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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모델링 활동이 수학적 문제해결력 및 수학적 

성향에 미치는 영향1)

고창수2) ․ 오영열3) 

본 연구는 수학적 모델링이 초등학생들의 수학적 문제해결력과 수학적 성향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에게 8가지 
주제로 총 16차시의 수학적 모델링 수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수학적 모델링 중
심의 수학 수업은 전통적인 교과서 중심의 수업에 비해서 수학적 문제해결력과 수
학적 성향의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또한, 수학적 모델
링 활동은 학생들의 의사소통, 추론, 반성적 사고와 같이 다양한 수학적 사고를 촉
진시키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수학에 대
한 긍정적 성향을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수학적 모델링 중심의 수
학 수업이 초등학생들의 수학 학습에 양적 및 질적인 측면에서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서 추후 초등학교에서 수학적 모델링의 적용 가능성 및 
초등학교 수학과 교수·학습방법 연구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주제어: 수학적 모델링, 수학적 문제해결력, 수학적 성향

Ⅰ. 서   론

NCTM(2000)에서는 21세기 수학교육의 목표를 학생들의 수학적 힘을 기르는 것으로 제

시하고, 이를 위한 요소로 수학 및 다른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지식을 적용

하는 능력, 의사소통을 위해 수학적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 추론과 분석능력, 개념과 절차

에 대한 이해와 지식, 수학적 성향 및 수학의 본질에 대한 이해, 그리고 수학적 지식들의 

통합 등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수학적 사고능력, 수

학적 문제해결능력, 수학적 연결성, 수학에서의 창의성과 인성개발, 수학적 의사소통능력, 

수학의 가치 이해와 같은 수학적 능력의 발달을 강조하고 있다(교육부, 2015).

수학적 능력의 다양한 하위 요소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수학적 문제해결력과 수학적 성

향이 특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수학적 문제해결력은 수학문제를 잘 계산하여 

답을 도출하는 연산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부딪치게 되는 문제 

상황을 수학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수학적 문제해결력의 발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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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문제 이해, 해결전략 수립, 연산, 검증, 일반화, 수학개념과 원리 활용 등 다양한 

능력의 발달이 고루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 학생들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보는 경험을 

많이 쌓아야 한다(NCTM, 2000). 한편, 수학적 성향은 수학 불안과 수학 성취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가볍게 여길 수 없다(조시오, 2010).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의지력, 수학에 

대한 가치와 호기심이 어떠한지에 따라 학생들의 수학적 능력의 발달 정도가 결정되기 때

문에 학생들의 인지적 영역의 발달뿐만 아니라 정의적 영역의 발달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일반 수학수업에서는 이러한 수학적 능력을 발달시키기보다는 교과

서의 내용을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또한, 학생들도 시험에 대비하여 기계적 대입

과 계산, 정확한 검산에 집중하여 학습하고 있다. “숫자들만 곱하면 되지 않아요?”, “앞

에서 배운 방법으로 숫자만 바꿨어요.”와 같이 대부분의 학생들은 상황에 대한 이해 없

이 교과서에 제시된 방법으로 기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위에서 언

급한 수학적 문제해결력과 같은 수학적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한 적절한 학습방법으로 보

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창의성이 강조되는 미래인재들에게 적용하기에도 적합하지 않

은 교수방법이다. 그러다보니 학생들에게 “수능에 수학시험이 있어서 공부해요.”, “이

거 몰라도 나중에 계산기 쓰면 되요.”, “수학은 재미없다.”와 같은 반응들을 쉽게 들을 

수 있었다. 부적절한 교수·학습방법으로 인해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인식마저 부정적으

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PISA와 TIMSS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순

수한 수학적 문항을 다루거나 형식화된 지식을 다루는 문항에서 우위를 보였으나, 개념을 

적용하여 추론하는 과정을 정답과 함께 제시하는 문항, 사고의 논리적 전개와 의사소통의 

능력을 요구하는 구성형 문항에서 많은 취약점을 드러냈다(예, 김경희, 2010; 박경미, 200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또한, PISA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에 대

한 정의적 특성은 내적 동기, 도구적 가치, 자아 효능감, 자아개념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OECD 평균보다 낮았으며, 특히 도구적 가치에 대한 인식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한국교육

과정평가원, 2013).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 수학교육의 목표로 강조하고 있는 수학적 능력을 학생들에게 

길러주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수학적 모델링을 초등학교 수학수업과 연계시키고자 하였

다. 수학적 모델링이란 주어진 문제 상황을 분석하여 수학적 모델로 만들고, 이를 조작하

여 해를 구하고 다시 주어진 상황에 대입하여 맞는지 검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수

학적 모델링을 통해서 학생들은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자신의 창의적 사고를 표현할 수 

있으며, 기존 학교교육에서 습득하던 것과는 다른 수학적 경험을 할 수 있다(Lesh & 

Doerr, 2003). 또한, 학생들은 실세계의 다양한 현상과 문제들을 접하여 비형식적 이해와 

추측들을 형식화·일반화하고, 전략과 아이디어를 정교화하여 문제를 분석·해결하는 수

학적 모델링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수학적 문제해결력을 높일 수 있다(English, 2003; 

NCTM, 2000).

수학적 모델링은 실생활 문제를 수학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현대사회의 시대적 요구와 

수학교육에서 목표로 하는 수학적 힘을 기르기에 적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오영열

(2013)은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수학적 모델링 활동을 도입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학습모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수학적 모델링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해외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학적 모델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eg., Boaler, 2001; Doerr & English, 2003; English, 2006; English & Watters, 2005), 

국내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중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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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학적 모델링을 개발

하여 적용함으로써 수학적 모델링이 학생들의 수학적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유의미한지 알

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수학적 모델링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을 때 학생들의 수학적 문제해결력과 수학적 성향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또한 수학적 모델링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의 특징과 수학적 모델링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질적으로 분석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Ⅱ. 이론적 배경

1. 수학적 모델링

모델은 요소 및 요소 사이의 관계, 요소 사이의 상호작용 모두를 의미하며, 연산·대

칭·교환·변환과 같은 패턴이나 규칙으로 구성된 체계이다. 그러나 모델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내적·외적 변형이 가능하며, 불안정하여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따라서 하

나의 상황에 하나 이상의 모델이 존재할 수 있고, 반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하나의 모델로 

표현할 수도 있는 유용성과 적응성을 가진 도구이다(Lesh & Doerr, 2000). Lesh & Doerr

에 의하면 모델을 개발하는 활동과 모델을 활용하는 활동 모두 학습이 될 수 있으며, 학생

들이 모델 개발 활동에서 얻은 산출물은 정답이 아닌 학생들의 ‘사고의 방법’이다. 또

한, 학생들은 해석·기술·추측·설명·정당화 등의 다양한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모델을 

정립하게 된다.

수학적 모델은 현실 상황의 구성요소나 관계를 수학적으로 해석하거나 수학적 기호, 표

현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다양한 현실 상황을 이해하거나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학적 모델을 사용하게 된다. 이 때 수학적 모델은 요소, 작용, 관계, 

규칙들의 체계로 구성되며, 이러한 수학적 모델은 현실의 다른 체계의 움직임이나 현상을 

묘사, 설명, 또는 예측하는데 활용된다(Doerr & English, 2003; NCTM, 2000).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많은 국내외의 학자들(예, 김수미, 1993; Gravemeijer, 2002)이 수

학적 모델에 대해 정의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정의에서 공통되는 것은 현실 상황의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학적인 구조와 개념을 사용하여 표현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실 모델이란 중단 단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수학적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실 상황을 현실 모델로, 현실 모델은 수학적 모델로 변환된다. 이때 현실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변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나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

다. 이러한 점 때문에 현실 모델을 사용하게 된다. 현실 모델이란 현실의 문제 상황을 인

식하고, 그것을 단순화하여 정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한 것이며, 현실 모델이 만들어진 후 

그 모델의 방법과 개념을 수학적 기호화 표현으로 다시 변환시켜 만들어진 모델이 바로 

수학적 모델이다.

수학적 모델링은 현실에서 주어진 문제 상황을 수학적인 기호와 표현으로 형식화하여 

수학적 모델을 개발하고, 그 모델을 기초로 수학적 추론을 통하여 결과를 현실의 문제 상

황에 맞추어 재해석하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 선거 결과 예측, 원유 가격 동향 파악, 숲의 

성장패턴 등 비수학적인 현상을 수학적 모델로 모델화하여 그 상황 속에서 중요한 요소들

을 인식하고, 그 요소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며 이를 수학적으로 해석하여 결론을 찾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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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 따라서 수학적 모델링 활동은 분석, 이해, 종합 등 고도의 인지 활동을 사용

하는 체계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다(NCTM, 1996).

또한, 수학적 모델링은 비구조화된 현실 세계의 현상과 문제에 수학을 응용하여 해석·

분석·종합하여 그 관계를 파악하고 결론과 해결책을 도출해내는 문제해결의 한 유형이라 

볼 수 있다(English, 2006; Swetz, 1991). 그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만의 수학적 아이디어와 

절차를 개발하고 일반화하여 다른 문제 상황에도 적용 가능한 관계의 구조를 형성하며, 

그러한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다. English & Watter(2005)는 기존에 가능하다

고 여겨지는 것보다 어린 나이의 학생들부터 모델, 일반화, 정당화를 학습할 수 있고, 이

러한 활동을 하는 것이 학생들의 추론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으

며, 초등학교에서부터 수학적 모델링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수학적 모델링의 과정

모델링 학습과정은 그 유형에 따라 대상 모델링(object modeling), 경험적 모델링

(empirical modeling), 이론적 모델링(theoretical model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상 모델

링(object modeling)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대상을 활용하여 모델링 

활동을 하는 것이고, 경험적 모델링(empirical modeling)은 문제 속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

에 중점을 두고, 현실 세계에서 실험 활동을 해 봄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 속의 관계

를 찾아내는 것이다. 또한 이론적 모델링(theoretical modeling)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

학적 개념, 원리, 법칙을 현실 세계에 적용해보는 모델링 활동을 말한다(Open University, 

1990).

[그림 1] NCTM이 제시한 수학적 모델링 과정

많은 선행 연구자들은 모델링 학습과정 모형으로 4단계 순환적 모델링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e.g., Blum, 1989; NCTM, 1991; Lesh & Doerr, 2003). Blum(1989)은 문제의 이상화, 번

역, 수학적 추론, 해석의 4단계를 제시하였으며, NCTM(1991)은 실세계 현상, 수학적 모델, 

수학적 결론, 결론 및 예측의 단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Lesh & Doerr는 기술, 조작, 번역, 

확인으로 4단계를 제시한 바 있다. 이들의 각 단계의 이름은 서로 다르나 그 단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모두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선행 모델들 중에

서 NCTM의 순환적 모델링 과정을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먼저 위의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세계 현상 단계에서는 현실 문제의 중요한 요

인들을 관찰과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단순화하여 정확하고 간결한 ‘현실 모델(real 

model)’을 형성한다. 이 현실 모델은 일상적 용어나 사물로 구성된다. 수학적 모델 단계

에서는 현실 모델의 일상용어나 사물을 수학적 기호나 표현으로 바꾼다. 이렇게 수학적 

기호와 표현으로 구성되어 수학적 대상(수, 집합, 함수 등)과 대상들의 연관된 표현을 담고 

있는 구조를 ‘수학적 모델(mathematical model)’이라고 한다. 수학적 결론 단계에서는 

수학적 모델을 추론, 분석, 풀이, 평가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수학적 모델에 근거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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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출한다. 결론 및 예측 단계에서는 도출된 수학적 모델과 결론을 현실 문제에 적용해 

봄으로써 그 효용성을 확인하고 오류를 점검한다. 만약 결론이 현실 문제와 적합하지 않

으면 모델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므로 앞의 단계들을 되풀이한다.

3. 수학적 모델링의 이점

수학적 모델링은 현실 세계의 문제의 조건과 요인들을 이상화하여 수학적 기호로 표현

하여 수학적 모델을 개발한다. 그리고 수학적 모델을 다양한 방법으로 조작하여 수학적 

결과와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현실 세계에 재해석하여 적용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이 과

정에서 수학적 모델링은 수학 교수-학습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특히 수학의 응용 

학습, 상황적 및 실제적 추상화 학습, 도구를 활용한 탐구 학습, 메타인지적 사고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신은주, 2005).

또한 Blum & Niss(1991)는 수학적 모델링 활동을 통해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능력, 전체

적 구조 파악능력, 수학의 활용능력, 수학적 개념학습 능력의 향상이 증진될 것이라 하였

으며, Godbold(1998)는 수학적 모델링 활동을 통해 일곱 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

다. 첫째, 의사소통을 통한 학습자의 언어능력 신장, 둘째, 생활주변의 광범위한 수준의 수

학이 퍼져 있음을 인식, 셋째, 상황 속에서 수학을 발견하여 수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아지며, 넷째, 환경의 복잡성을 인식하고 조건에 따라 답이 달라짐을 깨닫게 되고, 다섯

째, 장시간 수행하는 과제를 통해 인내심과 끈기를 기를 수 있으며, 여섯째, 학습자가 알

고 있던 수학적 지식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고, 일곱째, 여러 사항들을 선택 결정하

고 수학적 모델을 개발하는 가운데 의사결정을 학습할 수 있다. NCTM(1991)에서는 수학적 

모델링이 실세계 맥락 속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학습자로 하여금 문제 

해결에 대한 전략과 기술을 익히게 하고, 이것을 상황이 변함에 따라 다르게 변형하여 적

용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에게 수학의 응용에 대한 넓은 안목을 길러줄 

수 있기 때문에 수학적 모델링을 교실현장에 도입해야 한다고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위치한 서울C초등학교 5학년 4개 학급 중 사전 검사인 

수학적 문제해결력 검사와 수학적 성향 검사의 결과에서 동질성을 보인 두 개 학급을 연

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실험집단으로 선정된 학급은 

23명(남자 14명, 여자 9명)의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비교집단으로 선정된 학급은 21명

(남자 12명, 여자 9명)의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다. 실험집단에는 수학적 모델링 활동이 적

용되었고, 이는 연구자가 제시한 실생활 문제를 학생들이 자신의 수학적 지식과 방법을 

동원하여 현실 모델과 수학적 모델을 구성하여 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반면에 비교집단

에 적용한 일반적인 교수·학습 방법은 교사용 지도서에 근거하여 학생들은 주로 교사의 

설명을 듣고, 교과서에 제시된 관련 문제를 푸는 방식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전-사후 통제집단 설계(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약 2달 동안 8가지 주제를 가지고 16차시의 수학적 

모델링 활동을 실시하였다. 실험처치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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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사전·사후 수학적 문제해결력 검사와 수학적 성향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계

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실험집단의 수업활동을 비디오 녹화를 하였으며 학습지와 활동

결과물을 수집하고, 활동이 끝난 후에 학생들에게 수학적 모델링 활동에 대한 소감문을 

받아 수학적 모델링 활동의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활동의 특징과 수학적 모델링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2. 수학적 모델링 활동의 개발

가. 수학적 모델링 활동의 개발

먼저 수학적 모델링 활동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학적 모델링 활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

석하였다.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와는 달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

학적 모델링 활동에서는 비교적 정형화된 문제 상황과 구체적인 조건들이 제시되었다. 이

는 중등의 경우 스스로 실험이나 조사를 통해 현실적 조건이나 수치를 산출한 뒤 형식화 

과정을 통해 수학적 모델을 개발하는데 목표를 둔 반면에, 초등학생은 문제의 단순화, 해

결 전략의 개발, 의사소통과 정당화, 전략의 적용 등 과정 자체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

이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4단계 순환적 모델링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김민경, 2010; Lesh & Doerr, 2003; NCTM, 1991).

둘째, 단원별 수학 학습 내용 및 주요 활동 내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자는 일반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수학적 모델링 활동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교육과정상의 

단원별 학습 목표와 개념 요소 등을 고려하여 수학적 모델링 활동을 개발하였다.

셋째, 수업에 적용할 실생활 문제 상황을 결정하였다. 수학적 모델링 활동은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을 수학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연구 목적 및 단원별 수학 학습목표를 고려하여 이와 연관된 실생활 문제 상황을 

추출하고 재구성하여 본 연구에서 적용할 수학적 모델링 활동을 고안하였다.

넷째, 최종 교수·학습 자료를 제작하였다. 실제 수업시간에 수학적 모델링 활동을 적용

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학적 모델링 학습 자료를 제작하였다. 수학적 모델링 학

습 자료에는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활동을 안내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5학년 2학기 4, 6, 7, 8단원인 소수의 곱셈, 자료의 

표현과 해석, 비와 비율, 문제해결 방법 찾기 단원에서 총 8가지 주제를 선정하였다. 선정

된 주제는 아래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쿠키 양 맞추기, 항공사 포인트 비교하기, 학

교 옥상 텃밭 만들기, 서울시의 상권 분석, 우리학교 진학률, 저축통장 만들기, 경찰서 위

치 선정하기, 음식재료 순서 정하기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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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수학적 모델링 활동 주제

나. 수학적 모델링을 적용한 수학수업

본 연구의 수학적 모델링 활동을 수학수업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한 모델링 교수·학습 

과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업 도입 단계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세계 맥락의 문제를 제시

해야 한다. 실세계 맥락의 문제는 학생들이 모델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

상의 목표를 도달할 수 있는 수학 개념과 원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수학적 능력과는 

상관없이 문제 상황에 대한 서술이 길어지면 문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제시된 문제는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 그림, 표, 교사의 설명 등을 학습

지와 함께 제시하여 독해 능력의 부족으로 문제를 포기하는 상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

였다(박은주, 2013). 학생들은 전체 토의 과정을 통해 문제 상황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찾아내고, 그것들만을 사용하여 해결 목표와 필요한 조건

들 사이의 관계를 자신이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로 재진술한다. 이때, 학생들

이 목표와 조건들 사이의 관계, 해결 전략의 탐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치도 간단하게 

바꿀 수 있다.

다음으로 수업 전개 단계는 <표 1>에 제시된 것과 같이 수학적 모델, 수학적 결론, 적용

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학적 모델 단계에서 학생들은 개개인별로 재진술한 문장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문제를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자

신만의 비형식적 모델을 발견하게 된다. 이때,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이 개발한 모델을 실

행해 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필요한 도구를 제공해 주며, 문제를 해결한 학생들에게

는 자신의 모델 속에 숨어있는 수학적 개념이나 원리를 찾고, 이를 정리할 수 있도록 격려

한다. 수학적 결론 단계에서 학생들은 소그룹 별로 모여 자신이 개발한 모델을 설명하고 

다른 사람의 모델을 관찰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에 중점을 두고 

자신의 모델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하고 다른 학생의 모델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

며,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활동에 대한 반성적 검토를 통해서 자신의 모델을 수정 

및 발전시키게 된다. 교사는 관찰자이자 오류 수정자의 역할을 담당하며, 소그룹 별로 의

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 오개념이나 오류를 

지적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실세계 문제를 해결하기

에 가장 적절한 모델을 선정 및 공유하고, 수학 기호나 표현, 공식을 사용하여 정리하게 

된다. 적용 단계에서는 수학적 결론 과정에서 결정된 모델로 제시되었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단계이다. 학생들은 소그룹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모델을 적용해 문제의 부분들

을 해결하고, 그 결과를 다시 공유해서 전체적인 문제 상황에 대한 해답을 이끌어낸다. 또

한 모델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합리적인 평가를 거친 후 소그룹별로 사용한 모델에 대한 

설명과 문제에 대한 해답,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다른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발표 



고  창  수  ․  오  영  열354

단 원  6. 자료의 해석과 표현 영역 확률과 통계
학습

목표

 - 표에 맞게 그림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이를 보고 여러 가지 통계적 사실을 

알 수 있다.
단 계 교수 · 학습 활동

실생활 

문제

 ◎ 문제 상황 제시

그림그래프와 관련된 실세계 상황과 연계된 과제 제시

CS그룹 기획팀에서는 서울시 북부지역의 배달음식산업을 분석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통계청에서 받은 다음 자료를 분석하여 그래프를 만들고, 이에 따라 ‘창

원치킨 1호점’ 매장의 위치를 추천하시오.

주어진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 목표와 그에 필요한 조건 찾기

문제 상황을 단순화하여 재진술하기

수학적 

모델

 ◎ 문장제 문제 해결하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야 할 일 생각해 보기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그래프를 그릴지 정하기

개발한 모델로 문제 해결하기

 ◎ 문제해결 방법 정의 및 공식화

사용한 모델 수정·보완해서 해결 전략 찾아보기

모델 속에서 사용된 수학적 개념과 원리 찾아보기

수학적 

결론

 ◎ 소그룹에서 자신의 모델 설명 및 평가

자신이 사용한 모델을 모둠원들에게 설명하기

모둠원들의 모델의 유사점과 차이점, 편리점과 불편한 점 평가하기

모둠에서 사용할 모델 선정하기

적용

 ◎ 모델을 적용하여 실제 문제 해결하기

모둠원 간에 역할을 분담하여 결정된 모델로 실제 문제 해결하기

기준에 맞게 지도에 그래프 그리기

사용한 모델을 수학적 개념과 기호, 방법으로 표현하기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사례 찾아보기

정리

 ◎ 모둠활동내용 발표

모둠별로 개발한 모델, 해결과정, 결과, 다른 사례 발표하기

발표한 모델들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방법이 없는지 의견 공유하기

 ◎ 교사 정리 및 설명

발표 내용의 비교·정리

사용되지 않은 다른 방법이나 사례 소개

<표 1> 수학적 모델링 활동을 적용한 교수·학습 과정

준비를 한다.

수업 정리 단계에서 학생들은 전체토론을 통해서 각 소그룹별로 자신들이 문제를 해결

하는데 사용한 모델에 대한 설명과 정답,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실세계 상황 등을 

발표한다. 학생들은 다른 소그룹의 발표를 들으며 모델들의 차이점과 유사점, 편리한 점과 

불편한 점 등을 토론하고, 모델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합리적이었는지 서로 평가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발표와 토론을 경청한 뒤, 학생들이 개발한 모델 속의 수학 

개념을 다시 한 번 형식화하여 정리해주며, 발표된 상황 이외의 학생들의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실세계 상황을 예시해 줌으로써 수학의 응용 가능성과 유용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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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도구 및 자료수집

가. 수학적 문제해결력 검사

본 연구에서 수학적 모델링 활동이 수학적 문제해결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

기 위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수학적 문제해결력 검사를 실시하였

다. 사용한 검사도구는 IPSP(Iowa Problem Solving Project) 평가지에 기반하여 개발하였으

며, 이 검사도구는 5-8학년 학생들의 수학적 문제해결력을 측정하기 위해 객관식 선다형 

지필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5학년 수준에 맞게 제작하여 학생들의 문

제 해결 과정을 검사하기 위해 5개의 주관식 문항을 추가함으로써 총 25개의 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검사 영역은 문제 이해능력, 전략의 실행능력, 풀이 검증능력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검사문항에 대한 신뢰도 측정을 위해 사용한 Cronbach’s α값은 사전 문제해결력 

검사 0.766, 사후 문제해결력 검사 0.804로 문항의 신뢰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의 결과는 문항별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과 각 영역별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나. 수학적 성향 검사

본 연구에서는 수학적 모델링 활동이 수학적 성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

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수학적 성향 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용한 

검사도구는 한국교육개발원(1992)에서 제작한 총 24개의 객관식 문항으로 23개의 긍정적 

문항과 1개의 부정적 문항(17번)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도구는 수학적 자신감, 수학적 융

통성, 수학적 의지, 수학적 호기심, 수학적 반성, 수학적 가치와 같이 6가지 영역으로 이루

어져 있으며, 각 영역 당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5

점), 대체로 그렇다(4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아니다(2점), 전혀 아니다(1점)의 5단계 리

커트 평정 척도로 점수를 부여하였고, 부정적인 문항은 역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검사의 

결과는 문항별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과 각 영역별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다. 자료 수집

학생들이 수학적 모델링 활동의 각 단계에서 보이는 수학적 사고와 특징을 분석하고, 

수학적 모델링 활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총 8개의 주제, 16차시

에 해당하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각 주제마다 실험집단 중 하나의 소집단을 선택하여 수업

장면을 녹화하였고, 인터뷰, 학습지, 활동 결과물을 수집하여 학생들의 사고과정의 흐름과 

모델 개발 및 활용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모든 수업이 끝난 후, 실험집단의 학

생들에게 수학적 모델링 수업에 대한 자신의 소감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으며, 학생

들은 수업 중에 느낀 점과 수업 전·후의 자신의 변화, 수학 수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작성하에 제출하였다.

Ⅳ. 연구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수학적 모델링 활동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수학적 문제해결력 

및 수학적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수학적 모델링 활동의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학생들의 인식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수학적 문제해결력 검

사와 수학적 성향 검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알아보고, 수학적 모델링 활동 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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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활동의 모습과 활동 후의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1. 수학적 모델링 활동이 수학적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수학적 모델링 활동이 학생들의 수학적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수학적 문제해결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

과를 t-검정을 실시하였다.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p

실험집단 23 23.652 4.960
-0.870 0.195

비교집단 21 22.429 4.308

<표 2> 사전 수학적 문제해결력 검사 결과

유의수준 p<0.05

사전 검사에서는 <표 2>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실험집단 평균이 23.652, 비교집단 평균

이 22.429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의 수학적 문제해결력의 차이는 p값이 0.195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p

실험집단 23 25.348 4.108
-2.493** 0.008

비교집단 21 22.143 4.419

<표 3> 사후 수학적 문제해결력 검사 결과

유의수준 p<0.05

사후 검사에서는 <표 3>에 제시된 것과 같이 실험집단의 평균이 25.348, 비교집단의 평

균이 22.148으로 나타났으며, p값이 0.008로 유의수준 p<0.05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즉, 수학적 모델링 활동으로 수업을 진행한 실험집단의 학생들이 비교집단의 학생들에 비

해서 수학적 문제해결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수학적 문제해결력 검사 결과를 하위 영역

인 문제이해, 전략실행과정, 풀이검증 영역으로 나누어 t-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 <표 5>와 같다. 본 연구에서 문제이해 영역은 문제에 주어진 정보들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선별, 구조화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전략실행 영역은 문제 해

결의 전략을 계획·실행하여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여 해결하는 능력을 뜻하며, 풀이검

증 영역은 본인 및 타인이 문제해결을 위해 실시한 일련의 과정들을 이해하고, 오류를 검

증하며, 전략의 장·단점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하위영역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p

문제이해 영역
실험집단 23 9.739 1.738

-0.161 0.436
비교집단 21 9.667 1.155

전략실행 영역
실험집단 23 9.478 3.028

-1.306 0.099
비교집단 21 8.333 2.763

풀이검증 영역
실험집단 23 4.435 1.199

-0.019 0.493
비교집단 21 4.429 0.978

<표 4> 사전 수학적 문제해결력 검사의 하위 영역별 결과

 

유의수준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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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검사에서는 세 영역 모두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유의확률이 0.05보다 커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세 영역 모두에서 두 집단 간에 동질집

단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위영역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p

문제이해 영역
실험집단 23 9.913 1.203

-0.866 0.196
비교집단 21 9.524 1.750

전략실행 영역
실험집단 23 10.565 2.793

-2.468** 0.009
비교집단 21 8.571 2.541

풀이검증 영역
실험집단 23 4.870 0.869

-2.287* 0.014
비교집단 21 4.048 1.465

<표 5> 사후 수학적 문제해결력 검사의 하위 영역별 결과

 

유의수준 p<0.05

사후 검사에서 문제이해 영역의 평균점수는 실험집단이 9.913, 비교집단이 9.524로 나타

났으며 p값이 0.196으로 유의수준 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그러나, 전략실행 영역에서 실험집단의 평균점수는 10.565, 비교집단의 평균점수는 

8.571로 나타남에 따라서 p값이 0.009로 유의수준 p<0.05에서 두 집단 간에 전략실행 영역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풀이검증 영역에서 실험집

단의 평균점수는 4.870, 비교집단의 평균점수는 4.048로 나타났으며, p값이 0.014로 유의수

준 p<0.05에서 두 집단 간에 풀이검증 영역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학적 모델링 활동에서 학생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자신의 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다

양한 풀이전략들을 시도하고, 다른 구성원의 모델을 이해하거나 평가하기 위해 타인의 풀

이를 되짚어가면서 오류를 검증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소집단에서 결

정한 전략을 학습하여, 적용하고, 다른 소집단의 전략과 비교하였다. 이런 활동의 결과, 수

학적 모델링을 활용한 수업 집단의 학생들이 전통적인 교과서 중심 수업 집단의 학생들보

다 수학적 문제해결력 및 문제해결력의 전략실행 능력과 풀이검증 능력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2. 수학적 모델링 활동이 수학적 성향에 미치는 영향

수학적 모델링 활동이 학생들의 수학적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집

단과 비교집단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수학적 성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t-검정으

로 통계 처리하였다.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p

실험집단 23 69.783 19.259
-0.012 0.495

비교집단 21 69.714 19.787

<표 6> 사전 수학적 성향 검사 결과

유의수준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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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에 제시된 것처럼 사전 검사에서 실험집단 평균이 69.783, 비교집단 평균이 

69.714로 나타났으며, 이는 p값이 0.495로 유의수준 p<0.05에서 두 집단 간에 수학적 성향

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p

실험집단 23 83.652 13.950
-2.016* 0.025

비교집단 21 71.429 25.161

<표 7> 사후 수학적 성향 검사 결과

유의수준 p<0.05

<표 7>에 제시된 사후 검사에서는 실험집단의 평균이 83.652, 비교집단의 평균이 71.429

으로 나타났으며, p값이 0.025로 유의수준 p<0.05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학적 모델링 수업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학생들이 교과서 중심으로 

수학을 배운 비교집단 학생들보다 수학적 성향이 더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수학적 성향 검사 결과를 하위 영역인 자

신감, 융통성, 의지, 호기심, 반성, 가치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 <표 9>와 같다.

하위영역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p

자신감
실험집단 23 11.478 4.511

0.657 0.257
비교집단 21 12.381 4.599

융통성
실험집단 23 12.130 3.520

-1.482 0.073
비교집단 21 10.524 3.669

의지
실험집단 23 11.348 4.108

0.910 0.184
비교집단 21 12.429 3.736

호기심
실험집단 23 11.435 3.812

0.251 0.401
비교집단 21 11.714 3.538

반성
실험집단 23 11.348 3.270

-0.978 0.167
비교집단 21 10.333 3.610

가치
실험집단 23 12.043 3.483

0.283 0.389
비교집단 21 12.333 3.291

<표 8> 사전 수학적 성향 검사의 하위 영역별 결과

유의수준 p<0.05

<표 8>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전 검사에서는 자신감, 융통성, 의지, 호기심, 반성, 가치 

여섯 영역 모두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평균점수 사이의 유의확률이 0.05보다 커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동질집단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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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영역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p

자신감
실험집단 23 14.391 3.367

-1.866* 0.035
비교집단 21 12.000 5.040

융통성
실험집단 23 13.348 2.854

-1.557 0.063
비교집단 21 11.524 4.760

의지
실험집단 23 13.609 3.835

-1.057 0.148
비교집단 21 12.190 5.036

호기심
실험집단 23 14.348 2.497

-2.487** 0.008
비교집단 21 11.667 4.465

반성
실험집단 23 13.217 2.679

-1.646 0.054
비교집단 21 11.619 3.721

가치
실험집단 23 14.739 2.750

-2.224* 0.016
비교집단 21 12.429 4.069

<표 9> 사후 수학적 성향 검사의 하위 영역별 결과

유의수준 p<0.05

<표 9>에 제시된 사후 검사에서 자신감 영역의 평균은 실험집단이 14.391, 비교집단이 

12.000로 나타났으며, p값이 0.035로 유의수준 p<0.05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며, 호기

심 영역에서는 실험집단의 평균이 14.384이고 비교집단의 평균이 11.667로 나타났으며, 이

는 p값이 0.008로 유의수준 p<0.05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가치 

영역의 평균은 실험집단이 14.739, 비교집단이 12.429로 나타났으며, p값이 0.016로 유의수

준 p<0.05에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융통

성, 의지, 반성 영역에서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평균점수를 비교하였을 때, 유의확률이 

0.05보다 크게 나타나 두 집단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수학적 모델링 활동에서 학생들은 실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

결하였다. 그동안 익숙해져있던 문제지 속의 숫자 계산만 기계적으로 하던 활동이 아니라 

스스로 상황을 자신의 방식으로 재구조화해야 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

법들을 스스로 고민해야 했다. 이는 학생들이 지식을 받아들이기만 하던 수동적 개체에서 

능동적 주체로 바뀌게 하는 출발점이 되었고, 수학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수학적 모델링을 활용한 수업으로 학습한 학생들이 전통적인 교과서 중심

으로 수학을 배운 학생들보다 수학적 성향 및 수학적 성향의 하위영역 중 수학적 자신감

과 호기심, 수학적 가치가 더욱 향상된다고 할 수 있다.

3. 수학적 모델링 활용 수업의 각 단계별 특징과 인식 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학적 모델링 수업을 실생활 문제, 수학적 모델, 수학적 결론, 적용 단

계로 구분하였고, 각 수학적 모델링 단계별 학습과정에서 문제이해를 통해 모델을 구성하

고 이를 정련해가는 과정과 수학적 모델링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가. 실생활 문제 단계

실생활 문제 단계에서 연구자는 학생들이 실생활 문제의 현실성을 느끼고, 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제의 주요 질문과 조건, 각 조건들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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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지금 그림은 학교 옥상의 모습을

실제로 잰거예요. 구하고자 하는 것

은 무엇인가요?

Ss : 옥상의 넓이랑 흙의 양이요.

T : 그렇죠, 옥상의 넓이와 흙의 양,

옥상은 어떤 모양입니까?

Ss : 디귿 모양이요.

T : 디귿 모양이죠? 여기는 꺾여있

고, 여기는 튀어나와있고. 디귿 모양

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

건은 어떠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S1 : 길이, 전체 넓이, 전체 변의 길

이

T : 넓이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은?

S2 : 각 변의 길이요.

T : 그리고 무엇이 필요할까요?

S3 :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요.

T : 어떤 공식이 필요할까요?

S4 : 소수의 곱셈이요

T : 소수의 곱셈이 왜 필요할까요?

S5 : 각 변의 길이가 소수이니까요.

T : 그럼 길이를 다 곱해요? 더하면

안되요?

S5 : 넓이니까요.

T : 그럼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S6 : 가로×세로

T : 가로×세로? 어떤 넓이가?

S6 : 직사각형의 넓이요.

T : 자, 그럼 또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S7 : 어떤 도형인지

S8 : 어떻게 쪼개야 할지

T : 맞습니다. 여러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네요. 또?

S9 : 붙이는 방법

S10 : 직사각형에서 빈칸만 빼는 방

법

였다. 이러한 수업진행은 학생들이 문제의 여러 조건과 관계들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

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다. 또한, 연구자는 학생 스스로 문제를 재구성하여 풀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 문제해결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모델 형성의 기회를 제

공하였다.

[그림 3] <학교옥상 텃밭만들기> 수업에서 A학생의 조건 정리

<에피소드 1>

<에피소드 1>에서 학생들은 먼저 충분한 시간동안 문제 상황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그 

후 먼저 구하고자 하는 목표인 옥상의 넓이를 파악하고 옥상의 전체적인 모양을 인식하였

다. 옥상의 모양은 평상시 수학시간에 접하던 것과는 다른 불규칙한 도형의 모습이었고, 

학생들은 불규칙한 도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각 변의 길이’로 대답하

였다. 또한, S4와 S5, S6과의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변의 길이’라는 조건으

로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으로 정리하였고, 

이를 위해 소수의 곱셈을 해야 한다는 것도 파악했다. 그리고 불규칙한 도형을 직사각형

으로 만들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도형을 작은 직사각형으로 나누는 방법과 큰 직사각형

을 만들어 여러 부분을 빼는 방법 등의 전략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문제의 목표를 파악해내고, 문제와 관련하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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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건들을 선별해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직관적으로 생각해냈다. 이후 실생

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 학생들은 문제의 형태를 유지한 채, 수를 계산하기 쉬운 

형태로 바꾸거나, 고려해야 할 조건을 줄이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문제를 단순화시켰고,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는 정보들을 동원하여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냈다.

나. 수학적 모델 단계

수학적 모델 단계에서는 실생활 문제 단계에서 자신이 재구조화·단순화한 문제를 학생 

스스로 해결해보고,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자신만의 모델을 개발하였

다. 이 활동 속에서 학생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신의 수학적 지식들을 검토하고, 응

용하여 해결전략을 수립하였으며, 그 속에서 새로운 수학적 개념과 원리들을 발견하였다. 

<항공사 포인트 비교하기>수업에서 한 소집단은 인천과 제주도 사이의 거리를 500으로 

놓고 문제를 단순화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큰산항공은 500×0.3의 계산을 

해야 하고, 바다항공은 포인트 표를 참조하여야 했다. 소집단 4명 중 2명의 학생은 [그림 

5]의 방법처럼 소수의 곱셈을 세로셈으로 나타내어 자연수의 곱셈을 한 뒤, 소수점을 내려

서 답을 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다른 1명은 소수의 곱셈을 가로셈의 모습으

로 나타내고, 암산을 통해 답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1명은 1km에 0.3포인트를 받는다는 규

칙에 관심을 기울였고, 이것을 10km에 3포인트를 받는 것으로 비율을 조정하였다. 그리고 

500km는 10km의 50배이므로 500×0.3을 50×3으로 변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그림 4]의 세로셈과 [그림 5]의 가로셈의 모델은 이전 학년에서 학습했던 자연수의 곱셈 

전략을 응용한 형태이고, [그림 6]의 모델은 정규 수학 교육과정에서는 이후에 학습할 예

정이었던 비와 비율의 개념을 학생 스스로 찾아내어 자신의 연산 과정에 적용하였다.

[그림 4] <항공사 포인트 비교하기>수업의 수학적 모델1

[그림 5] <항공사 포인트 비교하기>수업의 수학적 모델2

[그림 6] <항공사 포인트 비교하기>수업의 수학적 모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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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자신의 방법을 설명해 볼 사람

있나요?

S3 : 800만원에 4달에 10%니까

800÷10을하면 80이 나왔습니다. 그

리고 매달매달은 200만원에 한달에

1%를 받기 때문에 2만원을 받습니

다. 2만원을 4달 동안 받으니까 총

8만원을 받습니다. 1년에 저축통장

이 더 많이 받습니다.

S4 : 1년은요 80만원이 나오구요.

매달은요 200만원에 1%니까 2만원,

거기에 200만원 더하니까 400만원

의 1% 4만원, 600만원에 1% 6만원,

800만원의 1% 8만원, 합쳐서 20만

원이 나옵니다.

T : 20만원을 받는다? 좋습니다. 여

러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느 친구

의 의견이 가장 이 문제를 해결하

는데 적절하다고 생각되나요?

Ss : S4요.

T : 좋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궁

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200만원

의 1%가 얼마죠?

S3 : 2만원이요.

T : 통장잔고는?

모둠원 : 202만원.

S5 : 잠깐만, 그럼 저기에 또 이자

가 붙네.

T : 거기에 200만원이 또 입금이 되

죠?

S3 : 402만원

T : 402만원의 1%는?

S4 : 4만 2천원

T :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이해되시

나요?

모둠원 : 네.

다. 수학적 결론 단계

수학적 결론 단계에서는 수학적 모델 단계에서 학생들이 각자 개발한 수학적 모델을 소

집단 안에서 설명하고, 다른 사람이 개발한 모델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 활동 속에서 학

생들은 자신과 타인의 모델을 비교·평가하고, 자신의 모델을 수정하기도 한다. 교사는 각 

소집단을 순회하면서 이러한 의사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수업분위기를 형성하였

고, 학생들의 토의 속에 숨어있는 오개념이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질문을 하

였으며,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소집단에서 제시된 여러 모델들의 장단점을 비교함으로써 

적용단계에서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하나의 모델을 선택하게 된다.

<에피소드 2>

<에피소드 2>에서 S3는 S2와는 달리 백분율의 개념을 파악하고, 200만원의 1%를 구하였

으나, 통장에서 매달 입금되는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지는 못했다. 

S4는 매달 일정 금액이 입금되고, 통장의 잔액이 늘어나는 것을 파악하였고, 매달 통장의 

잔액에 일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구하였고, 그 합을 답으로 제시하였다. 학생들은 

S3과 S4의 모델을 차례로 듣고 이해하였으며, 그 속에서 자신이 생각할 때 어떤 모델이 실

생활 문제를 해결할 때 더 적절한 것인지 스스로 평가하였다. 교사는 S4의 모델에서 매달 

부여된 이자를 계산하였으나 이자를 통장잔고에서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사고의 순서를 차례차례 짚어나가는 질문을 하였고, S5를 비롯한 모둠원들은 그 질문을 

답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사고과정의 오류를 깨닫고, 모델을 좀 더 정교하게 수정하였다.

수학적 결론 단계에서 교사는 모델을 평가하기 위한 간단한 표를 제공하였고, 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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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토대로 자신 나름의 기준으로 서로의 모델을 평가하였다. 수학 능력에 따라서 자

신의 수학적 모델을 구성하지 못하거나 오개념을 가지고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학생들은 수학적 결론 단계에서 소집단 별로 구성원의 모델에 대한 설명

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잘못 생각했던 부분들을 인지하였고, 소집

단의 구성원들도 자신이 이해한 수학적 원리와 방법들을 친절하게 가르쳐주면서 또래집단

의 상호교수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라. 적용 단계

적용 단계는 수학적 결론 단계에서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적절한 것으로 선택

된 모델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이다. 소집단의 학생들은 분업과 협업을 통해 

각 부분들을 해결하고 그것을 종합하여 실생활 문제에 대한 전체적 결론을 제시하게 된

다. 또한, 이러한 실생활 문제와 비슷한 상황이나 자신의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다른 상

황들을 찾아서 일반화하고, 자신들이 활동한 일련의 과정을 정리하여 학급 전체에게 발표

하고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게 된다.

[그림 7] <경찰서 위치 선정하기>수업에서 중구의 중심을 찾는 모습

<에피소드 3>

S1 : 저희 모둠은 모둠원들이 각각 동그라미, 세모, 네모, 있는 그대로의 도형으로

맡아서 꼭지점을 이어 도형의 중심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도형의 중심은 A,B,C,D

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 빈 공간이 가장 없는 세모의 중심 점B를 선택했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를 도형으로 나타내어서 풀었더니 아파트와 주택이 많은 곳에 경찰

서를 세워야 한다는 토의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 대각선을 그려 도

형의 중심을 찾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풀이방법은 길의 최단거리를 구할 때

도 쓸 수 있습니다.

<경찰서 위치 선정하기>수업에서 학생들은 실생활 문제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경찰서는 

‘중구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들었고, 각 소집단별로 서로 다른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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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 중심을 찾았다. 그 중 한 소집단은 [그림 7]과 같이 불규칙한 지역을 원과 삼각형, 

직사각형의 형태로 만들어 각각의 중심을 찾은 뒤, 각 지점을 중심으로 원을 그렸을 때, 

가장 빈 공간이 없는 지점을 선택하였다.

이 소집단은 초등학교에서 지도하지 않는 내원의 개념을 비형식적이지만 학생들 스스로 

발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하였으며, 여러 가지 방법을 실행한 뒤 그 결과 문제해

결에 가장 적합한 답은 점B라는 논리 구조로 전체 학생들에게 발표하였으며, 그 결과 전

체 소집단 발표 후 학생들의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다른 소집단의 학생들에

게 왜 높은 점수를 주었는지 수업이 끝난 뒤 질문하자 발표가 논리적이었고, 여러 가지 방

법을 시도한 점을 높이 고려했다고 답하였다.

또한, 자신들이 개발한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다른 실생활 상황에 대해서 다른 공공기

관의 위치를 선정할 때와 같이 주어진 문제를 조금 변형하는 것에서부터 가구배치나 이동

경로의 최단거리 설정 등 학생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까지 발견해내었다.

[그림 8] <항공사 포인트 비교하기>수업의 최종 결과물

[그림 9] <옥상텃밭 꾸미기>수업의 최종 결과물

적용 단계의 마지막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활동의 결과물들을 하나로 종합하여 정리하였

고 그것을 발표하였다. 결과물들은 [그림 8]과 같이 계산 결과들로만 제시된 것도 있었지

만, [그림 9]처럼 계산 과정을 함께 제시한 것들도 포함되었다. 발표는 학생들이 결과물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한 수학적 모델을 설명하고, 그 결과로 도출된 결론과 답

을 제시한 뒤, 그러한 수학적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현실의 다른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은 서로의 모델과 모델의 적용과정이 바르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였는

데, 그 순간을 긴장하면서도 재미있어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이는 기존의 수업에서 이루

어지던 수업시간의 발표나 평가에 임하는 학생들의 태도와는 상반된 것이었는데, 부담감

이나 두려움은 줄어들고 자신감과 성취감은 높아진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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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수학적 모델링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수학적 모델링 활동이 모두 끝난 뒤 실험집단의 학생들에게 수학적 모델링 활동으로 이

루어진 수업에 대해 자유롭게 소감문을 쓰도록 하였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사후 수학적 

성향 검사에서 실험집단의 학생들은 자신감, 호기심, 가치의 측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

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학생들의 소감문에도 잘 드러나 있었다.

[그림 10] 학생의 소감문 1

[그림 11] 학생의 소감문 2

[그림 10]과 [그림 11]의 소감문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생들은 수학 학습에 어려움을 느

끼고 있었고 흥미를 잃어가고 있었다. 또한, 자신이 스스로 수학을 못한다고 여기는 마음

이 있었다. 그러나 수학적 모델링 활동에 참여하면서 수학을 학습하는데 성취감을 느꼈고, 

특히 소집단의 구성원들과 서로 개발한 모델에 대해서 의논을 나누는 수학적 결론 단계가 

즐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는 수학적 모델링 활동 중 수학적 모델을 서로 의논하고 비

교하는 활동이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를 촉진하였고, 자연스럽게 또래교수 활동으로 이어

지면서 학생들이 수학을 재미있게 학습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오늘은 엄청난 생각을 한 날이었고, 재미있었다.”, “어려운 문제를 풀면

서 머리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 내 머리가 더 똑똑해진 것 같았다.”와 같은 소감을 

적은 학생들이 있었다. 이는 수학적 모델링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성취감과 자아 효능감

을 높이며, 수학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 “수학과 실생활을 비교하면서 공부한 것이 도움이 된 것 같다. 앞으로 수학공부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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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생각해보고 풀어야겠다.”와 같은 소감을 표현을 한 학생도 있었다. 학생들은 수학적 

모델링 활동을 통해서 현실과 수학을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었으며, 그에 따른 수학의 가

치를 느끼게 되었다. 어렵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을 친구들과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성취감

을 느끼게 되었고 그러한 경험들이 쌓여서 수학문제를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결해

보려는 의지도 높이게 되었다.

그러나 “많이 어렵고, 내가 못해서 하기 싫었다.”와 “계산이 복잡하고 헷갈려서 힘들

고 싫었다.”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들도 있었다. 이러한 반응을 보인 학생들은 학습부진이 

심각하여 기초연산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기존 강의식 수업에서는 모든 학생들

의 수업 참여 정도가 적었지만 수학적 모델링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학습의 주체로 스스로 

활동에 참여하는 반면, 학습부진 학생들은 활동에 잘 참여하지 못하였고 상대적으로 더 

많은 소외감을 느끼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반응들을 종합해 볼 때, 실험집단의 학생들은 수학적 모델링 활동을 통해 의사

소통과 반성적 사고 등 고차원적인 활동을 하는데 즐거움을 느꼈으며, 수학에 대한 자신

감과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수학의 중요성, 수학에 대한 가치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학적 모델링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학년 수준의 학업능력을 

필요로 했으며, 따라서 학습부진 학생들은 오히려 학습활동에서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수학적 모델링 활동이 학생들의 수학적 문제해결력과 수학적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서 학생들은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자신의 창의적 사고를 표현할 수 있으며, 기존 학교교육에서 습득하던 것과는 

다른 수학적 경험을 할 수 있다(Lesh & Doerr, 2003). 또한, 수학적 모델링 활동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추론, 의사소통, 문제해결 등의 수학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논의에서 본 연구는 수학적 모델링 활동을 초등학교 수학 수업에 적용하고 그 결

과가 학생들의 수학적 문제해결력과 수학적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학적 모델링 활동은 수학적 문제해결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고, 이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나타났다(t=2.493, p=0.008 < 0.05). 또한, 수학적 문제해결력의 하위요소 중 전략실

행 영역과 풀이검증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둘째, 수학적 모델링 활동은 바람직한 수학적 성향의 형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실험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고, 이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2.016, p=0.025 <0.05). 또한, 수학적 성향의 하위요소 중에 자신감, 

호기심, 가치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셋째, 수학적 모델링 활동은 학생들의 다양한 수학적 사고를 자극하고 다양한 형태와 

구성의 복합적인 수학수업의 실현 및 수업형태의 변화를 통해서 학생들의 참여를 촉진시

킴으로써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성향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수학적 모델링 활동 속

에서 학생들은 기존의 수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스스로 개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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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자신의 의견과 타인의 의견을 비교하고 검증하기 위해 수학적 표현을 사용하여 의

사소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함께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해내고 과정과 결과를 

논리적으로 발표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수학수업을 이끌어나가는 주체가 

교사에서 학생으로 옮겨가자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에게 수학 지식자이자 행동자로 활동하는 경험을 제공하였으며 학생들이 수

학과 수학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수학적 모델링 연구 및 수학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의 목표인 수학적 능력의 발달을 위해서 수학적 모

델링 활동이 초등학교 수학 수업에 도입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수

학적 모델링 활동은 학생들의 수학적 능력의 발달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수학적 모델링 활동 전체를 도입하는 방법과 수학적 모델링 활동에서 포함하고 있던 문제

해결, 의사소통과 정당화, 유추와 추론, 검증과 반성 등 다양한 수학활동의 일부를 도입하

는 방법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수학적 모델링 활동 속에서 수학을 왜 배워야 

하는지, 현실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는데, 이는 학생들이 기

계식 계산 중심의 반복 학습으로는 수학에 대한 가치나 수학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학교육은 수학적 모델링을 하나의 방법으로 하여 다

양한 현실이나 타 교과영역과 융합·연계되어 학생들에게 수학의 중요성과 적용방법을 알

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습부진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수학적 모델링 활동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학습부진 학생들은 수학적 모델링 활동에서 자신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

한 해당 학년 수준의 연산능력이나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업 활동에 잘 참여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수학적 문제해결력이나 수학적 성향의 개선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수학적 모델링 활동이 학습부진 학생의 수학적 성향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는 정인수(2011), 이지영(2013) 등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따라서 추

가 연구를 통해 학습부진 학생도 수학적 모델링 활동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고

안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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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Mathematical Modeling Activities on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and Mathematical Dispositions

Ko, Changsoo4); & Oh, Youngyoul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mathematical modeling activities 

on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abilities and mathematical disposition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r this study, we administered mathematical modeling activities to fifth 

graders, which consisted of 8 topics taught over 16 classes. In the results of this study, 

mathematical modeling activities were statistically proven to be more effective in 

improving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abilities and mathematical dispositions compared 

to traditional textbook-centered lessons. Also, it was found that mathematical modeling 

activities promoted student's mathematical thinking such as communication, reasoning, 

reflective thinking and critical thinking. It is a way to raise the formation of desirable 

mathematical dispositions by actively participating in modeling activities. It is proved that 

mathematical modeling activities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affect elementary school 

students’s mathematical learning. Therefore, Educators may recognize the applicability 

of mathematical modeling on elementary school, and consider changing elementary 

teaching-learning methods and environment.

Key words: mathematical modeling,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mathematical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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