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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문제해결 과정에 대한 성별 사례 연구

이 광 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서 보 억 (대구 가 톨릭 대 학교 )
✝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남녀 차가 두드러진 문

항을 추출하고, 이 문항에 대한 문제해결 과정에 대한 남

녀 간 차이에 대한 심층 분석 사례 연구이다. 지난해의 기

초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측정 영역, 확률과 통계

영역, 규칙성 영역으로 구분하여 검사문항을 개발하고, 사

전검사, 사후검사, 면담을 통해 남녀 성별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초등학교 교실에서 성차를 고

려한 교수-학습 전개 및 평가의 개선을 기대한다.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수학교육에서 남녀 차의 문제는 오래된 논쟁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논쟁이 그치지 않는 것은 국내 학업

성취도평가, 국제비교 학업성취도평가뿐 아니라 다양

한 입학시험 및 평가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의 성

취도의 차가 일관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

라의 가장 대표적인 성취도평가인 국가수준 학업성취

도평가에서 초등학교의 경우 여학생의 척도점수가 남

학생의 척도점수보다 거의 예외 없이 일정 점수이상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고정화 외, 2007; 고정화 외,

2008; 이봉주 외, 2009; 권점례·이창훈·정은영·고은성·

김보경, 2010; 이봉주․조윤동․김미경․김보경, 2011;

조윤동·조성민·최인선·김미경·손복은, 2012).

남녀에 따른 차이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먼저

Battista(1990)에 따르면 기하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공간시각화와 논리적 추론 능력의 관계를 연구하여 남

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우수한 논리적 추론 능력을 지

니고 있다. Fennema와 Tarte(1985)에 따르면 남학생은

공간시각화 능력이 우수하고, 여학생은 언어적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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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우수하다. 고정화, 도종훈, 송미영(2008)의 ‘수학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의 성별 차이 분석’에서

는 움직임과 같은 물리적, 역동적 요소가 포함된 문항

및 높은 인지 수준의 사고를 요구하는 문항은 남학생

의 정답률이 높고, 자료의 표현을 확인하는 것과 같이

낮은 인지 수준의 사고를 요구하는 문항에서는 여학생

의 정답률이 높다. 정경아, 정해숙, 권오남(2004)의 ‘중

등학생의 수학에서의 성별 격차 및 해소방안 연구’에

서는 수학에 대한 태도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

고, 여학생이 도전하고 독립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필요한 자신감이 낮다. 박선화, 변희현, 주미경(2011)의

‘중학교 학생의 수학과 학습 특성 연구’에서는 여학생

들은 수학과 다른 과목의 내용이나 새로운 수학 내용

을 관련짓거나 배운 수학 내용과 일상생활과 관련짓는

노력을 남학생들보다 소홀히 하는 특징을 보였다.

Brandon과 Newton과 Hammond(1987), Fennema와

Carpenter(1981)에 따르면 여학생은 계산, 집합 연산,

기호 관계에 대한 수행에서 남학생보다 우위에 있고,

남학생은 측정, 비례, 기하, 공간 기하, 해석 기하, 삼각

법, 그리고 수학의 활용에 더 우위에 있는 경향이 있

다. Walden과 Walkerdine(1982)에 따르면 남학생이 공

간 능력이 요구되는 수학을 더 잘 이해하는 반면에 여

학생은 대수 영역이 더 우수하고, 여학생은 초등학교

와 중학교 수준에서는 더 우위에 있지만 고등학교와

대학교 수준에서는 남학생이 우위에 있다(Hyde,

Fennema & Lamon, 1990; Maccoby & Jacklin, 1974).

Bynes와 Takahira(1993)에 따르면 남학생들은 여학생

보다 산술, 대수, 기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분명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

반면, 권오남, 박경미, 임형, 허라금(1996)는 ‘공간능

력에서의 성별 차이에 관한 연구’에서 남성의 우뇌가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발달해 있어 공간능력에서 약

간 우세하다는 추론을 할 수 있지만 남성이 더 우월하

다는 결론은 내릴 수 없다. Geary(2006)는 남성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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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인 모양이나 3차원에서의 동작과 관련된 공간

영역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차이점의 근원

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아있다. Isiksal과

Cakiroglu(2008)는 수학 학습에서 성차에 대한 것은 많

은 수학교육자들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관심사이지만,

터키에서 실시한 전국 입학시험에서 유의미한 성차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Fennema과

Sherman(1978), Pallas와 Alexander(1983)에 따르면,

성차가 발생하는 기본적인 원인은 학습과정의 선택과

관련이 있다. 남학생이 대개 여학생보다 많은 수학과

목을 더 많이 학습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여학생

이 남학생과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차이는 없다.

Ma(2004), Hyde와 Fennema과 Lamon(1990)에 따르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수학 수행에서는 남학생들이 우위

에 있었지만 그 차이는 보편적으로 미미했다.

Weaver-Hightower(2003)의 연구에 따르면 성(gender)

은 수학의 성취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단지

수학의 상대적인 열등은 사회문화적인 이유라고 제기

하고 있다. 이에 대해 Hedges와 Nowell(1995)도 동의

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성차에 대한 견해는 매우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을 반영

하듯 Liu와 Wilson(2009)는 PISA 2000에서는 남녀 차

가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PISA 2003에서는 유의미하게

남학생이 더 우수하게 나왔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성별에 따른 수학학습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지난 수

십 년 동안 다양한 방향과 관점에서 연구되어져 왔음

을 알 수 있다. 성별 차이를 인정하는 연구결과와 더

불어 이를 부정하는 연구결과까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연구결과와 무관하게 지속적

으로 보고되는 현상은 대다수의 국가 단위 성취도평가

에서 남녀 간의 점수 차가 꾸준하게 유지된다는 점이

다. 즉 남녀 간 수학학업성취도의 차는 지속적으로 동

일한 결과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관심

을 가지고 연구한 서보억과 이광상(2012)은 우리나라

초등학교 6학년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바

탕으로 성차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

다. 이 연구에서 문항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개념도

(concept map)를 활용하였고, 성차가 뚜렷한 문항을

중심으로 개념도를 적용하여 만든 검사문항을 개발하

여 그 차를 효과적으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

서는 문제해결과정이나 면담을 통해 심층적으로 그 원

인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정량적인 관점에서 성차의

존재와 원인의 추출에 초점이 맞추어진 연구였다. 따

라서 선행연구에서 추출한 결과에 대한 정성적 정리와

면담을 통한 심층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수학적 능력에 대한 성차의 원인이 무엇인지

를 분석하는 2012년 연구의 후속연구이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과 여학생에서 성차가 나타난

측정 영역, 확률과 통계 영역, 규칙성 영역의 문항에

대한 문제해결 과정의 차이를 서술형 지필검사 및 심

층면담 등을 통해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

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성차에 따른 초등학교 교실에

서의 수학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및 평가 방법의 개

선이 기대된다.

2. 연구내용

연구 목적의 실현을 위한 연구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1. 측정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별 특성은 무엇인가?

연구문제2. 확률과 통계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의 문

제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별 특성은 무엇인가?

연구문제3. 규칙성과 문제해결 영역에 해당하는 문

항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별 특성은 무엇인

가?

Ⅱ. 선행연구 및 연구 방향

국내에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문항의 구조 분석

을 토대로 성차의 원인을 밝히는 연구가 미진하다. 이

에 본 연구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서보억과 이광상

(2012)의 연구를 고찰하고 연구의 방향을 수립한다.

1. 선행연구 분석

학업성취도평가에서 남녀 간 전체 문항 정답률의

차는 미미하지만 일부 문항의 경우는 전혀 다른 양상

을 보이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여학생의 평

균 점수가 남학생의 평균 점수보다 해마다 근소하게나

마 높다. 그럼에도 남녀 간 차가 심한 문항의 대부분

은 남학생의 정답률이 여학생의 정답률 보다 매우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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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높았다. 따라서 성차의 고찰을 효과적으로 실시

하기 위해 남녀 차가 심한 문항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

지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녀 간 정답률의 차가 심한 문항을 다양한 성취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추출한 다음, 예비검사를 통해

성차가 뚜렷이 나타나는 문항을 최종 선별하였다. 선

별된 문항에서 성차의 원인을 추출하기 위해 문항 구

조 파악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인 문항 개념도를 적용

하였다. 문항 개념도를 바탕으로 최종 선별된 문항에

대해 수학 내적 분석(개념, 용어, 원리, 법칙, 정의, 절

차 등)과 수학 외적 분석(소재, 상황 등)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최종 본검사지를 개발, 실험,

분석한 다음 다섯 가지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검

사문항으로 선정된 문항 중 측정 영역과 규칙성 영역

의 문항은 남학생이 우수하였고, 확률과 통계 영역은

모두 여학생이 우수하였다. 반면 측정, 규칙성 영역에

서 문항이 단순하고 간단하면 여학생이 높은 정답률을

보였고, 확률과 통계 영역에서는 문항이 단순하고 간

단하면 남학생이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이를 통해 문

항의 단순성이 남녀 차를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무게 단위의 변환이 요구되는 연산

혹은 측정 단위가 있는 연산에서 올림이 발생하는 경

우 남녀 차를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다(T2문항). 셋째,

남학생이 우위에 있는 소재 혹은 여학생이 우위에 있

는 소재는 확인할 수 없었다. 즉 활동적인 소재가 남

학생에게 유리하고, 정적인 소재가 여학생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았다(T4문항). 넷째, 문항의 풀이나 문항

형태의 정형화 유무는 남녀 차의 원인이 되었다. 실제

로 동일한 지식을 묻는 문항에서 정형적인 틀을 깨뜨

렸을 때는 남학생의 정답률이 높아졌다(T9문항). 다섯

째, 정확한 개념 및 정의는 남녀 차의 원인이 되었다.

분명한 정의나 개념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는 문항에

서는 남녀 정답률의 차가 심하게 나타났다(T13문항).

2. 연구 방향 설정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로부터 본 연구는 출발하

였고, 그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측정 영역, 확률과 통계 영역, 규칙성 영역에

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학

생들의 문제해결 과정의 사례 분석을 위해 검사 문항

을 세 내용 영역으로 구분한다.

둘째, 측정 영역에서는 두 가지 영역에 초점을 맞추

었다. 하나는 단위의 변환과 복합적 개념의 사용에 대

한 성별 차이다. 즉 단순한 단위 변환이 아닌 복잡한

단위 변환 문제를 푸는 방식의 차이를 분석하고, 단위

변환의 과정을 정확하게 고찰한다. 다른 하나는 시간

의 연산에서 올림에 대한 성별 차이다. 즉 올림이 없

는 연산의 남녀의 해결 방식의 차이를 분석하고, 시간

의 문장제 문제의 해결 방식의 차이를 분석한다.

셋째, 확률과 통계 영역에서는 소재(남학생 친화적

인 동적 소재) 및 문항의 복잡한 정도에 초점을 맞추

었다. 즉 남학생 친화적인 문제와 여학생 친화적인 문

제의 존재에 대해 분석하고, 복잡한 문제를 푸는 방식

의 차이를 분석한다.

넷째, 규칙성 영역에서는 계산의 결과로 나온 값 및

소재의 변경에 초점을 맞추었다. 계산 결과가 자연수

의 값으로 나오거나, 단위의 변환이 필요 없는 간단한

상황에서는 여학생이 더 높은 정답률을 보였기 때문이

다. 여기서는 자연수 및 유리수를 처리하는 과정의 차

이를 분석하고, 단위의 변환이 필요한 복잡한 상황을

다루는 방식의 차이를 분석한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조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서보억과 이광상(2012)이 수행한 초등학

교 6학년의 성차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차가

발생한 측정, 확률과 통계, 규칙성 영역에 해당하는 문

항에 대한 문제해결 과정에서 성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학력수준이 비교적 우수한 서울 1개

교와 대구 1개교를 선정하여 사전검사를 2012년 9월에

실시하였고, 본검사는 2012년 12월과 2013년 1월에 실

시하였다. 사전검사에 응한 학생은 남학생 20명, 여학

생 30명으로 총 50명이었고, 본검사는 이들 학생 중

남학생 4명과 여학생을 5명을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선정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학 학습 능력 수준은 학

생들의 담임교사와의 면담 결과,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은 상 수준, 남학생 1명과 여학생 2명은 중상 수준,

여학생 1명은 중 수준, 남학생 1명은 중하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연구 방법은 검사 도구를 활용한 사례 연구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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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우선 성차가 발생한 영역에 해당하는 문

항을 단답형 또는 서술형으로 재구성하여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남학생과 여학생의 문제해결 과정에 대한 분

석을 실시하였다. 사전검사 문항들은 교과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정형적인 문항 중심으로 구성되었지만,

본검사 문항은 사전검사와는 달리 정형적이지 않은 다

소 복잡한 문항과 실제 생활과 관련 있는 문항 중심으

로 구성하였다. 본검사를 실시한 후 성별로 문제해결

과정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2. 검사 도구

가. 사전검사

사전검사 문항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인정받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문항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사전

검사 문항은 서보억과 이광상(2012)의 연구에서 성차

가 발생한 측정, 확률과 통계, 규칙성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사전검사의 목적은 정형적인 문

항이지만 선택형이 아닌 단답형과 서술형 문항에 대해

남학생과 여학생의 문제해결 성향을 파악하는 것과 더

불어 본검사 문항 구성 및 면담을 위한 기초적인 질문

추출을 위해 실시되었다. 사전검사지는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이중 단답형은 3문항, 서술형은 11문항

이었다. 내용 영역별로는 측정 영역 6문항, 확률과 통

계 영역 4문항, 규칙성 영역 4문항이었다. 사전검사로

선별된 문항의 평가 내용은 [표 1]과 같다.

영역 번호 평가 내용

측정

P1 저울을 이용한 무게 측정

P2 단위가 다른 무게의 합

P3 무게 단위의 변환

P4 올림이 있는 시간의 덧셈

P5 올림이 없는 시간의 덧셈

P6 시간의 덧셈에 대한 활용

확률과

통계

P7 꺽은선그래프의 해석

P8 표의 해석

P9 실생활 소재의 경우의 수

P10 실생활 소재의 경우의 수

규칙성

P11 비례식을 이용하여 실생활 문제 해결

P12 비례식을 이용하여 실생활 문제 해결

P13 비례식의 개념 파악하기

P14 비례식을 이용하여 실생활 문제 해결

[표 1] 사전검사 문항

[Table 1] Pretest item

나. 본검사

본검사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연구 방향 설정을 바

탕으로 성차가 발생한 측정, 확률과 통계, 규칙성 영역

의 문항에 대한 성차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정형적이지 않은 문항이 개발되었다. 우선 측정

영역에서는 사전검사 결과 단위를 변환하는 과정과 시

간 계산을 할 때 올림의 여부가 성차의 원인인 것으로

판단이 되어, 단위 변환과 연산이 복합적으로 요구하

는 문항과 시간에 관한 연산에서 올림이 있는 문항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 영역에서는 사전검사

결과 문제해결 방법에서 성차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소재와 복잡도

를 서로 다르게 하여 표와 꺽은선그래프에 대한 문항

을 남학생과 여학생의 실생활과 관련된 문항으로 개발

하였다. 마지막으로 규칙성 영역에서는 사전검사에서

정형적인 문항의 경우에 소재와 관계없이 남학생과 여

학생이 유사한 풀이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복합적인 계산을 요구하거나 문제 상황에 유리수가 포

함된 정형적이지 않은 문항이 개발되었다. 본검사 문

항의 평가 내용은 [표 2]와 같다.

영역 번호 평가 내용

측정
A1, A2 단위 및 단위 변환에 관한 문제해결

A3, A4 올림이 있는 시간의 덧셈 및 활용 문제해결

확률과

통계

A5∼A8 표와 그래프 및 해석과 관련된 문제해결

A9, A10 실생활 관련 경우의 수 문제해결

규칙성 A11, A12 비례식을 이용하여 실생활 문제해결

[표 2] 본검사 문항

[Table 2] Field test item

* 선행연구문항, 예비검사문항과 구분하기 위해 번호에 A를 붙임.

다. 면담

본검사 실시 후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학생 스

스로 문제해결 과정을 설명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사고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실시하였다. 면담

은 해당 학교 선생님의 협조를 얻어 본검사를 교실에

서 실시 한 다음, 각 학생들이 작성한 답지를 기초로 1

명씩 이루어졌다. 면담은 반구조화된 면담기법으로 우

선 학생들이 각 문항을 해결한 방법을 설명하게 하고,

중간에 연구자가 세 영역에서 면담 목적으로 설정한

궁금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하면 학생이 대답하는 형

식으로 이루어졌다. 각 영역별 문항에 대한 면담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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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영역 면담 내용

측정
․복잡한 단위 변환 문제를 푸는 방식 차이
․시간에 관한 올림이 있는 연산의 해결방식 차이

확률과

통계

․표와 그래프를 완성하고 해석하는 능력 차이
․실생활과 밀접한 문항에 대한 성별 반응

규칙성
․유리수가 포함된 비례식의 해결에 대한 반응
․단위의 변환이 필요한 복잡한 문항에 대한 반응

[표 3] 문제해결 과정에 대한 면담 내용

[Table 3] Interview of problem-solving process

Ⅳ. 연구 결과 분석

1. 사전검사 결과분석

사전검사 내용에 대한 결과분석은 학생들이 작성한

답지 반응을 유형별로 나누어 남학생과 여학생의 문제

해결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가. 측정 영역 문항에 대한 결과

측정 영역에 대한 사전검사 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P1문항은 저울에 올려

져있는 파인애플의 무게를 측정하는 것인데, [표 4],

[표 5]에서 나타낸 것처럼 남학생은 문제 상황을 수학

적으로 해석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있고, 여학

생은 다소 직관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연번 풀이(이유)

1
0kg과 1kg의 사이의 중간은 0.5kg이므로 파인애플의 무
게는 1.5kg이다.

2
저울의 반이 kg이고 kg의 반이 이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kg이다.

3 kg 중에 

이므로 이다.

4
전체는 16칸이, 8칸은 kg이다. 바늘은 12칸의 위치에

있으므로 

×   


 
 kg이다.

[표 4] P1문항의 남학생 풀이

[Table 4] Boy's solving on P1 item

연번 풀이(이유)

1
저울의 눈금을 저울 4개로 나누면 씩 된다. 딱 보면
kg, 왼쪽의 중앙이어서.

2 ÷    ×   

3 시계방향으로 돌고 0과 1의 사이이므로 이다.

4
눈금이 16개 그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반개 반의 반을
가리켰다.

[표 5] P1문항의 여학생 풀이

[Table 5] Girl's Solving on P1 item

둘째, P2문항의 경우에는 무게 단위의 변환을 필요

로 하는 문항인데, 대부분의 남학생은 g과 kg사이의

관계를 적절하게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반면에 여

학생 중 일부는 단위를 변환하는 과정에 다소 어려움

을 겪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 셋째, P4문항은 올림이

있는 시간의 덧셈인데, 남학생은 암산을 하거나 시간,

분, 초의 관계를 적절하게 이용하여 문제를 잘 해결하

는 반면에 여학생은 암산을 하였지만 올림을 하지 못

해 틀린 경우가 다소 있었다. 하지만 P5문항 같이 올

림이 없는 시간의 덧셈 문항을 풀 때에는 여학생도 쉽

게 해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넷째, 올림이 있는 실생

활 문제 P6문항의 경우, 남학생은 세로셈과 가로셈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반면 여학생들은 주로 세로

셈 방법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했고, 분을 시간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일부 나타

났다.

나. 확률 통계 영역 문항에 대한 결과

확률과 통계 영역에 대한 사전검사 문항에 대한 분

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꺽은선그래프

에 대한 단순한 해석의 문제인 P7문항과 P8문항에 대

해서는 대부분의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쉽게 해결해 성

차를 찾을 수 없었다. 둘째,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실

생활과 관련된 정형적인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항은

비교적 쉽게 해결했지만 문제해결방법에 있어서는 약

간의 차이가 발생했다. P9문항의 경우, [표 6]과 [표 7]

에서 나타낸 것처럼 남학생은 주로 수식을 이용해 문

제를 해결하는 반면에 여학생의 경우에는 실제로 티셔

츠와 바지 그림을 그리거나 티셔츠와 바지 4개에 번호

를 주고 이를 이용해 경우의 수를 구하는 전략을 사용

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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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풀이(이유)

1
티셔츠 1개에서 4가지의 바지를 입을 수 있으므로
×   입니다.

2
티는 3개 한 티셔츠에 바지가 네 개면 4이고,
×   이다.

3  ×   =(티셔츠수)×(바지수)=방법 12가지

4
티셔츠 abc와 바지 ABCD가 있다. 티셔츠를 입는 법은
3가지, 바지를 입는 것은 4가지이다. ×   

[표 6] P9문항의 남학생 풀이

[Table 6] Boy's solving on P9 item

연번 풀이(이유)

1
티셔츠와 바지를 도형으로 표현하고 수형도를 이용해
경우의 수를 구함. 한 티셔츠×4=4×3종류

2

티셔츠①에 바지①②③④
티셔츠②에 바지①②③④
티셔츠③에 바지①②③④를 수형도로 나타내 경우의 수
를 계산함

3 ×  

4
티셔츠 3 바지 4
1,2,3과 1,2,3,4 숫자를 이용해 수형도로 나타냄

[표 7] P9문항의 여학생 풀이

[Table 7] Girl's solving on P9 item

P10문항의 경우에도 P9문항과 유사하게 남학생들은

주로 수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했고, 여학생들은 A

학교의 학생 4명과 B학교의 학생 4명에 일련번호를 주

고 이를 게임에 적용시키는 전략을 사용해 문제를 해

결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 규칙성 영역 문항에 대한 결과

규칙성 영역에서는 기본적인 비례식을 이용하여 해

결하는 문항과 정형적인 비례식을 이용하는 실생활 문

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소재와 관계없이 남학

생과 여학생이 유사한 풀이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2. 본검사 결과분석

본검사 결과는 검사지에 기록한 학생들의 답지 내

용과 문제해결 과정에 대한 연구자와의 면담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가. 측정 영역 문항에 대한 결과

첫째, 무게 단위의 변환과 관련된 복잡한 계산문제

를 푸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 내용이다.

A1문항과 A2문항은 무게 단위 변환과 관련된 계산 문

제로 g kg t 의 관계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검사 결과 남2학생, 남3학생,

남4학생, 여2학생, 여3학생, 여4학생은 g kg t 의 관계

를 이용하여 kg과 t으로 잘 나타내었지만, 남1학생, 여

1학생, 여5학생은 오류를 범하였다. 특히 남1학생은 g
과 kg의 관계는 잘 알고 있지만 g과 kg을 t로 나타내

는 것을 어려워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A1문항

을 해결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문제해결 과정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이 다르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교: 1-(1)번을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해볼까?
남2: 아. 1t이 1000kg이니까 800kg은 0.8t, 1400kg은 1.4톤,

900kg은 0.9t, 200000g은 0.2t이 나와요.
교: 0.2t은 어떻게 계산한 것이지?
남2: kg으로 고치면 200kg이 나오니까요.
교: 1-(2)번은 어떻게 풀었지?
남2: 1t은 1000kg이니까 가는 800kg, 나는 6200kg, 다는

400kg, 라는 800kg, 마는 200kg

위의 남2학생과의 면담 내용을 살펴보면, 남2학생은

kg을 t로 바꿀 때, t이 kg인 것을 이용해 각 마

을의 수확량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암산을 하거나 자동

화된 계산법으로 t로 나타낸 것을 알 수 있다. 남학생

의 경우 t은 절대적 양으로 kg이라는 개념을 적

용하여 단위를 변환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여학

생들은 단위를 변환할 때, 문제의 옳고 그른 해결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학생이 소수점의 자리수 3칸의 이

용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외형적으로는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t이 kg인 것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

지만, kg을 t으로 변환할 때는 소수점이 왼쪽으로 세

칸 이동하고, t을 kg으로 바꿀 때는 오른쪽으로 세 칸

이동한다는 신념에 큰 지배를 받고 있었다. 다음은 여

1학생과의 면담 내용이다.

교: 1번을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해볼까?
여1: 1-(1)번은요 1t은 1000kg이니까요. 일단은 이것은 1톤

에서 1000kg으로 갈려면 0이 세 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톤으로 가야 하니까. 앞으로 세 칸을
가서 0.8t이고요 이것은 원래 톤이니까 6.2는 그대로
갔고요. 이것도 세 칸 앞으로 가서 1.4 톤하고요, 이
것도 세 칸 앞으로 가서 0.9톤을 하는데요. 이것도
1000kg은 10만 그램이므로 0을 여섯 개 앞으로 가서
0.2t이예요. 그래서 다 더하면요. 톤 단위로 모두 더
하면 9.7톤이예요. 그리고 이것은 원래 9.7톤을 kg으
로 바꾸니까 뒤로 0이 세 칸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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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면담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여학생의 경우,

g과 kg을 t으로 혹은 t을 kg으로 단위 변환할 때는

소수점의 자리수 이동이 어떻게 되는지에 집중하여 단

위 변환을 실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여학생

의 경우에도, 단위를 변환할 때 자리수가 몇 개 늘어

나고 줄어드는 것을 계산하는 과정 때문에 단위 변환

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여5학생의 풀

이 과정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그림1] 참조).

kg을 t으로 변환할 때, 소수점을 세 칸 이동한다고 붙

인다고 생각하고, 현재 위치의 소수점부터 첫째, 둘째,

셋째라고 세어서 소수점을 붙인 경우인데, 이 경우

kg을 t으로 잘못 변환할 개연성이 있다.

[그림 1] A1문항에 대한 여5의 반응

[Fig. 1] Girl5's response on A1 item

둘째, 올림이 있는 시간의 연산에 관한 문제를 해결

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 내용이다. A3

문항은 시간 연산에서 올림의 복잡성을 묻고 있고, A4

문항은 문장제 문항에서 올림이 있는 시간 연산을 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학생들의 답지와 면담 분석

결과 남1학생은 세로셈과 가로셈을 병행하면서 초는

초끼리, 분은 분끼리, 시간은 시간끼리 계산을 하였고,

올림이 있는 경우의 계산도 원활하게 하였다. 그리고

남2학생, 남3학생, 남4학생, 여3학생, 여4학생도 세로셈

을 통해 올림이 있는 계산도 효과적으로 하였다. 반면

에 여1학생의 경우에는 올림을 하여 계산하는 과정에

서 오류를 범하였다. 다음은 여1학생이 작성한 답변과

면담 내용이다.

[그림 2] A3문항에 대한 여1의 반응

[Fig. 2] Girl1's response on A3 item

교: 3-(3) 문항은 어떻게 해결했어.
여1: 희담이가 2시간 59분 46초이고 현희가 5시간 25분 35

초이니까요. 이것도 일단 우선 더해요. 그런데 분도
60분을 초과하고 초도 60초를 초과하니까요. 초에서
분으로 60을 옮겨요. 그러면 여기에서 60이 가고 여
기는 1을 더해주고요. 아. 잘못했다.

교: 어디에서 잘못됐지.
여1: 여기요(틀린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것 85분 아니예

요.
교: 여기에서 답지에 84분에 1분을 더했는데 144분이 된

이유는 무엇이지?
여1: 1분을 올려줘야 하는데 60분을 올려줬어요.

면담 내용과 작성한 풀이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여

1학생은 3-(3)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세로셈을 해서

시간 분 초가 나왔는데, 분이 초라는 것을 이

용해 분에 분을 올려주어야 하는 데 분을 올려주어

시간 분 초로 계산하여 시간 분 초의 답

을 하였다. 또한 여2학생의 경우에는 문제를 해결하였

지만 면담에서 문제를 풀면서 어려운 점은 시간의 연

산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수와는 다르게 을

올려주는 것에 대해 헷갈린다는 답변을 하였다.

올림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남녀의 차이는 A4문

항의 풀이 형태를 보면 매우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남학생의 계산은 내면화에 따른 자동화된 연산 과정이

었다면, 여학생은 절차의 순차적 진행과 끊임없는 확

인을 통한 연산 과정이다([그림 3] 참조).

[그림 3] A4문항에 대한 남3, 여2의 반응

[Fig. 3] Boy3 & Girl2's response on A4 item

남학생의 많은 수가 시간의 덧셈과 뺄셈도 자연수

의 덧셈과 뺄셈의 세로셈처럼 자연스럽게 연산을 수행

하고 있었다. Vygotsky의 이론에 비추어볼 때, 내면화

을 통해 자동화된 반응이 완벽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반면, 여학생들은 각각의 단계마다 그 절차를 기록하

고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되새기려는 경향

이 풀이과정을 통해 발견되었고,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측정 영역에서의 성별 문제해결 과정의 차이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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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g kg t 과 같은 무게 단위

의 변환과 관련된 문항에서는 남학생은 연산을 할 때

t kg이라는 것을 명확한 양적인 개념을 바탕으

로 계산을 하는 반면에, 여학생들은 남학생과 똑같이

t kg을 이용하지만 단위 변환을 양적인 개념보

다는 자리수의 이동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 두

번째로 올림이 있는 시간의 연산의 경우에는 남학생이

가로셈과 세로셈을 다양하게 이용해 내면화에 따른 자

동화된 연산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여학생

은 세로셈을 사용하지만 을 올려주고 내려주는 과정

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남학생들은 시

간의 연산을 할 때, 을 올리고 내려주는 과정을 내

적인 과정으로 완전히 자동화되어져 있는 반면에, 여

학생들은 연산 과정에서 을 올려주고 내려주는 과정

을 적용하여 계산을 하거나, 계산을 한 후에도 을

제대로 올려주고 내려주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경

향이 있었다.

나. 확률과 통계 영역 문항에 대한 결과

첫째, 표와 그래프를 완성하고 표와 그래프를 해석

하는 수행능력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 내용이다.

먼저 A5문항과 A6문항은 월별 독서량에 관한 내용을

기초로 자료를 산출하고 이를 표와 그래프로 적절하게

나타낼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우선 남학생 4명과 상

수준의 여학생 2명은 주어진 표에 있는 자료를 정확하

게 꺽은선그래프로 나타냈다.

[그림 4] A6문항에 대한 여1, 여2의 반응

[Fig. 4] Girl1 & Girl2's response on A6 item

하지만 [그림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상 수준의

여1학생은 문제 상황을 잘 이해하고 표는 잘 채웠지만,

꺽은선그래프로 그리는 과정에서 8월에 해당하는 점을

잘못 찍어(9에 해당하는 점을 14에 해당하는 점으로

찍음) 그래프를 잘못 그렸고, 중수준의 여2학생은 6월

에 해당하는 점이 5인데 7에 해당하는 점으로 찍어 그

래프를 잘못 그렸다. 다음은 꺽은선그래프를 잘못 그

린 여1학생과 여2학생과의 면담 내용이다.

교: 그래프를 그릴 때 어려운 점은 무엇이지?
여1: 음. 이 그래프는 1권, 2권, 3권이어서 괜찮은데, 나중

에 단위사이가 작아지면 한 칸이 너무 작아지기 때문
에 그리기가 힘든 것 같아요.

여2: 이 그래프는 한 칸으로 되어 있는데, 가끔 함정이 있
잖아요. 여기에 한칸을 2로 만든다든가 5칸을 만들어
놓고 10으로 이렇게 하면은 함정에 잘 속을 수 있거
든요.

위의 면담 내용을 살펴보면, 여1학생과 여2학생의 경

우, 세로축의 눈금 단위와 눈금 간의 간격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때 표에 있는 수치를 그래프로 잘

못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A7문항과 A8문항의 출제 의도는 표와 그

래프에 제시하고 있는 자료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를 성별로 알아보는 데 있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표와 그래프를 보고 온도가 가장 높을 때와 가장 낮을

때의 온도 차이를 어렵지 않게 구했다. 하지만 중상수

준의 남학생과 여학생은 표와 그래프가 제시되었을 때

자료를 파악하는 선호도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교: 꺽은선그래프와 표가 있을 때 해석하기가 편한 것은
무엇이야.

남1: 표가 더 쉬워요.
교: 그 이유는?
남1: 그래프는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옆으로 가다 틀릴 수

도 있고 복잡해보이기도 하는데. 표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간단해 보여요

여1 : 해석하기는 그래프가 편한 것 같아요.
교: 그래프가 편한 이유가 뭐지
여1 : 그냥 한 눈에 알아보기가 쉬워서 편한 것 같아요.
교: 그러면 표는?
여1: 표는 자료 하나 하나를 직접 비교 해봐야 돼요.

상수준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경우에는 문제해결과

정이나 표와 그래프의 상황에 대한 선호도에서 큰 차

이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위의 면담 내용을 살펴보면,

그래프와 표의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중상수준의

남1학생과 여1학생은 표와 그래프 해석의 선호도에 차

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남1학생은 표를 선

호하고 여1학생은 꺽은선그래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

었다. 그 이유를 면담을 통해 파악한 결과, 남1학생은

표에 제시되어 있는 각각의 구체적인 수치를 비교하는

것을 선호하고, 여1학생은 자료의 상황을 한 눈에 파

악할 수 있는 직관적인 자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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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실생활에 밀접한 문제에 대한 반응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 내용이다. 문항 외적 요소에 해당

하는 소재가 문제해결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와 관련 있다. 예를 들어, 남학생 친화적인 소재 및 여

학생 친화적인 소재가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항이다. A4문항, A9문항, A10문항이 이에 해당한다.

A4문항과 A9문항은 컴퓨터 게임, 축구 게임에 대한

내용으로 남학생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항

이고, A10문항은 공기놀이에 대한 내용으로 여학생과

친숙한 문항이다. A9문항의 경우 [그림 5]와 같이 남

녀 학생 모두 문제 상황을 토너먼트 게임으로 판단하

고  의 계산을 통해 모두 일곱 번의 경기를 해

야 하는 것으로 계산을 했다.

[그림 5] 여1과 남1의 A9문항에 대한 반응

[Fig. 5] Girl1 & Boy1's response on A9 item

다음은 A9문항의 해결과정에 대한 면담 내용이다.

교: 9번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해줄래요.
남1: 첫 번째 한 것은 그냥 다 해놓고서 토너먼트방식으로

하나하나 모두 써놓고 여기처럼 1번 경기하고, 2번

경기하고, ⋯ 총 7번 경기하고요. 총 8조이니까 8조
빼기 1을 해서 7이 나왔어요.

교: 리그전은 어떻게 경기를 계산하지?
남1 : 리그전은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는데요.
교: 그런데, 이 문제에서 토너먼트로 경기한다는 내용은

없쟎아.
남1 : 그냥 짝지어 경기한다고 해서 이렇게 했어요.
교: 9번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해줄래요.
여1: 9번은요, 32명을 각각 4명씩 8조로 나누어서 축구 승

부차기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두 조끼리 짝지어서
경기를 계속해요. 그러면 총 8명이니까 처음에는 둘,
둘, 둘, 둘 해서 이긴 사람 올라오면 총 4명만 올라올
수 있는데요. 그 네 명에서 둘둘 짝지어서 해가지고
한 팀만 올라와서 그 두 팀이 서로 경기를 하면은 총
7번이 돼요.

교: 그러면 지금까지 말한 것 외 다른 경기는 없을까?
여1: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토너먼트는 모든

조에서 1을 빼면 답이 나와요.

위의 면담 내용을 살펴보면 남1학생과 여1학생은

문항 내용에 두 조끼리 짝지어 경기를 계속한다는 의

미를 토너먼트로 해석해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추측된

다. 즉 학생들은 여러 가지 게임의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게임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 토너먼트

로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A10문항의 경우에는 남1학생은 그림을 이용하

여 경우의 수를 정확하게 계산하였지만, 남2학생의 경

우에는 한 여학생이 나머지 명과의 게임 상황으로

문제의 상황을 잘못 판단해 이라는 답을 산출하였지

만, 풀이 과정에서는 ×÷ 을 계산한 내

용도 있는 것으로 보아 경우의 수에 대한 분명한 개념

정리는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면담 결과 파악되었다.

반면에 여1학생은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경우

의 수를 구하였지만, 여2학생도 남2학생과 마찬가지로

한 여학생이 나머지 명과의 게임 상황으로 판단하여

이라는 답을 산출하였다.

[그림 6] A10문항에 대한 남학생들의 반응

[Fig. 6] Boy's response on A10 item

[그림 7] A10문항에 대한 여학생들의 반응

[Fig. 7] Girl's response on A10 item

다음 면담 내용은 성별로 실생활의 소재가 문제해

결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면담 내용이다.

교: 축구나 컴퓨터게임, 야구와 같은 소재로 만든 문제가
있는가 하면, 소꿉놀이, 공이놀이를 소재로 한 수학문
제가 있습니다. 축구 소재와 소꿉놀이 소재 중 어느
것이 더 편했는지?

남1: 두 문제가 똑같아요. 별 차이는 없어요.
남2: 두 개다 괜찮은데.
교: 공기놀이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문제 푸는데 괜찮아.
남2 : 네.
여1: 저는 9번이 편한 것 같은데요. 10번은 수가 너무 많

아가지고 힘든 것 같애요.
교: 이것은 문제 상황이 간단하고, 이것은 길게 서술해서

그런가요.
여1: 예. 여자라고 공기대회를 택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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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요.
여2: 9번이 더 편해요.
교: 10번 문제가 풀기 어려운 이유는?
여2: 교과서에는 없고 학원에서 하는 심화 문제집에 나오

는 문제라 어려워요.
교: 다른 학생들의 생각은?
남3: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문제를 푸는 것

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단지 그냥
조금 친숙할 뿐인데요.

여3: 별 차이가 없어요. 같은 수학문제로 보이고, 나와 있
는 조건으로 문제를 풀면 되잖아요.

여4: 가끔씩은 차이가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떨때냐면, 농구
에서 자유투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 용어의 뜻을 모
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조금 부담이 있어
요. 농구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용어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래요.

여5: 저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위의 면담 내용을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실생활과의 소재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문

항의 복잡성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

다.

확률과 통계 영역에서의 성별 문제해결 방법의 차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면담 학생을 대상으

로 답지 분석과 면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그래프와

표를 해석할 때 상수준의 남학생과 여학생은 큰 차이

가 없었다. 하지만 중상수준의 남학생은 표를 선호하

고 중상수준의 여학생은 그래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실생활과 관련된

확률 문제에 대해서는 실생활의 소재와 관계없이 남녀

학생의 문제해결 과정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문항에서 사용된 소재는 남녀 간의 차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

량적 평가결과와 일치한다(서보억․이광상, 2012).

다. 규칙성 영역 문항에 대한 결과

비례식 및 유리수 개념이 포함된 복잡한 계산이 성

차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분석 내용이다. A11문항과

A12문항은 속도와 거리에 관한 문항으로 시간과 거리

관계를 비례식을 이용해야 하는 문항이다. A11은 복잡

도가 매우 높고, A12는 다소 간단한 문항이다.

다음은 A11문항에 대한 남1학생과의 면담내용이다.

교: 11번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해줄래요.
남1: 11번은 이게 다 1시간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편할 것

같아서 한 시간으로 통일하고 거리는 km로 통일했어
요. 그래서 A자동차는 한 시간에 80km를 가고 B자

동차는 한 시간에 90km를 가서 240 나누기 80 하니
까 세 시간이 나오고 240 나누기 90을 하니까 2와 3
분의 2시간이 나왔어요. 2와 3분의 2시간은 2시간 40
분이기 때문에 3시간에서 2시간 40분을 빼서 20분이
나왔어요.

교: 시간이 분수로 나오는데 계산이 어렵지는 않았어.
남1: 처음에는 나누려고 했는데 분수가 소수가 되어서 좀

당황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다시 계산해서 분수로 될
것 같아서 분수로 계산했어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우선 남1학생과 남4학생 등이 작성한 검사지와 면

담 내용을 살펴보면, 남1학생은 A자동차가 분에

m를 달리는 것을 분에 km로 계산해 시간

에 km 가는 것으로 계산을 시작하였다. 이어서 A자

동차는 km를 가는 데 ÷  의 계산식을 이용

해 시간이 걸리고 B자동차는 ÷  


의 계산식

을 이용해 시간 분이 걸린다는 것을 파악해 시간의

차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이것은 서로 다른 두

양 사이의 상대적인 양을 측정하기 위해 절대적인 기

준량을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면담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들은 시간이 분수로

나왔을 때 당황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제

시된 분수가 나누어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몇 시간 몇

분으로 고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그림 8] A11문항에 대한 남4와 여2의 반응

[Fig. 8] Boy4 & Girl2's response on A11 item

여2학생의 경우, A자동차가 시간에 몇 km를 가는

지를 구하지 못하고 ÷ 


으로 잘못 계산하여

A자동차와 B자동차가 걸린 시간의 차가 시간 분

이라는 엉뚱한 답을 산출하였다.

다음은 A11문항에 대한 여2학생과의 면담 내용이

다.

교: 11번은 어떻게 해결했지?
여2: 아. 이 문제요?(한숨을 쉬며 말함). 15분에 20000m 달

리니까 이것이 A자동차이고 이것이 B자동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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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B자동차와 A자동차가 240km이니까 그냥 240
나누기 90하고 또 240 나누기 20 했어요.

교: 12시간 40분이 어떻게 계산된거지?
여2: 20과 3분의 2가 나왔는데, 좀 헷갈려서, 3분의 2를 60

나누기 3분의 2잖아요. 3분의 1은 20이잖아요. 20곱하
기 3을 하면 60이 나오니까. 그래서 40이 나와서 20
시간 40분이 나왔고, 차이라고 해서 20시간 40분에서
12시간을 뺐어요.

교: 이 문제를 풀면서 어려웠던 점은?
여2: 음. 이런 것 있잖아요. 240km를 갈 때 몇 시간 걸리

는가를 물으면 만약에 90과 240은 나누어떨어지지 않
잖아요. 30이면 조금이라도 쉬울텐데. 나누어떨어지지
않거나 좀 복잡한 수가 나오면 어려워요.

교: 20000m를 km로 나타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
여2: 헷갈렸어요. 0을 세 개 지웠어요.

위의 면담 내용을 살펴보면 여2학생의 경우에는 

분에 km인 것을 시간에 가는 거리로 산출을 못해

km를 km로 나누어 시간이라는 답을 산출하였

다. 또한 자동차 B가 km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잘

못 계산하여 시간 분으로 계산하여 자동차 A와

자동차 B가 걸리는 시간의 차를 시간 분으로 답

을 하였다. 이러한 계산과정을 살펴보면 여2학생은 남

1학생과 남4학생과 달리 기준량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A11문항에서

거리와 시간이라는 두 양이 주어져 있는데, 남1학생,

남4학생, 여1학생, 여3학생 등은 기준을 정확하게 설명

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해결에는 실패하였지만, 남2

학생, 남3학생도 기준량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

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나머지 여학생들은

기준량 설정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규칙성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의 복잡성

정도가 성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

해준다.

A12 문항의 경우, 복잡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남학

생과 여학생이 풀이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복잡도가 높을수록 남학생과 여학생의 특성

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그림 9] A12문항에 대한 남1과 여4의 반응

[Fig. 9] Boy1 & Girl4's response on A12 item

규칙성 영역에서의 성별 문제해결 방법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비례식 및 유리수 개념이 포함

되어져 있는 다중 복합문제에서는 남학생보다는 여학

생이 상대적으로 어려워하였다. 즉 전반적으로 남학생

이 여학생보다는 복잡한 문제 상황에서는 비례식을 적

절하게 사용을 더 잘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특

히 비교하는 양이 주어져 있을 때, 한 양을 기준량으

로 설정한 다음, 비례식을 세워서 해결해야하는 문제

에서 기준량을 설정하는데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어려워하였다. 여학생의 경우, 기준량을 무엇으로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해 논리적으로 타당한 식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 면담결과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성차가 발생하는 측정, 확률과 통계,

규칙성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에 대하여 초등학교 6학

년 남학생과 여학생의 문제해결 과정의 특성이 무엇인

지에 관심을 기울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보억과 이

광상(2012)의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문항에 대한 질적 사례 분석이 필요하다는 제언

을 기초로 성차가 발생한 측정, 확률과 통계, 규칙성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의 반응에 대한 사례 연구를 실

시하였다. 첫째, 측정 영역에서는 단위의 변환과 연산

이 복합적으로 요구하는 문항과 올림이 있는 연산에

대해 어떤 성별 특성이 있는지 탐색하고자 했다. 둘째,

확률과 통계 영역에서는 자료를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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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해석하는 것과 성별로 실생활과 밀접한 소재

를 이용한 문항에 대해 성별 문제해결과정의 특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셋째, 규칙성 영역에서는 비례식을

이용하여 복합적인 계산을 수행하는 문제에서 성별 특

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성별에 따른 문제해결 과

정에서의 사고과정 및 절차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

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별의 차이를 고려한 교수-학

습 방안에 유익한 정보 제공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 실행한 사전검사 및 본검사와 면담을 통해 얻

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 영역에서 단위 변환과 관련한 문항에서

남학생은 문제 상황을 수학적으로 해석하여 문제를 해

결하는 경향이 있고, 여학생은 다소 직관적으로 해석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무게

단위 g kg t 과 같은 변환과 관련된 문항에서는 남학

생은 연산을 할 때 t kg이라는 것을 명확한 양

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계산을 하는 반면에, 여학생들

은 남학생과 똑같이 t kg을 이용하지만 단위 변

환을 양적인 개념보다는 자리수의 이동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단위 변환의 개념보다는 자리수

이동이라는 표면적 결과에 집중한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올림이 있는 시간의 연산의 경우에는 남학생

의 경우, 매우 자동화되어져 있었지만 여학생은 각 단

계마다 세밀한 확인을 거쳐 가는 경향이 있었다. 실제

로 남학생의 경우, 가로셈과 세로셈을 다양하게 이용

하기도 하였고, 자연수의 덧셈과 뺄셈처럼 전체의 연

산과정이 내면화되어 자동화된 연산으로 올림 연산을

수행하여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여학생은 세로셈을 통해 을 올려주고 내려주는 과정

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주어진 자료를 표와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

지를 묻는 문항에서 남학생은 표를 해석하는 것이 편

하고 여학생은 그래프에서 자료를 해석하는 것이 편한

성향이 있다는 것을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이유를 면담 내용을 통해 파악을 하면, 남학생은

표에 제시되어 있는 각각의 구체적인 수치를 비교하는

것을 선호하고, 여학생은 자료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

할 수 있는 직관적인 자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넷째, 확률과 통계에 대한 정형적인 문제 상황에서

남학생은 주로 수식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한 반면, 여학생은 실제 문제 상황에 맞는 그림을 그

려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것은 여학

생이 경우의 수를 그림을 이용하여 구하는 문제해결

성향이 경우의 수를 묻는 문항에서 성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실생

활과 관련된 문제에서 남학생에 유리한 소재 혹은 여

학생에게 유리한 소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면담

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것은 문제의 소재가 아닌 문항

의 복잡도가 성별 특성을 더 잘 드러나게 함을 의미한

다.

다섯째, 비례식 및 유리수 개념이 포함되어져 있는

다중 복합문제 즉 복잡도가 높은 문제에서는 남학생보

다는 여학생이 더 어려워하였다. 복잡도가 낮은 문항

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비례식을 세우는 경향의 차

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지만, 복잡도가 높은 문항에

서는 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는 복잡한 문제 상황에서는 비례식을 적절

하게 더 잘 활용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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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n in-dept case study that extract the problems showing remarkable gender gap in 
6th graders and analyze the difference between boys and girls in the process of problem 
solving.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First, according to the result of basic study, 
the parts are divided into measurement, probability and statistics and regularity. And then test 
problems and face-to-face talk contents are developed. Second, the distinct features between 
boys and girls, follow-up study and face-to-face talk. As a result, five characteristics of gender 
gap are selected.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improvement of teaching & learning development and 
evaluation considering gender is expected in the classrooms of elementary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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