명)

결과분석

↓

시각적 표현 지도

방안 탐색
↓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수업적용 대상자 6명)
↓

결과종합
↓

연구 문제 해결

1.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문제해결과정에서의

시각적 표현 분석

2. 문제해결과정에서의 시각적 표현 지도방안 탐색

[그림 1] 연구절차

[Fig. 1] Research procedures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 대상은 서울 D초등

학교 4학년 1개 학급이었으며 본 검사를 실시한 후 검

사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면담 대상자 6명을 선

정하였다. 이 중 4명은 시각적 표현에 있어서 다양함

과 풍부한 반응 등 특징적인 반응을 보인 학생으로 의

사표현 능력을 고려해 선정하였다. 다른 2명은 시각적

표현 점수가 중간 정도 되는 학생을 추가 선정하였다.

이는 Patton(2002)이 ‘선정된 사례에 적용된 결과라면

다른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한 주장을 바탕으

로 정보가 풍부한 결정적 사례를 선정하는 주요대상표

집(Critical case sampling) 방법으로 선정한 것이다.

2. 연구절차

3.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문제해결

과정에서 시각적 표현을 어떻게 나타내는지에 대한 정

보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심층면담 대상자와 수업 프

로그램 적용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검사지를 제작

하였다. 검사지 제작을 위하여 문제해결과정에서의 시

각적 표현과 관련된 선행 연구 및 문헌 자료, 초등학

교 수학 교과서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

록 문항을 재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문제해

결과정에서 나타나는 시각적 표현을 알아보기 위한 총

8문항으로 구성된 ‘시각적 표현 검사지’를 마련하였다.

제작된 검사지는 전문가 및 초등학교 교사 3인과 함께

타당성에 대한 검사는 실시하였으며 문제들은 기존의

문제를 최소한으로 수정하여 제작하였다.

4. 자료 수집 및 분석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각적 표현 검사지와 함

께 본 검사 과정에서 학생들의 문제해결과정에 대한

관찰 및 문제에 대한 질문 내용 등을 기록한 현장 일

지를 바탕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심층면담은 면담

대상 학생의 본 검사지에 대한 반응을 바탕으로 이루

어졌으며 면담 자료 및 면담 과정에서 학생들의 특징

적인 반응을 관찰 기록한 현장 일지, 면담 전 과정을

기록한 녹화자료 등이 분석되었다.

또한 총 7차시로 구성된 시각적 표현 지도 과정이

담긴 수업프로그램 적용 대상 학생들의 활동지와 연구

자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관찰한 기록이 담긴 현장일지

그리고 수업의 전 과정을 기록한 녹화 자료를 바탕으

로 수업프로그램 적용 결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Ⅳ.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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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들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각적

표현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문항에 대하여 진술하기 보

다는 대표적인 하나의 문항을 바탕으로 문제해결 과정

에서 나타나는 시각적 표현을 알아본다.

가. 문항1 – 연꽃문제

연못의 연꽃은 매일 2배씩 불어납니다. 오늘

연못의 


만큼이 연꽃으로 덮였다면, 2일 전에는

연꽃이 연못을 어느 정도 덮고 있었는지 분수로
나타내시오.

정답 오답 무응답

시각적 표현 4 11

기호적 표현 1

언어적 표현 4

혼합 표현(시각 포함) 1 1

혼합표현(시각 미포함) 1

계 5 18 5

[표 1] 문항 1의 해결 과정에서 나타난 수학적 표현

(N=28)

[Table 1] Mathematical expression of Problem

solving #1(N = 28)

이 문제를 통해서 볼 때 학생들의 오답이 시각적

표현에서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많은 오답

으로 이끄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 수도 있다.

정답을 한 학생들을 보자면 [그림 2]에서의 두 학

생은 각각 원과 사각형으로 ‘연못’의 모습을 나타내어

문제를 해결하였는데, 원과 사각형은 분수 학습에서 주

로 다루게 되는 도식 표현으로 별도의 식을 세우는 활

동 없이 곧장 답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는 정확한 시

각적 표현을 통해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음을 나

타낸다.

[그림 2] ‘연못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적 표현

[Fig. 2] Various visual representations on 'Pond

problem'

시각적 표현을 했지만 올바른 답을 구하지 못한 경

우를 살펴보면, 대부분 [그림 3]에 제시된 것과 같은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두 경우 모두 표현 방식과 내

용은 조금 다르지만 모두 분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도식 표현에 이르지 못한 것

으로 보인다. 절반의 절반이 


이라고 여기는 대표적

인 오류라고 볼 수 있다.

[그림 3] ‘연못 문제’에 대한 잘못된 시각적 표현

[Fig. 3] Wrong visual representation on 'Pond

problem'

[그림 4]에서는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추상화하여

표현하기보다는 ‘그림 표현’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먼

저 왼쪽 그림을 살펴보면, 사각형 연못의 가장자리를

표현했으며 연꽃으로 가득 덮여 있는 모양을 그렸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적 표현이 문제해결에는 전혀 도움

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문제해결보다는 꾸

미는 것에 오히려 더 많은 노력을 들여 문제해결의 본

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른쪽 그림은 왼

쪽 그림에 비하면 비교적 도식 표현의 요소를 많이 갖

추고 있지만 역시 시각적 표현이 문제해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란

한 시각적 표현보다는 간략하고 핵심적인 시각적 전략

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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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못 문제’에 대한 그림 표현

[Fig. 4] Picture representation for 'Pond problem'

시각적 표현 검사 결과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

은 학생의 성취도와 시각적 표현의 빈도 사이에 아주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시각적 표현을 위한

검사지는 총 8문항으로, 각각의 학생들의 정답 개수를

계산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정답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문제해결에서 시각적 표현을 시도했는지의 여부에 따

라 한 문항 당 1점씩 부여하여 시각적 표현 점수를 계

산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정답의 수가 적을수록 문제해결에

서 시각적 표현의 시도여부를 나타내는 시각적 표현점

수 또한 낮았다. 반대로 정답의 개수가 6-8개로 많은

문제를 해결한 학생일수록 시각적 표현 점수 또한 대

부분 6-8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성취도가 우수

한 학생일수록 수학 문제 해결에서 시각적 표현을 많

이 이용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표현점수

맞은 개수
0-2점 3-5점 6-8점

0-2개 14 4 0

3-5개 1 2 2

6-8개 0 1 4

[표 2] 본 검사의 ‘정답 개수’와 ‘시각적 표현 점

수’와의 관계(N=28)

[Table 2]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umber

of right answer' and ‘the score of visual

expression'(N = 28)

다른 관점으로 볼 때, 성취도가 우수한 학생들은 시

각적 표현이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의 하나가 될 수 있

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이를 문제 해결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은 시각

적 표현을 문제해결을 위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시

각적 표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맞은 것이 낮게 나

오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시각적 표현을 할 줄 알

더라도 시각적 표현이 문제 해결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각적 표현을 시

도하지 않는 경우이다. 어떠한 결과이든 두 경우 모두

시각적 표현이 학생들의 성취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다.

2. 시각적 표현에 대한 심층면담 분석

시각적 표현에 대한 심층면담은 6명의 학생 중 보

통의 학생 2명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기술하며 특별

한 경우 상위권의 학생들의 시각적 표현에 대한 분석

을 보통학생들의 시각적 표현과 비교해 봄으로써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시각적 표현의 중요성을 알아본다.

가. 학생 A의 문제해결과정에서의 시각적 표현

학생 A의 본 검사 결과는 맞힌 점수 2점, 시각적

표현 점수 4점이다. 시각적 표현을 이용하지 않은 4문

제 중 3문제는 언어적 표현과 기호적 표현을 함께 활

용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하였고, 1문제에 대해서는 무

응답을 보였다. 이 학생은 시각적 표현 점수도 비교적

높은 편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 나타낸 언어적 표현을

살펴보아도 문제에 대한 내적 표상이 잘 이루어진 아

동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과정에서 시각적

표현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특징적이

라 할 수 있다. 학생 A와의 면담 과정에서 나타난 특

징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문제 해결 경험을 통한 시각적 표현의 가치 인식

학생 A는 시각적 표현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서 문제해결과정에서의 시각적 표현의 가

치를 스스로 인식해 감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에피

소드1>에 나타나 있다. 학생 A는 시각적 표현이 언어

적 표현에 비해 시간이 조금 걸리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에피소드1 - 학생 A의 시각적 표현의 가치 인식>

연구자: A가 말로 표현해서 풀었던 울타리 문제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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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으로 다시 풀어 보았잖아. 어떤 것이 더 좋

아?

학생 A: 그림이요.

연구자: 왜?

학생 A: 말은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한 눈에 알 수

없는데, 그림은요 한 눈에 알 수 있어서 좋고

시간도 조금 걸렸어요.

이는 학생 A가 [그림 5]에 제시된 것처럼 언어적

표현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가 오답에 이르렀던 것

을 시각적 표현을 이용함으로써 간단하고 명확한 방법

으로 정답에 이를 수 있음을 체득했기 때문이다.

[그림 5] 학생 A의 ‘울타리 문제’에 대한 표현의 변화

[Fig. 5] Student A's Changes in the representation of

the ‘fence issue’

2) 문제해결 경험을 통한 시각적 표현에서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에피소드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학생 A는

여러 문제를 시각적 표현을 통해 해결하는 경험을 통

해 자신의 시각적 표현에서의 문제점을 스스로 파악하

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모습도 엿볼 수 있었다.

<에피소드2 – 학생 A의 시각적 표현에서의 문제

점 파악 및 개선>

연구자: 식탁 문제에서는 A가 사람을 한 명 한 명

그렸는데 이러면 안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학생 A: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연구자: 그럼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학생 A: 동그라미나 다른 모양을 그려요.

이에 대한 학생 A의 시각적 표현의 변화를 살펴보

면, [그림 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를 잘 했음에도 사람을 그리는데 치중한 나머지

실수를 범하여 오답에 이르렀다. 하지만 면담과정에서

학생 A는 앞에서 다른 문제를 도식 표현으로 해결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표현에서의 문제점을 찾아

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복잡한 사람 그림을 원으로

간단히 표현하고 있다. 학생 A의 시각적 표현과 그의

변화를 통해 시각적 표현의 구조 및 간결성을 함께 고

려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 학생 A의 ‘식탁 문제’에 대한 표현의 변화

[Fig. 6] Student A's Changes in the representation

of the ‘table issues’

3) 문제해결 경험을 통한 시각적 표현의 유용성 체

득

학생 A는 본 검사에서 무응답을 보였던 문제를 시

각적 표현을 활용하여 혼자 힘으로 잘 해결해 내는 모

습을 보였고, <에피소드3>을 볼 때 학생 A가 시각적

표현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과정에서의 시각적 표현의 유용성을 알게 되었고,

다른 문제에도 이를 적용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특정

문제에서 시각적 표현에 대한 학습 경험이 다른 문제

의 해결에서도 이어진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

하는 것이다.

<에피소드3- 학생 A의 시각적 표현의 유용성 체

득>

연구자: (‘박물관 문제’를 가리키며) 이 문제는 어떻

게 풀면 될까?

학생 A: 그림을 그려서 ……

<중략>

연구자: 지난 번 시험(본 검사)에서는 못 풀었는데

어떻게 풀 수 있게 된 거야?

학생 A: 그때는 그림을 그릴 줄 몰라서요. 어떻게

풀지 몰랐는데요. 지금은 그림을 그리니까

풀 수 있게 되었어요.

연구자: 앞으로 이런 문제 아노면 어떻게 할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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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학생 A: 잘 모르겠으면 그림을 그려서요, 최대한 맞

게 할 있을 것 같아요.

나. 학생 B의 문제해결과정에서의 시각적 표현

학생 B의 본 검사 결과는 맞힌 점수 4점, 시각적 표

현 점수 0점이다. 문제해결을 시도한 5문제에 대해서

는 모두 언어적 표현과 기호적 표현만을 나타내었으며,

나머지 3문제에 대해서는 무응답을 보였다. 이 학생은

맞힌 점수가 4점으로 비교적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모

든 문제 해결 과정에서 시각적 표현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 본 검사지가 시각적 표현이 문제 해결에 결정

적인 역할을 하는 문제들로만 구성되었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이 중 50%에 해당하는 문제를 시각적

표현 없이 언어적 표현만으로 성공적으로 해결하였다

는 점, 학생 본인이 언어적 표현으로 나타낼 수 없는 3

문제에 대해서는 무응답을 보였다는 점은 매우 특징적

이라 하겠다. 학생 B와의 면담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

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문제해결과정에서 기호적 표현에만 치중

면담 결과 학생 B는 문제해결에서 식을 세워서 문

제를 푸는 기호적 표현만을 주로 이용하는데, 본 검사

에서 문제풀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쓸 것을 강조하여

언어적 설명을 덧붙였다.

<에피소드 4 – 학생 B의 시각적 표현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면담>

연구자: (‘식탁 문제’를 가리키며) B는 이 문제를 왜

풀려는 시도도 안했을까?

학생 B: 음…….모르겠어요.

연구자: B는 다른 더 어려운 문제도 잘 풀었는데?

학생 B: 막 뒤죽박죽 헛갈려서 식을 못 쓰겠어요.

연구자: 식을 세우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학생 B: 잘 모르겠어요.

연구자: 문제가 머릿속에서 이해하기가 복잡하니까

그림을 그려 봤으면 어땠을까?

학생 B: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학생 B가 평소에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시도하는

것이 식을 세우는 것이고 식을 세울 수 없으면 문제

해결을 포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각적 표

현이 문제해결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깨

닫지 못하고 있었다.

2)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의 시각적 표현에 대한 인식

문제해결과정에서 시각적 표현을 전혀 이용하지 않

은 학생 B의 특성과 비교하기 위해 본 검사에서 시각

적 표현 점수가 가장 높았던 두 학생을 대상으로 추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에피소드 5 – 학생 1과의 시각적 표현에 대한 면담>

연구자: 검사지에 표현을 정말 잘 했는데, 평소에도

문제 풀 때 이렇게 하니?

학생 1: 네…….아니요. 그냥 식 세워서 풀어요.

연구자: 평소에 그림으로는 안 나타내?

학생 1: 보통은 그냥 식으로 푸는데 문제가 어려우

면 그릴 수도 있겠죠.

연구자: 이번에는 그림을 잘 그렸는데, 그림을 그리

면 뭐가 좋아? 왜 그림을 그릴까?

학생 1: 그림으로 그리면요, 보고서도 알 수 있으니

까요.

연구자: 문제 풀 때 그림을 그리면 좋다는 걸 어떻

게 알았어?

학생 1: 모르겠어요. 그냥 원래부터요.

<에피소드 6 – 학생 2와의 시각적 표현에 대한 면담>

연구자: 평소에도 문제 풀 때 이렇게 그림을 그려?

학생 2: 이런 식으로 된 문제는 그림을 그리는데요.

연구자: 이런 식으로 된 문제가 뭐야?

학생 2: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는 문제들이요. 이런

문제는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냥 풀 수 있는

거는 식으로도 하는 데요.

연구자: 어떤 문제가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는 문제

지?

학생 2: 순서를 타나내고 이런 거요?

연구자: 그림을 왜 그려?

학생 2: 그러면 더 쉬우니까.

연구자: 그림을 그리면 더 쉽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

학생 2: 문제를 풀다보니까요. 그림을 그리면 잘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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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그래가지고요.

학생 1과 학생 2와의 면담 결과를 분석해 보면, 문

제 해결 능력이 우수한 학생이 평소에는 식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지만, 식을 세워 풀기 어려운 문제에 대

해서는 시각적 표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체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식을 세워

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학생 B의 반응과 동일하지만,

차이점은 학생 B는 시각적 표현이 문제해결을 위한 전

략이 될 수 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3) 문제해결 경험을 통한 시각적 표현의 유용성 인

식

[그림 7] 학생 B의 ‘등산 문제’와 ‘박물관 문제’에 대한

표현의 변화

[Fig. 7] Student B's ‘Climbing issues’ and ‘Museum of

the problem’ the change of expression

학생 B의 언어적 표현을 통한 문제 해결을 통해, 학

생 B가 문제에 대한 내적 표상을 어느 정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지만, 문제 상황을 시각적

표현으로 나타내는 활동을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자신

없어 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이는 문제 상황을

시각적 표현으로 나타내 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 B는 일단 시각적 표현에

성공하고 나면 시각적 표현에 매우 흥미를 느끼는 모

습을 보였는데, 학생 B가 문제 상황에 대한 내적 표상

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내적 표상과 시각적 표현을

관련시켜 쉽게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 문제해결과정에서의 시각적 표현 지도방안 마

련 및 적용

문제해결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시각적 표현

에 대한 연구 결과 분석을 통해 도출된, 지도 방안 마

련에 있어서의 시사점과 교육과정 분석, 선행 연구 및

관련 문헌 검토 결과를 토대로, 초등학교 4학년을 대

상으로 한 문제해결과정에서의 시각적 표현 지도방안

을 마련하여 적용하였다.

차시 주제 학습 내용

1 도식 표현의 의미

- 도식 표현의 뜻과 방법 알
기

- 도식 표현을 이용하는 이유
(유용성) 알기

2 간단한 도식 표현
다루기

- ‘중요한 것’찾아 나타내기
- 도식표현이 결정적인 역할
을 하는 문제 해결하기

3 도식표현유형1
- 화살표 도식

- 친숙한 시나리오를 통한 ‘화
살표 도식’도입

- 문제해결과정에서 화살표
도식 활용하기

4 도식표현유형2
- 선 도식

- 친숙한 시나리오를 통한 ‘선
도식’ 도입

- 문제해결과정에서 선 도식
활용하기

5 도식표현유형3
- 바둑판 도식

- 친숙한 시나리오를 통한 ‘바
둑판 도식’ 도입

- 문제해결과정에서 바둑판
도식 활용하기

6 도식표현유형4
- 부분․전체 도식

- 친숙한 시나리오를 통한 ‘부
분․전체 도식’ 도입

- 문제해결과정에서 부분․전
체 도식 활용하기

7 다양한
도식 표현 다루기

- 앞 차시에 배운 도식 표현
을 활용할 수 있는 문제 해
결하기

- 새로운 도식 표현을 만들어
내야 하는 문제 해결하기

[표 3] 지도방안의 차시별 학습 내용

[Table 3] Class’ learning content of teaching

methods

그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차시 수업에서는 도식 표현의 의미를 인식시

키기 위해 그림 표현의 반대 개념으로 도식 표현의 의

미를 도입하였다. 특정 대상에 대한 그림 표현과 도식

표현을 비교해 보는 활동과 문제 상황에 대한 그림 표

현과 도식 표현의 예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

를 해결해 보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도식 표현의 의

미와 방법 및 문제해결에 있어서의 유용성에 대해 인

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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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학생 E의 ‘경마장 문제’에 대한 도식 표현

[Fig. 8] Student E's Schematic representation of

'Racetrack problem’

둘째, 2차시 수업에서는 도식 표현의 의미 이해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동일 대상이 포함된 여러 문제

를 해결함으로써, 동일한 대상이 문제 상황에 따라 다

르게 표현되어야 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도식 표

현의 결과가 문제에 주어진 대상의 외적 특성을 나타

낼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됨으로써, 도식 표현의 추상

적 특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도식 표현만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문

제해결에 있어서의 시각적 표현이 지니는 유용성을 느

끼고, 시각적 표현을 문제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

로 수용하게 되었다.

셋째, 3차시 수업에서는 도식표현유형으로 ‘화살표

도식’을 제시하였는데, ‘화살표 도식’은 어떤 공간적인

틀 속에 대상의 움직임을 표현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

는 문제에서 활용할 수 있다. 학생들은 문제에 주어진

공간적인 요소를 추상화시켜 도식으로 표현하고, 그

위에 대상의 움직임에 대한 세부조건들을 서로 관련지

어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하

였다.

[그림 9] 학생 C의 ‘청개구리문제’에 대한

Re-arrange를 통한 도식 표현 수정

[Fig. 9] Student C's modification of schematic

representation for the 'frog problem' through the

Re-arrange

넷째, 4차시 수업에서는 도식표현유형으로 ‘선 도식’

을 제시하였는데, ‘선 도식’은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의

순서나 위치 관계를 다루는 문제에서 활용할 수 있다.

여기서 다룬 문제들은 도식의 기본적인 틀이 ‘선’으로

이루어져 학생들이 쉽게 도식표현에 대한 시도를 하는

습을 보여주었지만, 주어진 조건 간의 순서나 위치 관

계를 나타내는 데는 여러 차례의 ‘re-arrange’의 단계

를 거쳐야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도식 표현을 명확히 해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5차시 수업에서는 도식표현유형으로 ‘바둑판

도식’을 제시하였는데, ‘바둑판 도식’은 주어진 조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거나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에서

활용할 수 있다. ‘바둑판 도식’은 매우 정형화된 도식표

현으로, 학생들은 격자무늬 속에 문제에 주어진 조건

들을 관련시켜 표현함에 있어서 어려움 없이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바둑판 도식’을 통해 몇몇의 문제

를 다루어보는 경험을 통해 ‘바둑판 도식’ 표현으로 해

결할 수 있는 문제의 특성을 쉽게 파악하였다.

여섯째, 6차시 수업에서는 도식표현유형으로 ‘부분-

전체 도식’을 제시하였는데, ‘부분-전체 도식’은 문제에

주어진 대상의 부분과 전체 사이의 관계를 파악함으로

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서 활용할 수 있다. ‘부분-전

체 도식’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들이 다른 도식표현유형

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보다 좀 더 포괄적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도식 표현에 있어서도 자신만의 독자적인 도

식표현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10] 학생 C와 학생 D의 ‘연필 문제’에 대한

‘부분-전체 도식’ 표현

[Fig. 10] Student C and Student D, ‘part-whole

schematic representation’ for the ‘pencil problem’

일곱째,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문제해

결과정 5단계’ 중 특히 ‘문제 읽기’의 단계와 ‘시각화하

기’의 단계를 강조하여 학생들이 문제 상황에 대한 올

바른 시각적 표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였다. ‘문제

읽기’ 단계에서 학생들은 문제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

려 인지하도록 하고, ‘시각화하기’ 단계에서는 표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도식으로 나타내고, 그 위에

주어진 조건들을 관련시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제 상황에 대한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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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각적 표현을 명확히 수정해 감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여덟째, 7차시 수업은 앞에서 배운 도식 표현의 의

미와 4가지 도식표현 유형에 대한 학습을 평가하기 위

해 다양한 도식 표현이 가능한 문제를 학생 스스로 풀

어보도록 하였다. 여기서 학생들은 앞에서 학습한 4가

지 도식 표현 유형 중 주어진 문제에 적합한 것을 찾

아 문제해결에 적용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한 발 더

나아가 자신만의 독특한 도식 표현을 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학습한 4가지 도식표현유형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도식표현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Ⅴ. 결론

문제해결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시각적 표현

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성공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시각적 표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학생들의 문제해결

에 있어서의 성취도와 문제해결과정에서의 시각적 표

현의 활용 사이에는 깊은 관계가 있었다. 본 검사의

점수가 높은 학생일수록 시각적 표현 점수는 더 높게

나왔는데, 이는 상위 학생일수록 문제해결에서 시각적

표현을 더 자주 사용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

하는 것이다(황현미, 방정숙, 2006; 김민경, 권혁진,

2010; van Garderen & Montague, 2003). 이처럼 성공

적인 수학 문제의 해결과 시각적 표현의 활용사이의

상관관계가 명백한 만큼, 학생들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문제해결과정에서 시각적 표현을 지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둘째, 문제해결에 있어 식 세우기를 우선적으로 하

기 보다는 시각적 표현을 우선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문제해결에서 식 세우기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검사에서 제시된 문

항이 문제해결에 시각적 표현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

는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성취도가 낮은 학생일수록

시각적 표현 없이 기호 표현만을 이용함으로써 오답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시각적 표현을 했다고 하

더라도 기호적 표현을 통해 답에 대한 전제를 미리 가

지고 시각적 표현을 함으로써 시각적 표현을 통해 기

호적 표현이 끌어내지지 못해 오답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셋째, 문제해결에서의 시각적 표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수

학 문제해결과정에서 시각적 표현의 유용성을 알고 스

스로 문제해결에 시각적 표현을 활용할 수 있음에 반

해,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은 시각적 표현이 문제해결

을 위해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수

학문제해결능력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본 검사에서

시각적 표현을 전혀 이용하지 못해, 머릿속 표상만으

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무응답

반응을 보였던 학생 B와의 면담에서 나타난 것처럼,

학생 B는 시각적 표현을 통해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

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읽고 다음 단계

에서 식을 세울 수 없으면 문제를 포기해 버린 것이다,

본 검사에서 무응답 반응을 보였던 많은 경우가 학생

B와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시각적 표현이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지도한다면 무응답 반응을

보인 학생들이 문제 상황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봄으로

써 최소한 문제해결을 시도해 보도록 할 수 있다는 측

면에서 긍정적이라 하겠다.

넷째, 시각적 표현도 어느 정도 추상화가 필요함을

인지하도록 지도해야 할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는 시

각적 표현을 도식 표현과 그림 표현으로 나누어 그림

표현을 도식 표현과 같은 비중을 두고 다루었던 것에

반해, 본 검사에서는 그림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

리 크기 않았다. 이는 학생들이 시각적 표현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일단 시각적 표현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학생이라면, 문제해결과정에서의 시

각적 표현이 주어진 대상을 있는 그대로 그림으로 나

타내면 안 되고, 어느 정도의 추상화 과정을 거쳐 도

식적으로 표현해야 함을 은연중에 인지하고 있기 때문

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문제 상황을 그림 표

현으로 나타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식 표현의 의미를

지도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겠고, 시각적 표현 지도는

도식 표현의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야 하겠다.

다섯째, 시각적 표현의 과정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

다. 학생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시각적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성공적인 문제해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학생들이 문제에 주어진 조건 중 ‘무엇을’

표현해야 할지, 또 주어진 조건들을 ‘어떻게’서로 관련

지어 세부적으로 표현할지 판단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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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문제 상황을 시각적

으로 나타낼 때 시각적 표현의 과정을 강조하도록 하

고 있다(Nunokawa, 2006; van Garderen, 2007). 왜냐

하면 문제 상황에 대한 시각적 표현을 한 번에 즉각적

으로 완벽하게 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

해결과정에서의 시각적 표현은 단계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해결과정에서의 학생들의 시각적 표현의 활용

을 촉진시키기 위해 수업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학생들이 문제해결과정에서 시각적 표현을 이

용해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갖도록 함으

로써 문제해결과정에서의 시각적 표현의 유용성을 인

식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학생들이 문제해결을

위한 올바른 시도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했

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둘째, 도식 표현 유형을 도입할 때 학생들에게 친숙

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학생들이 도식 표현

에 대한 수용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는 학생들에게 친

숙한 상황을 제공하는 것은 학생들이 시각적 표현을

위한 새로운 도식유형을 학습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해 줄 뿐만 아니라(Diezmann, 2002), 문제 상황

이 학생들에게 친밀한 것일수록 문제에 대한 내적 표

상이 쉽게 형성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해

결과정에서의 시각적 표현에 대한 지도는 학생들에게

친숙한 것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학생들에게 4가지 도식표현유형을 제시하여

문제해결과정에서 시각적 표현을 활용하는 방법을 지

도한 결과, 학생들이 다양한 문제의 해결에서 시각적

표현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도식표현유형에 대한

학습을 하면 문제에 주어진 정보 사이의 관계를 파악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되어, 특정 도식으로 해결

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에서도 시각적인 표현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Diezmann, 2002). 따라서 도식표현유형을 통해 학생

들이 문제해결과정에서 시각적 표현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은 학생들의 앞으로의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생들은

기존에 학습한 도식표현유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라고 하더라도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도식 표현을

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해 가기도 했다. 이를 통해 문제

에 대한 시각적 표현의 경험이 다른 문제의 해결에서

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문제해결과정에서 시각적 표현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학생

들의 문제해결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겠다.

넷째, 학생들이 보이는 문제해결과정에서의 시각적

표현에 있어서의 문제점 중의 하나인 그림 표현의 문

제는, 문제해결과정에서의 시각적 표현 지도의 시작

단계에서 특정 대상에 대한 그림 표현과 도식 표현을

비교하여 도식 표현의 의미를 지도함으로써 쉽게 해결

할 수 있었다. 즉 학생들은 도식 표현의 의미를 명확

히 인식하게 됨으로써 문제 상황을 그림 표현으로 표

현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

음을 쉽게 수용하게 되었다. 문제해결과정에서의 시각

적 표현을 지도한 결과, 지도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내

릴 수 있는 결론은 문제해결과정에서의 시각적 표현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과 시각적 표현을 이용한 성공적인

문제해결의 경험이 모두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학

생들이 문제해결과정에서의 시각적 표현의 유용성을

알고 이를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시각적 표현을 통해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

결하는 경험을 통해 시각적 표현의 유용성을 체득해

가는 것이 서로 상보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

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앞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시각

적 표현을 문제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자발적으

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섯째, 문제해결과정에서 시각적 표현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도한 결과, 본 검사와 심층면담

에서 학생들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의

하나인 ‘성급한 식 세우기’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었다.

‘문제 읽기’와 ‘식 세우기’ 사이에 ‘시각적 표현하기’ 활

동을 추가시킴으로써 문제에 대한 내적 표상이 외적인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문제에 대

한 명확한 이해 및 해결 방법의 발견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인데, 이를 통해 학생들은 문제 해결 방법으로 시

각적 표현을 활용하면서 식 세우기에 대한 지나친 의

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학생들이 문제

해결과정에서 기호적 표현에 치중하는 것은 다양한 문

제해결방법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문제해결과

정에서 시각적 표현과 같은 다양한 문제해결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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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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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4th graders’ visual representation in mathematics 
problem solving process and to find out how to teach the visual representation in mathematics 
problem solving process. on the basis of the results, this study gives several pedagogical 
implication related to the mathematics problem solving. The following were the conclusions 
drawn from the results obtained in this study.

First, The achievement level of students and using visual representation in the mathematics 
problem solving are closely connected. High achieving students used visual representation in the 
mathematics problem solving process more frequ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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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high achieving students realize the usefulness of visual representation in the 
mathematics problem solving process and use visual representation to solve mathematical problem. 
But low achieving students have no conception that visual representation is one of the method to 
solve mathematical problem. 

Third, students tend to especially focus on ‘setting up an equation’ when they solve a 
mathematical problem. Because they mostly experienced mathematical problems presented by the 
type of ‘word problem-equation-answer’.

Fourth even through students tried visual representation to solve a mathematical problem, they  
could not solve the problem successfully in numerous instances. Because students who face a 
difficulty in solving a problem try to construct perfect drawing immediately. But generating 
visual representation 2)to represent mathematical problem cannot be constructed at one sw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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