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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기반 융합 수업 모형의 가능성 탐색*

김 유 경 (수원칠보초등학교)

방 정 숙 (한국교원대학교)

본 연구는 수학 기반의 융합 수업 모형을 제안하고자

STEAM 모형, 각 교과 기반의 융합모형 개발연구를 토대

로 수학적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융합 수업 모형을 개발

하고, 6학년을 대상으로 4차시 수업을 실시하여 수업 모형

의 각 단계별 구현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수업 모형의 적

절성 및 한계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수업 모형의 각 단계

는 학생들이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을 찾고 비판적으로

해결 과정을 검토하며 수업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갖도

록 하는데 긍정적이었으나, 깊이 있는 수학적 탐구로 이끌

거나 감성적 체험을 확장하는 데는 적절한 교사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학 기반 융합

수업을 구현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I. 서론

교육과학기술부(2011)는 미래 교육의 방향으로 창의

성과 인성을 핵심으로 하는 ‘창의·인성교육’을 제시하

였으며, 현재 개발 중에 있는 2015 교육과정 또한 인

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의 창조력을 두루 갖춘 창의

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점을 같

이하여 수학교육에서도 수학의 기본 개념을 학습하는

수준을 뛰어 넘어 실세계 현상을 포함한 다양한 맥락

에서 학생들이 학습한 지식들을 다양한 형태로 융·복

합적으로 적용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교수·

학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제2차 수학교육종

합 계획에 따르면, 수학의 가치와 유용성을 인식할 수

있는 실생활 내용이 강화되고 수학 기반의 융합 교육

의 틀을 강화함으로써 수학적 문제해결력 및 융․복합

적 역량을 배양하고자 한다(교육부, 2015).

백윤수 외(2012)는 융합인재교육이 추구하는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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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으로 4C, 즉 창의성(Creativity), 소통(Communicat

ion), 내용 융합(Convergence), 배려(Caring)를 제안하

였고, 이들 역량을 수업을 통해 신장시키기 위해 융합

수업의 구성요소로 창의적 설계(Creative Design), 감

성적 체험(Emotional Touch)을 강조하였다. 창의적 설

계는 창의성, 효율성, 경제성, 심미성 등을 발현하여 다

양한 분야의 융합된 지식을 토대로 최적의 방안을 찾

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고, 감성적 체험은 학습에

대한 흥미, 자신감, 만족감, 성취감 등을 느껴 몰입하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하는 체험을 말한다.

이후 융합인재교육을 교육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시

키기 위해 수업 설계를 위한 준거 틀, 융합 수업을 위

한 자료 개발 등의 연구들이 많이 행해졌다.

그러나 융합인재교육에서 수학은 기술, 공학, 과학

등의 교과에 비해 연구가 많이 행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김해규, 2014), 단순한 계산이나 공식을 활용하

는 도구적인 역할로서의 통합이 이루어짐으로써 수학

의 가치를 인식하고 수학 기반의 융합적 역량을 기르

는데 한계점이 있었다(이선경 외, 2013; 장경윤, 홍진

곤, 이화영, 2014). 또한 소수의 수학과 관련한 융합 프

로그램들도 영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슈 중

심의 통합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이슈가 등장하지만 단

순 교과내용지식의 학습을 위한 소재로 활용되거나 흥

미, 동기 유발의 목적이 강하여 충실한 수학적 탐구로

이끌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주미경, 송륜진,

문종은, 2012).

한편, 정광순(2015)은 학교 안 밖의 융합 수업 운영

형태를 조사하고, 융합 수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는데, 융합 수업의 형태를 문서에만 존재하고 실

제 수업으로 구현되지 못하는 Paper형, 교과 진도표를

조정하는 교과서 재구성형,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수업으로서의 STEAM 수업 설계형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융합 수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존

의 수업에서 타 교과와 서로 연결하는 통합된 접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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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분리된 교과체제에 익숙한 교사

들이 융합 수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과에 기

반한 수업에서, 융합 교과서를 활용하는 통합된 교육

과정(integrated curriculum)으로, 교사가 직접 필요한

상황에서 융합 수업을 설계하고 자유롭게 운용하는 교

육과정 통합형(curriculum integrating)으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흥미를 위한 일회적인

수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융합 수업이 가능하기 위해

서는 체험 중심의 탈 학문적인 융합 수업도 필요하지

만, 각 교과에 기반한 융합 수업을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 융합적 역량을 신장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학교 현장

에서 수학 기반의 융합 수업을 구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수학적 문제 해결 과정에 기초한 융합 수업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며, 실제 수업 사례를 통해 수업

모형의 각 단계에서 교사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며,

교수 학습의 유의점은 무엇인지, 수학 기반 융합 수업

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안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

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융합 수업 구성의 원리

백윤수 외(2012)는 융합 수업이 포함해야 할 구성요

소로 ‘상황 제시’, ‘내용의 융․통합’-‘창의적 설계’-‘감

성적 체험’, ‘보상’을 제시하고 이들의 관계를 도식화하

여 [그림 1]처럼 융합 수업 구성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그림 1] 융합 수업 구성의 원리(백윤수 외, 2012, p. 68)

[Fig. 1]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 STEAM Classes

(Baek, Y. S., et al., 2012, p. 68)

특히 문제 해결의 핵심 과정으로 ‘내용의 융․통합’,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의 삼각형을 강조하였는데,

교과간의 융합된 지식들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

를 해결하고 이 과정에서 학습에 대한 흥미, 자신감

등 긍정적인 감성을 체험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하위

구성요소별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상황 제시’는 학생들에게 실생활 상황을 제시하는

것으로, 학생들은 실생활 상황에 내포된 문제를 자신

의 문제로 인식하고, 학습 상황에 몰입할 수 있는 동

기를 부여한다. ‘창의적 설계’는 학생들이 주어진 상황

에서 지식(knowlsdge), 제품(products), 작품(artworks)

등과 같은 산출물을 구성하기 위해, 창의성, 효율성, 경

제성, 심미성 등을 발현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아 문제

를 해결하는 종합적인 과정이다. 이 과정은 수학의 문

제 해결 과정, 과학의 탐구 과정, 공학의 설계 과정과

유사하며 산출물의 종류에 따라 [그림 2]처럼 단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박현주 외, 2012; 백윤수 외,

2012). ‘지식 산출’의 과정은 문제 인식, 해결 방안 계

획, 해결 방안 실행, 지식 산출, 지식 평가의 단계를 거

치며, ‘제품 산출’의 수업에서는 필요 발견, 문제 정의,

제품 설계, 제품 산출, 제품 평가의 단계를 거친다. 마

지막으로 ‘작품 산출’의 과정은 예술적 발상, 아이디어

창안, 작품 산출, 작품 감상의 단계로 이루어진다(박현

주 외, 2012).

[그림 2] 산출물에 따른 창의적 설계 과정(백윤수

외, 2012, p. 59)

[Fig. 2] The creative design process as the final

outcomes (Baek, Y. S., et al., 2012, p. 59)

‘감성적 체험’은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흥미, 자신감,

지적 만족감, 성취감 등을 느껴 학습에 대한 동기유발,

욕구, 열정, 몰입의 의지가 생기고, 개인, 타인 및 공동

체와의 관계, 자연과 문화 등의 의미를 발견하여 선

순환적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활동과

경험을 의미한다(박현주 외, 2012). 또한 감성적 체험

은 융합인재교육이 추구하는 핵심 역량 중 배려와 관

련이 깊은데, 자신에 대한 효능감, 긍정적 감정이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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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배려로 연결되고 협력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

협동, 소통, 배려의 태도가 함양된다고 할 수 있다. ‘내

용의 융․통합’은 두 개 이상의 교과 내용이 유기적으

로 통합되어 학습하는 것을 의미하며, 창의적 설계, 감

성적 체험의 과정은 융․복합된 지식의 적절한 활용을

수반한다고 볼 수 있다. ‘보상’은 문제 해결 과정에 몰

두하며 느낀 성취의 기쁨으로 새로운 문제에 열정적으

로 도전하도록 하며, 이들 구성요소들은 융합 수업 설

계의 준거로서 융합 프로그램을 계발하거나 융합 수업

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준거로 활용되고 있으

며 이들 요소들의 유기적인 연결은 융합 수업을 성공

적으로 이끄는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2) 융합인재교육(STEAM) 모형 연구

융합인재교육 모형에 대한 연구는 수학, 과학, 기술,

공학에 예술을 통합한 Yakman(2008)의 피라미드 모형

에 이어, 김진수(2011)의 큐빅 모형, 김성원 외(2012)의

Ewha-STEAM 모형, 백윤수 외(2012)의 STEAM 모

형에 대한 연구가 행해졌고, 최근 각 교과에 기반을

둔 융합 모형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수(2011)의 큐빅 모형은 3차원 모델로, X축은

학문이 통합 방식에 따라 다학문, 간학문, 탈학문으로

분류하였고, Y축은 학교 급에 따라 초, 중, 고, 대 4단

계로 분류하였으며, Z측은 통합의 요소에 따라 활동,

주제, 문제, 탐구, 흥미, 경험, 기능, 개념, 원리로 분류

하였다. 김성원 외(2012)는 융합인재교육의 목표, 학문

의 융합방법, 융합인재교육의 실행방법이라는 세 측면

에서 접근하여 Ewha-STEAM 모형을 제안하였는데,

융합 방식으로는 다학문, 간학문, 탈학문, 융합 맥락으

로는 개인적 맥락, 지역 사회적 맥락, 세계적 맥락, 융

합 단위로는 개념/탐구과정, 문제/현상, 체험활동으로

분류하였다. 큐빅 모형과 비교해 보면, 융합맥락이 학

교 급 대신 추가된 것으로 융합교육에서 맥락의 중요

성이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경험중심, 흥미중심,

탐구중심, 문제중심, 주제중심, 활동중심 등의 융합 수

업을 실행하는 교수․학습의 유형이 개념/탐구과정, 문

제/현상, 체험활동으로 조정되었다. 백윤수 외(2012)는

STEAM의 실행과 관련한 전체적인 모형을 제시하지

는 않았지만, 융합인재교육이 추구하는 핵심역량 4C

(창의성, 소통, 내용융합, 배려) 및 융합인재교육의 구

성요소로 다양한 분야의 내용 통합, 창의적 설계, 감성

적 체험을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이들 연구를 토대로 각 교과에 기반을 둔

융합 모형에 대한 연구가 행해지고 있는데, 과학 탐구

기반 통합적 STEM 교육모형(이효녕, 권혁수, 박경숙,

오희진, 2014), 컴퓨터 사고 기반 융합교육모형(함성진,

김순화, 박세영, 송기상, 2014) 등이 그 예이다. 이효녕

외(2014)의 과학 탐구 기반 통합적 STEM 교육모형은

자연에 대한 의문을 관찰, 사고, 실험 등을 통해 해결

하는 탐구과정을 강조하여 모형을 개발한 것으로 [그

림 3]처럼 크게 내용과 문제해결과정으로 나뉘고, 문제

해결과정은 분석, 설계, 제작, 평가의 4단계로 구성된

다. ‘분석’ 단계는 문제 상황을 조건과 함께 이해하고,

‘설계’ 단계는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

고 아이디어를 협의하며 탐구, 조사활동을 실시한다.

‘제작’ 단계는 시작품을 만들고 테스트를 하여 문제점

이 발견되면 설계 및 시작품 제작 과정을 반복하여 문

제점을 개선하며, ‘평가’ 단계는 산출물의 해결 과정을

중심으로 발표하여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비교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즉 문제

해결 과정의 분석, 설계, 제작, 평가의 과정은 공학의

설계 과정과 수학의 문제 해결 과정, 앞서 살펴본 창

의적 설계 과정과 상당부분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과학 내용 및 탐구과정을 강조함으로써 과학 교과 중

심의 융합모형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A n a ly z i n g

D e s ig n in g

B u ild in g

A sse s s in g

[그림 3] 과학 탐구 기반 통합적 STEM 교육모형

(이효녕 외, 2014, p. 73)

[Fig. 3] Integrative STEM education model based

on scientific inquiry(Lee, H. Y., et al., 2014, p. 73)

한편, 함성진 외(2014)는 컴퓨터 사고 기반 융합 교

육모형(CT-STEAM)을 제안하였는데, 컴퓨터 사고의

주요 개념을 자료 수집(Data Collection), 자료 분석

(Data Analysis), 자료 표현(Data Representation), 문

제 분해(Problem Decomposition), 추상화(Abstration),

알고리즘(Algorithms), 자동화(Automation), 시뮬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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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T-STEAM 수업 모형(함성진 외, 2014, p. 86)

[Table 1] CT-STEAM Instructional model(Ham, S. J., et al., 2014, p. 86)

교사활동
수업과정

[CT요소]
학생활동

1. 학습동기유발

2. 첨단과학, 실생활 속 문제 상황

제시

← 문제 상황 제시 →
1. 문제 분석 및 이해

2. 해결 방법 탐색

1. 관련 정보 제공

2.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한 탐구

활동과 지식 생성 유도

←
자료 수집 및 분석

[DC, DA]
→

1. 학습 전략의 수립

2. 문제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정보

탐색

3. 수집된 지식의 분석 및 분류

1. CT-STEAM 기반 활동 프로그

램 제시

2. 창의적 융합 설계 활동이 성공적

으로 이뤄지도록 유도

3. 학생 개별탐구활동 점검

←
창의적 융합 설계

[DR, PD, Ab]
→

1. 개인, 모둠별 과제 전략에 따른 학습

활동이나 실험 수행

2. 문제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 기본개념

정의, 문제해결과정을 순서적 단계로

표현

1.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예술적

방법과 CT를 융합한 아이디어의

제작

2. 스크래치 시뮬레이션을 통한 문

제 해결 유도

3. 다양한 방법 탐색 기회 제공

←
제작 및 시뮬레이션

[Al, Au, Si]
→

1. Computing 기기를 이용해 문제해결과

정의 최선책 선택

2. 복잡한 해결책이나 실행 불가능한 해

결책을 구분하기 위한 모의 실험단계

1. 감성적 체험의 기회 제공

2. 학습 활동의 종합적 정리

3. 평가 요소의 추출과 적용

4. 생성 지식의 평가와 반성

←

감성적 체험 및

평가

[Pa]

→

1. CT-융합적 사고력을 기르는 학습 결

과물 종합 활동

2. 감성적 체험과 학습 성취감

3. 동료의 산출물과 생성 지식과의 비교,

분석

션(Simulation), 병렬화(Parallelization)로 추출하고, 이

들 개념을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의 융합 수업 모

형에 반영하였다. <표 1>처럼 CT-STEAM 수업 모형

은 9가지 핵심 요소를 활용하여 컴퓨팅적 사고력을 강

화한 모형으로 수업의 단계별로 교사와 학생의 중심

활동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여 추후 수업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하였다.

이처럼 교과 기반 융합모형은 각 교과의 핵심 요소

를 찾아 이에 기초한 수업 모형을 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수학 기반 융합 수업 모형 개발 과정에 적

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학적 문제 해결 수업 모형 및

모델링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융합 수업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수학적 문제 해결 능력은 1980년대

이후 수학교육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며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도 수학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3). 특

히 실생활 문제에 대해서 모델링 과정이 중요시되는데,

이는 복잡한 실생활 문제를 수학적으로 표현하여 해결

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문제 해결 수업 모형, 모델링 과정에 대한 분석은 수

학 기반 융합 수업 모형 개발에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3) 수학 기반 융합 수업 모형 연구

본 연구의 수학 기반 융합 수업 모형은 수학적 문

제 해결에 중점을 두어 창의적 설계 과정을 구성하고

융합 수업 구성의 원리에 따라 학생들의 감성적 체험

을 극대화하여 선순환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융합

수업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러나 여러 분야의 지

식 및 관점을 융합하여 문제 해결의 방향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의 관점을 수정․보완해야 하는

융합 상황에서는 보다 복잡한 문제 해결이 예상되므로

문제 해결의 단계를 단순화 해 놓은 기존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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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모형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문제 해결의 과정만이 아니라 협력

적 문제 해결의 과정을 설명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므

로 수학적 문제 해결 과정을 융합 수업 상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Polya의 문제 해결 수업 모형

은 ‘문제 이해’, ‘계획 수립’, ‘계획 실행’, ‘반성’의 단계

를 갖는다. 이는 문제 해결의 과정을 순서에 따라 구

조화 해 놓은 것으로 문제 해결 시 수업의 각 단계에

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제를 이해한 후 아이디어를 찾는

경우, ‘계획 수립’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로 하여금

계획 세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지만 복잡

한 문제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해결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경우, 다양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교

사와 학생들의 행하는 구체적인 활동을 안내하는 데에

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실생활 문제를 해결

하는 융합 상황은 여러 분야의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창의적이고 합리적이며 종합적인 사고를 해야 하므로

수학 기반의 융합 수업 모형 개발 시 이에 대한 고려

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수학적 모델을 사용하여 실생활의 문제를 해

결하는 모델링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델링

과정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실세계 맥락을 탐구하고 이를 단순화하여

비형식적으로 상황을 모델화하며, 상황 모델을 수학의

구조와 관계에 따라 조직하여 수학 모델을 만든 후에

수학 모델을 실세계 맥락에 반영하여 해석, 수정, 정교

화하여 일반화가 가능한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으로 설

명한다(서지희, 윤종국, 이광호, 2013). 즉 실세계탐구

과정, 상황모델개발과정, 수학모델개발과정, 모델적용과

정으로 모델링 과정을 규정할 수 있다(신은주, 권오남

2001).

한편, Zbiek와 Conner(2006)는 모델링 과정을 [그림

4]와 같이 ‘탐구하기’(exploring), ‘수학적으로 관찰하기’

(observing mathematically), ‘특수화하기’(specifying),

‘수학화’(mathematizing), ‘결합하기’(combining), ‘분석

하기’(analyzing), ‘관련짓기’(associating), ‘강조하기’

(highlighting), ‘해석하기’(interpreting), ‘검토하기’

(examining)로 제시한다. 이는 모델링의 과정에서 학

생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에 초점을 두

어 제시한 것으로 수업 모형을 제안하는데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 도시 사이에 병원의 위치

를 결정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링의 과정을 학생들

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모델링 과정(Zbiek & Conner, 2006, p. 98)

[Fig. 4] Modeling process(Zbiek & Conner, 2006, p. 98)

‘탐구하기’는 실세계 상황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로 도시의 인구, 거리 등을 묻거나 정보를 분류하

는 활동들이 이루어진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수학적

관찰하기’를 통해 수학적 아이디어로 상황적 정보를

설명하고, 실세계 맥락의 조건(conditions)과 가정

(assumptions)들을 확인하고 이를 목록화 하는 특수화

가 나타난다. ‘수학화’는 실세계 상황의 조건과 가정들

을 수학의 속성(properties)과 변수(parameters)로 바꾸

는 과정으로, 세 개의 도시를 꼭짓점으로 표현하고 도

시의 위치를 비선형적인 점들 간의 거리로 변환하는

활동들이 그 예이다.

‘결합하기’ 단계는 도입된 수학적 속성과 변수를 하

나의 수학적 실체로 결합하는 것이고 ‘분석하기’는 수

학적 실체의 또 다른 새로운 속성과 변수를 이끌어내

기 위해 조작하고 해석하는 활동이다. 병원의 위치를

찾기 위해 세 점을 삼각형으로 결합하고, 중심점으로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내심)을 그리거나, 변의 수직 이

등분선의 교점(외심)을 그리는 활동이다. 또한 상황 밖

의 실세계 지식과 관련지으며 수학적 아이디어에 대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강조하기’를 통해 수학

적 결론을 분명히 한다.

‘해석하기’는 수학화처럼 실세계와 수학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수학적인 결론을 실세계의 결론으

로 연결 짓는다. ‘검토하기’는 실세계의 결론이 현실적

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삼각형

의 중심점으로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외심)이 가능한

지를 검토하며 병원의 위치를 결정하게 된다(Zbiek &

Conner, 2006).

또한 다수의 학생들이 함께하는 수업 상황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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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이외에 협력, 토론의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실생활의 문제는 창의적이고 다각적인 해결 방

법을 내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집단적 역량을 발휘

하여 다양한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할 수

있도록 수업 모형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즉 개인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단순히 단계화 한 것으로는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교사의 역할 등 교수․학습 측

면에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그

러므로 실제적이고 비정형화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뿐만 아니라, 교사․학생들 간의 협력적 작용을 발생

시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산출할 수 있는 수업이 구

현되도록 수업 모형의 단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검토한 문제 해결 수업

모형, 모델링 과정, 다양한 융합모형 등을 토대로 수학

기반 융합 수업 모형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문제 해결의 순서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수업의 각 단계에서 교사나 학생이 어떠한 활동

을 하는지 안내하는 수업 모형, 둘째, 수업 상황에서

개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생들이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반영한 수업 모형을 제안하고자 하며,

수업 모형에 따라 실제 수업을 실행해 봄으로써 수학

기반의 융합 수업 구현 양상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

공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 활용한 방법은 개발 연구로, 개발 연구

의 일반적인 3단계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우정호

외, 2006). 우선 예비 설계 단계에서는 기존의 수업 모

형을 분석하여 보완할 사항을 추출하고, 이를 기초로

실생활 문제를 다루는 수학 기반의 융합 수업 모형을

구안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다음으로 교수 실험 단계

에서는 구안된 수업 모형을 실제 수업에 적용해 보았

고, 마지막으로 회고 분석 단계에서는 수업 모형의 각

단계별로 구현 양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업 모형의

적절성 및 미비점을 탐색하였다.

그러나 [그림 5]의 양방향 화살표가 나타내는 것처

럼 교사와의 수업 전 논의를 통해 가상의 교수 실험을

예상해보고 수업 모형을 수정하는 것을 반복하였으며,

실제 교수 실험 과정에서도 수업 후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회고 분석을 실시하고 수정된 부분을 반영하여

수업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실제 교수 실험은 2차례

실시되었는데, 소재 및 적용하는 수학적 개념에 약간

의 차이가 있을 뿐, 수업 모형의 각 단계에 따라 행해

지는 수업의 형태는 유사하다. 그러므로 연구자와 교

사의 논의를 통해 첫 번째 교수 실험 결과를 후속 수

업에 반영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2차례의 교수 실험

을 통해 나타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수업 모

형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바탕

을 이루는 선수 학습 개념인 입체도형, 겉넓이와 부피

구하기 등은 이미 10차시로 재구성하여 교수 실험 이

전에 실시하였다.

[그림 5] 연구 절차

[Fig. 5] Research procedures

개발된 수업 모형에 따라 실제 수업을 구현한 내용

은 6학년 2학기 ‘원기둥과 원뿔’, ‘직육면체의 겉넓이와

부피’, ‘원기둥의 겉넓이와 부피’와 관련된 내용으로 ‘탐

구활동’, ‘문제 해결’ 차시를 재구성하여 융합적 문제

상황으로 구성하였다*. 수업의 주제는 ‘도서관을 설계

하고 예상 비용 계산하기’, ‘500ml의 음료수를 담을 수

있는 용기를 설계하고 비용 계산하기’이며, 한 가지 주

제에 대해 각각 80분 수업을 실시하였다. 위 내용은

과학 ‘우리 생활과 물질’ 단원의 종이, 철, 비닐 등의

물질의 성질과 쓰임새 알기, 실과 ‘생활과 기술’ 단원의

기술과 발명, 창의적인 제품 설계 및 제작, 사회 교과

에서 집의 종류 알기, 미술 교과의 우리 집 꾸미기 등

의 내용과 관련되며, 수학적 문제해결력 이외에 미적

능력, 언어능력, 의사결정능력, 기초탐구능력 등 융합적

역량과도 관련된다.

*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지만, 6학년 2학기 수학 교과서는

2015년 2학기에 처음 적용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 교과서를 참조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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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수집 및 분석

연구 대상이 된 학반은 수학 수업 연구에 관심이

많은 5년 경력의 여교사가 담임하는 6학년 1개 반으로,

본 연구의 2차례 교수 실험을 위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연구자에게 수학 수업을 공개하고 함께 논의

하는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의 분석의 대상이 된 자료는 크게 수업 자

료와 면담 자료로 나눌 수 있다. 수업 자료는 총 3대

의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되었으며, 한 대는 교실 뒤에

서 교실의 전반적인 상황과 교사의 활동에 초점을 두

어 촬영하였고, 다른 한 대는 교실 앞에서 학생들의

활동을 촬영하였으며, 나머지 한 대는 연구자가 휴대

하여 모둠 내의 학생들 간의 상호 작용을 촬영하였다.

이 밖에 학생들의 활동지, 교사의 교수 자료, 연구자의

수업에 대한 관찰기록 등의 자료를 모았다.

면담은 연구자와 교사가 함께 사전․사후 수업 협

의의 형태로 비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사전 수

업 협의에서는 수업 모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수업

에서 강조해야 할 사항, 주의 사항 등을 체크하였고,

사후 수업 협의에서는 학생들의 활동지를 살펴보며 수

업 후 소감, 수업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 계획과 달리

전개되어 당황했던 점, 부족했던 내용 및 다음 수업에

서 한번 더 다루어야 할 내용, 다음 수업에 반영해야

할 사항 등을 면담하였다.

이를 토대로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문제 해

결 방법을 산출하고 수학적 의사소통이 활발히 나타나

도록 수업 모형의 각 단계가 제 역할을 수행하는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분석하여

수업 모형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수정 보완할 사항을

추출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수학 기반 융합 수업 모형

수학 기반 융합 수업의 흐름은 [그림 6]과 같이 맥

락제시-활동추출-수학적 관찰․수학으로 연결․개별적

문제해결-집단적 의사결정-정리-다음 수업과의 연결

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맥락 제시’는 수학의 기본

적인 개념이나 원리를 학습하는 수업의 맥락에 비해

여러 개의 개념들이 포함된 복잡한 문제 상황이 제시

된다. 또한 이후 수업의 단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문

제가 해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관점의 사례가

제시될 수 있다.

[그림 6] 수학 기반 융합 수업 모형

[Fig. 5] Math based convergence instructional model

‘활동 추출’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해야 하는지 찾아내는 단계이다. 융합형 과제는 문제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바로 다음 단계에서 문제 해

결에 필요한 수학 개념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즉,

이 단계는 학습 목표 제시, 활동 안내 등을 통해 본시

학습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히 하는 단계라 할 수

있으며, 실제 생활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

정을 축소해서 수업에 제시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수학적 관찰’의 단계는 [그림 4]의 모델링 과정에서

‘탐구하기’, ‘수학적으로 관찰하기’와 관련되며, 문제 해

결 수업 모형에서는 ‘문제 이해’ 단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실생활의 문제 맥락에 포함된 문제의 조건과

가정을 수학적인 관점에서 관찰하여 문제 해결의 기초

가 될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이다.

‘수학으로 연결’은 [그림 4]의 모델링 과정에서 ‘특수

화하기’, ‘수학화’ 과정과 관련되고, 문제 해결 수업 모

형에서는 ‘계획 수립’ 단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단계는 수학적인 관찰을 통해 문제의 조건과 가정

을 수학의 변수나 속성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이다. 예

를 들어, 다양한 조건을 충족하는 건물을 설계하는 실

생활 문제는 직육면체와 같은 입체도형에 대해 탐구하

는 것으로, 겉면에 붙일 벽돌이나 유리의 넓이 등을

구하는 것은 겉넓이를 구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러한 수학화의 과정은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

의 의사소통을 요구한다.

‘개별적 문제 해결’의 단계는 수학적으로 변환이 이

루어진 뒤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이다. 예를 들어 필요

한 타일이나 유리의 넓이를 고려하여 건물을 설계하는

것은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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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수학 기반 융합 수업 모형의 단계별 특징

[Table 2] Characteristics of each step in the Math Based Convergence Instructional Model

수학 기반 융합 수업 모형
문제해결

수업모형
모델링 과정

단계 주요 특징 단계 단계 주요 특징

맥락 제시

‣여러 개념이 포함된 복잡한 맥

락

‣다양한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가 포함된 맥락

‣학생들의 수학적 지식으로 해결

가능한 사례가 포함된 맥락

활동 추출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추출

‣실제 생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축소되어 제시

‣문제의 조건과 가정을 수학적인

관점에서 관찰
문제 이해

알아보기

수학적

관찰

‣문제 정보 수집

‣문제의 조건과 가정이 수학의

속성과 변수로 변환
계획 수립

특수화하기

수학화

‣문제조건 목록화

‣문제의 조건, 가정→수

학으로 모델링

‣변환된 문제의 해결 계획 실행 결합하기

분석하기

관련짓기

강조하기

해석하기

‣수학의 속성, 변수를

실체로 결합

‣또 다른 속성을 찾기

위한 조작 활동

‣실세계와 연결

‣수학적 결론강조

‣수학적 결론을 실세계

결론으로 연결

집단적

의사결정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문제 해결

과정 검토

‣가장 합리적인 결과물에 대한

의사결정

정리

‣본시 학습을 통해 알게 된 점,

느낀 점

‣실생활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

도록 내면화

‣감성적 체험의 공유

반성 검토하기
‣실세계 결론이 현실에

서 가능한지 확인

다음 수업

연결

‣감성적 체험을 다음 수업 및 생

활로 연결

‣다음 수업 계획 반영

것으로 바뀌었고, 이는 겉넓이를 계산하고 문제를 해

결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즉, ‘개별적 문제 해결’은 수

학적 개념과 절차로 변환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황적인 요소가 수학적으로 변환되었다 하

더라도 [그림 4]의 ‘관련짓기’ 단계처럼 실생활 상황과

의 관련은 계속적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융합 수업

의 상황은 수학 개념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학 외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제 해결 과정이 올바른

지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비용이 적게 드는 건축물을 설계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모양, 내부의 배치 등을 고려하지만 비용 외적인 면인

일조권, 주차 공간 등을 생각하여 건축물의 모양, 내부

의 배치 등을 수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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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맥락 제시’ 단계의 도서관과 음료수 용기의 예

[Fig. 7] Examples of libraries and beverage bottles

used in the step of ‘introducing contexts’

소들을 고려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문제

를 해결하는 과정 중에도 문제의 조건을 다른 관점에

서 관찰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처음의 계획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도중에 난관에

부딪힌 경우에도 문제의 조건을 수학적으로 관찰하는

처음의 과정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 즉 ‘수학적 관

찰’, ‘수학으로의 연결’, ‘개별적 문제해결’의 과정은 복

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일 방향적이지 않고 순

환 모델로 나타내었다([그림 6] 참고).

지금까지는 개인이 수학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

한 것이라면 ‘집단적 의사결정’의 단계는 여러 사람들

이 함께 문제 해결 과정을 살펴보고, 가장 좋은 문제

해결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개개의 학생들은 건축물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경

제적인 부분, 미적인 부분 등 건물을 설계하는 관점이

다를 수 있으며 경제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어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건물의 모양, 사용할 재료에 따라 사

무실, 주차장 등 내부의 구성은 달라질 수 있다. 즉,

수학적인 문제 해결 과정이 모두 옳다 하더라도 건축

물을 설계하는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건축물을

설계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집단적 의사

결정’의 단계는 모둠의 건축물 선택하기, 우리 반의 건

축물 선택하기를 통해 문제 해결에 고려한 요소, 자신

이 설계한 건축물의 장점 등을 모둠원이나 반 학생들

에게 소개하고, 다른 건축물이 갖는 장점을 살펴보면

서 가장 좋은 건축물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전개할 수

있다. 이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 과정이 어떠한 면에

서 좋은지를 수학적으로 의사소통하게 함으로써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른 친구의 방법으로 사고를 확

장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융합 수업의 ‘정리’ 단계는 학습 과정에서 느낀 점,

반성 등 정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러한 감성적인 체험은 추후 생활 속의 많

은 문제들을 수학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하

는 의지를 갖도록 내면화 하는 형태로 연결될 수 있다.

이는 수학의 기본 개념이나 원리를 학습하는 차시의

‘정리’ 단계에 비해 감성적인 부분이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수업으로의 연결’은 본시 학습 결과를 토대로

후속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수업들 간의 연결이다.

실생활과 연계한 융합 수업은 이전 수업에서 학습된

수학적 개념과 절차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타

교과와 통합한 수업이므로 다른 수업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수업을 통해 신장된 문

제해결력, 의사소통능력, 수학적 사고력 등은 후속 학

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수학 기

반의 융합 수업 모형이 각 단계별로 어떠한 특징을 갖

는지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2) 수업 모형 단계별 구현 양상

위에서 기술한 수학 기반 융합 수업 모형에 따라

실제 수업을 한 결과, 수업 모형의 각 단계별로 어떻

게 구현되었는지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맥락

제시’ 단계에서는 이후 수업 단계에서 다양한 관점으

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교사는 다양한 모양, 다

양한 재료, 다양한 쓰임을 갖는 음료수 용기나 도서관

의 모습을 학생들에게 제시하였다([그림 7] 참고).

학생들은 비닐, 철, 종이 등으로 이루어진 음료수 용

기를 보고 어떠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내가 만들고

자 하는 음료수 용기에 적합한지 생각하게 되었고 창

의적이고 예술적인 모양의 건축물을 보고 직육면체 모

양의 일반적인 도서관에서 벗어나 다양한 모양의 도서

관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즉 독창적이고 실제적인 자

료의 제시는 설계할 도서관이나 음료수 용기의 모양,

재료, 쓰임 등을 생각하도록 사고의 폭을 확장시켰고

학습의 동기를 유발시켰다.

둘째, ‘활동 추출’ 단계에서 교사는 주어진 맥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시 학습에서 무엇을 할지 학

습 목표를 제시하고 활동을 안내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음료수 용기를 설계하기 위해 문제의 조

건을 탐색하여 만들고자 하는 용기의 모양과 재료 등

을 결정한 후, 비용을 계산하고 나의 용기의 장점을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모둠의 용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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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의 용기를 결정한다는 학습의 순서를 안내하였다.

이처럼 활동 안내는 수업에서 학생들이 수행할 활동들

을 교사가 안내하는 것이지만, 실생활의 문제가 해결

되는 과정을 수업에서 축소하여 실행한다는 점에서 교

사의 안내는 학생들에게 수업 중 자신들이 무엇을 해

야 하는지 명확하게 인식시킬 뿐만 아니라, 추후 새로

운 문제 해결의 길잡이가 될 수 있었다.

셋째, ‘수학적 관찰․수학으로 연결․개별적 문제해

결’의 단계는 실생활적인 문제의 조건들을 수학적으로

관찰한 후, 이들 조건들이 수학적 개념 및 절차로 바

뀌어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제의 조건을 탐색하고 조건에 알맞은

도서관이나 음료수 용기를 설계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있었으나 반대로 자신이 만들고 싶은 도서관이나 음료

수 용기가 문제의 조건에 합당한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변형되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즉 수학적 관찰

후 ‘수학으로 연결’ 단계로 순서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구현됨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건물 내부에 공원이나 주차장을 지을 때

에는 유리와 페인트를 사용한다.’는 조건과 관련하여

건물의 겉넓이를 구하고 유리나 페인트의 비용을 계산

할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학생들은 건물 내부에 짓지

않고 건물 외부에 배치하면 그러한 재료가 필요 없는

지, 자연광을 받을 수 있도록 건물의 지붕을 없애도

되는지, 건물 내부는 꾸미지 않아도 되는지, 공중에 떠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도 되는지 등 조건에 맞는 도서

관을 설계하기 보다는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도서관이

문제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계속적으로 질문함으로써

자신이 만들 도서관의 모습을 조금씩 완성시켜 나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몇몇 학생들은 자신이 만들고

자 하는 도서관과 문제의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 설

계가 불가능한 독특한 모양의 도서관을 고집하여 문제

해결에 실패하거나 문제의 조건을 바꾸려고 하는 등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그림 8]은 어린이 도서관

으로 삼각뿔이 여러 개 합쳐진 형태로 설계를 하였는

데, 삼각형의 높이를 정할 수 없어서 겉넓이와 비용을

계산할 수 없었다. 이 경우 교사는 학생들에게 문제에

제시된 조건을 꼭 지켜야 하므로, 다시 문제의 조건을

수학적으로 관찰하고 실생활적인 요소와 수학을 새롭

게 연결하는 과정으로 돌아가 생각하도록 강조할 필요

가 있었다.

[그림 8] 이전 단계로의 이동이 필요한 예

[Fig. 8] Example needed to go back to the

previous step

한편, ‘수학적 관찰·수학으로의 연결·개별적 문제해

결’의 단계에서 복합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폭넓은 사고를 한 학생들은 여러 가지 요소를 동시에

고려한 문제 해결이 이루어졌다. [그림 9]는 가장 비용

이 적게 드는 음료수 용기를 만들기 위해 재료를 종이

로 선택하였지만 종이로 하면 안에 내용물을 볼 수 없

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부분적으로 사용한 경우이다.

또한 부피가 커지면 겉넓이도 대체로 커지기 때문에

500ml의 음료수를 넣을 수 있는 가장 작은 부피의 용

기를 선택하였다. 이처럼 음료수 용기를 설계하는 데

에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편리성도 함께 고려하여 문제

를 해결하였다.

[그림 9] 경제성과 편리성을 고려한 문제 해결

[Fig. 9] Problem solving based on economical

efficiency and convenience

넷째, ‘집단적 의사결정’의 단계에서 학생들은 자신

의 문제 해결 과정을 소개하고 자신의 도서관과 음료

수 용기의 장점을 설명하여 가장 좋은 도서관이나 음

료수 용기를 선정하였다. <에피소드 1>에서처럼 도형

의 부피나 겉넓이를 오류 없이 잘 구했는지 살펴보았

고, 어떠한 실생활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계산 과정에서 단

위 넓이의 플라스틱 비용을 곱하지 않고 비닐 비용을

곱한 오류를 찾아내었고([그림 10], <에피소드 1>참

고), 효율적인 절차로 쉽게 계산한 경우에 칭찬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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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기도 하였다([그림 11] 참고). [그림 11]의 학생은

층별로 겉넓이를 구하는 대부분의 학생들과 달리 원기

둥 전체의 옆넓이를 구한 뒤, 5층이므로 5로 나누어

각 층의 옆넓이를 계산하였다. 이처럼 ‘집단적 의사결

정’의 단계는 우리 모둠, 우리 학급의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학생들의 문제 해결 과정을 꼼꼼히 검토하는 과

정에서 부수적이었지만 자신과 다른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을 찾아낼 수 있었다.

또한 문제 해결에 대한 검토는 학생들에게 여러 가

지 질문들을 하게 하였다. 예를 들어, <에피소드 1>처

럼 비용을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단위 넓이 당 가격이

가장 싼 종이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기둥 모

양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고([그림 10] 참

고), 이는 같은 부피를 가지면서 겉넓이가 가장 작은

형태가 원기둥 모양이라는 수학적인 개념을 탐구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나타난 학생들 간의 수학적 탐

구는 교사가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을 수학적 논의로

심도 있게 이끌지 못함으로써 사라지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에피소드 2>는 학생들의 수학적 탐구에 참여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교사의 면담으로 본 연구의 교

사는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에서 질문과 답변이 많이

이루어지다보면, 교사 또한 학생의 답변 내용을 대수

롭지 않게 여기고 넘겨서 수학적 탐구로 이끌지 못하

는 경우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림 10] ‘집단적 의사결정’ 단계에서 나타난 모둠

활동 결과물

[Fig. 10] Result of group work in the step of

‘collective decision-making’

<에피소드 1> ‘집단적 의사결정’ 단계에서 수학적

의사소통

학생(발표자) : ([그림 10]을 가리키며) 반지름은

5cm이고 높이는 13cm여서 부피를 구하면

501.25cm2가 나왔고요. 이것은 510.25ml와

같습니다.

학생 1 : 세제곱 아니에요?

학생(발표자) : 겉넓이를 구하고 플라스틱 40원을 곱

하면 26,600원이 나옵니다. 장점은요. 직육

면체로 만들었을 때 보다 저렴하고 플라스

틱이므로 안이 보이며 크기가 적당해서 보

관하기에 편해요.

학생 2 : 질문? 플라스틱인데 왜 ‘뭘까요?’라고 물어

보냐? 보이는데.

학생 3 : 비닐이 40원이고 플라스틱은 50원인데

학생(발표자) : 미안해. 비닐로 했나봐.

학생 3 : 그럼 원기둥 모양이 안 되지. 뭉개지니까.

학생 4 : 안에 철사를 넣었나봐.

학생 5 : 직육면체로 만들었을 때보다 왜 저렴하냐?

종이로 만들어야 저렴하지?

학생(발표자) : 종이로 만들면 가장 저렴하지만 안이

안 보이니까 안 되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중에서

직육면체보다 원기둥이 더 겉넓이가 적게 되잖아.

그니까 비용이 더 저렴하지.

[그림 11] 효율적인 절차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한 예

[Fig 11] Example of problem solving through an

efficient process

<에피소드 2> 수학적 탐구에 대한 교사의 면담

연구자 : ([그림 10] 활동지를 보며) 혹시 수업 중에

같은 부피의 경우 원기둥이 직육면체보다 겉

넓이가 작아서 비용이 적게 든다는 학생의 발

표가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여기 ‘직육면체

보다 저렴하다’라고 장점이 적혀 있어서 다른

학생이 질문을 했었는데…

교사 : 아～ 네. 맞아요.

연구자 : 학생들 간의 질문과 대답에 교사의 정리나

부연설명 없이 다른 것으로 넘어가서 궁금했

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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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 오늘은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니었는데, 애들이

자꾸 사소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다보

면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있게 되더라구요. 오늘은 제가 정확하게 학생

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냥 넘어간 것 같

아요.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했어요.

모둠의 음료수 용기가 결정된 후에는 학급의 음료

수 용기를 결정하기 위해 집단적 의사결정의 과정이

반복되었다. 학급의 음료수 용기를 결정하는 과정은

모둠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다 학생들의 논의가 심화

되었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의 모둠 음료수 용기에 대

한 자긍심이 굉장히 컸으며 자신의 모둠 음료수 용기

가 학급의 음료수 용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장

점도 많이 제시하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에 교사는 하나의 음료수 용기를 학급의 음료수 용기

로 선정하지 않고, 가장 저렴한 음료수 용기, 가장 많

이 팔릴 것 같은 용기, 스타일이 돋보이는 용기 등 경

제성, 심미성, 활용성 등 여러 관점에서 음료수 용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집단적 의사결정’의 단

계는 여러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소통을 통해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정리’ 단계에서는 오늘 수업을 통해 알게

된 점이나 느낀 점을 발표하였는데, 학생들은 수업시

간에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실생활적인 요소와 관련지

으며 발표하였다. 예를 들어, ‘5층의 직육면체 모양의

건물을 설계하는 것도 어려운데, 건축설계사들은 멋지

고 창의적인 모양의 고층 건물을 설계하는데 더 힘이

들 것이다.’, ‘음료수 용기를 제작하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었고 실제 마트에서 파는 음료수 값과는 상당

한 차이가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재미있었고 다른 문제도 이렇게 해결하면 좋겠다.’는

등 실생활적인 관점에서 오늘의 수업을 반성하였고 또

다른 실생활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다음 수업과의 연결’ 단계는 학생들에게

융합 문제 해결 과정에서 경험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이 새로운 문제에 도전하게 하는 것으로도 이어졌

지만, 본 수업을 토대로 다음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

는 교사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교사는 첫 번째 융합

수업에서 나타났던 학생들의 어려움인 내가 만들고 싶

은 도서관이 아니라 문제의 조건에 맞는 도서관을 설

계해야 함을 다음 번 수업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

고 이는 수업의 부차적인 부분에 집중되었던 학생들의

질문들을 줄여 새로운 방법으로의 문제 해결, 학생들

간의 충실한 수학적 의사소통으로 이어지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융합 수업으로 실시된 첫 수업인 도서관 설

계하기 수업에서도 원기둥 모양으로 도서관을 설계한

모둠이 한 모둠 있었으나([그림 11] 참고), 부피는 크

지만 비용이 적게 드는 건물을 설계하기 위해서 원기

둥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직육면체보다 원기둥이

디자인 면에서 독특하기 때문에 선택하였다. 그러나

음료수 용기를 설계하는 수업은 [그림 10]처럼 ‘직육면

체보다 원기둥이 같은 부피를 가지면서도 겉넓이가 작

게 되어 저렴하다.’는 장점을 학생들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수학적 논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개별적 문제

해결’의 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수학적 관찰’의 과정이

나타났고, 설계를 전면 수정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

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여

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즉, 수학 기반의 융합 수업을 통해 수학의 기본 개념

뿐만 아니라, 융합적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 향상되

었으며 이는 다음 수업에 영향을 미쳤다.

(3) 수학 기반 융합 수업 모형의 적절성과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이나 음료수 용기를 직접 만

들어 보는 과정은 생략하고, 수학적 문제 해결에 중점

을 두어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작품을 설계하고,

논리적이고 비판적으로 문제 해결 과정을 검토함으로

써 보다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였다. 이는 실제

제작에 대한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상상력을 발휘하여

보다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게 하는 장점이 있었으며

문제 해결 과정을 검토하는 데에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사고할 수 있게 하였다.

각 단계별로 살펴보면, ‘맥락 제시’ 단계에 제공되었

던 다양한 유형의 실생활 자료는 다양한 방식으로 문

제에 접근하도록 하는 기초 자료로서 역할을 하였으며,

‘활동 추출’에서는 본 수업에서 어떠한 활동을 해야 하

는지 명확히 제시해 주었다. ‘수학적 관찰·수학으로의

연결·개별적 문제해결’의 단계는 실생활의 여러 관점을

고려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도록 순환적이고 복합적으

로 구현되었으며, ‘집단적 의사결정’의 단계에서는 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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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논의로 이끄는 수학적 의사소통을 통해 협력적인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자신의 문제 해결

관점만이 아니라, 친구의 다른 문제 해결 관점을 살펴

보면서 융합적 지식을 활용하여 보다 나은 문제 해결

을 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정리’ 단계에서는 창의

적인 설계 과정에서 느꼈던 감성적인 부분을 학생들과

함께 나누면서 추후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본 수업 모형의 각각의 단계는 융합적 지식을

활용하여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창의적,

논리적, 비판적 사고를 기르고 감성적인 체험을 하는

데 대체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었다.

반면에, 수학 기반의 융합 수업 모형은 이미 학습한

수학적 개념이나 절차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수

업으로, 문제 해결 중에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개념에

대한 탐구, 절차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 등은 수업 상

황에 따라, 교사에 따라, 학생 수준에 따라 탐구되어질

수도 있고 지나쳐 버릴 수도 있었다. 예를 들어, ‘집단

적 의사결정’의 단계에서 다른 친구의 문제 해결 과정

을 검토하는 중에 ‘같은 부피이지만 겉넓이는 다를 수

있으며, 원기둥이 최소의 겉넓이를 갖는다.’는 개념에

대한 탐구가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복잡

하지 않고 쉽게 건물의 옆넓이를 계산한 경우에도 절

차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가 나타날 수 있었다. 그러나

개념에 대한 탐구는 음료수 용기를 설계하는 수업에서

나타났으며, 절차와 관련한 의사소통은 도서관을 설계

하는 수업에서 나타났다. 이는 개념 및 절차에 대한

탐구가 매 수업마다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교사

가 학생들의 의사소통에 관심을 갖고 논의를 확대하는

경우에만 구현된다고 할 수 있었다. 즉 학생들이 문제

상황에서 수학적 개념과 절차와 관련한 의사소통이 자

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 교사가 이를 포착하여 논

의를 이끄는 경우 구현될 수 있었다.

또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수학 기반 융합 수업

모형은 실제 작품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수업 중에 형

성되었던 자신의 설계에 대한 자긍심과 다양한 방법의

문제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후속 수업이나 실제

생활에서 해 볼 수 있도록 실천 의지를 공고히 하는

과정이 추가될 필요가 있었다. 본 수업 모형의 ‘정리’

단계는 수학적 개념이나 절차와 같은 내용적인 부분에

서 알게 된 점을 발표하기 보다는 학생들이 경험하고

느낀 감성적인 부분을 발표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수준에서 그치고 학생들이 수업 중에

경험한 감성적인 체험을 ‘만들어 보고 싶다.’, ‘생활에

적용해 보고 싶다.’로 확장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리해 보면, 본 연구의 수학 기반 융합 수업 모형

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모형으로 융합적 지식을 활

용하여 보다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을 찾고 논리적이

고 비판적으로 문제 해결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배려

및 의사소통의 융합 역량을 기를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 해결 과정 중에 깊이 있는 수학적 탐구로 이끌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필요했고 학생들의 감성적 체

험을 부각하여 다른 수업으로 연결하는 부분도 강조해

야 할 필요가 있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수학 기반의 융합 수업 모형을 제안하고

자, STEAM 모형 및 각 교과 기반 융합 모형 개발 과

정을 참고하여 수학적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융합 수

업 모형을 개발하였고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해 봄으

로써 그 적절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수업 모형은 문제 해결 수업 모형 및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는 모델링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융

합 수업 모형을 개발한 것으로 융합 수업 상황의 복잡

성 및 여러 학생들의 협력적 문제 해결 과정을 수업

모형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즉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

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복합적인 과정을 순환 모

델로서 제시하였고, ‘집단적 의사결정’ 단계를 통해 의

사소통, 배려의 융합 역량을 신장시키는 모형으로, 개

인의 문제 해결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하던 기존 수업

모형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모형은 수학 교

과의 학문적 경계를 크게 깨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많

은 교사들이 손쉽게 수학 기반의 융합 수업에 도전하

게 하여 교사 및 학생들의 융합적 역량을 신장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이는 학습 내용의 중복, 누락 등의 교과 간 경계를

허물고 융․복합을 섣불리 실시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연구(서동엽, 2014)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

다. 반대로 융합 수업의 활성화를 갈망하지만, 현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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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Paper형 수업, 교과서 재구성형 수업, 특별한 수업

으로서 STEAM 설계형 수업의 단점을 보완하고(정광

순, 2015) 교과 분리 체계에 익숙한 교사들에게 융합

수업으로 한 걸음 정진하는 단계적 접근이라 할 수 있

다.

둘째, 본 수업 모형에 따라 수업을 한 결과, 학생들

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논리적이고

비판적으로 의사소통하였다. 또한 자신의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자긍심이 높았고 수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즉 수업의 각 단계는 학생들이

융합적 지식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감성적

체험을 하는데 대체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 해결 중에 개념들 간의 관계를 탐구하

거나 절차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를 이끄는 데는 제한

점이 있었다. ‘집단적 의사결정’ 단계에서 부수적으로

나타났던 겉넓이와 부피 간의 관계 탐구, 절차의 효율

성에 대한 논의 등은 교사의 역할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았다. 학생들이 다른 친구의 문제 해결 과정을 검토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났던 개념 및 절차에 대한 논

의를 교사가 인식하고 심도 있는 탐구로 이끌어간 경

우는 수업에서 구현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

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수학적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이끌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반응을 민감하

게 인식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하는 교사의 역할이 필

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수업 모형은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을 고안하고 이를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어, 실제 제작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감성적

체험, 사고 및 설계의 수정 과정을 경험하기에는 한계

점이 있었다. 그러므로 매 수업마다 작품을 제작할 수

는 없지만 실천의지를 공고히 하여 작품을 만들어보거

나 생활 속에 적용하는 것과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다

고 여겨진다.

본 수업 모형은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수학 기반

의 융합 수업 모형으로, 부족하나마 수학이 중심이 되

는 융합형 수업을 구현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서 활용

되기를 기대하며, 다양한 분야와 적극적으로 융합한

수업을 구현하는 후속 연구 또한 계속되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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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aims to suggest a math-based convergence instructional model. The convergence 

instructional model with emphasis on problem solving ability was developed based on each subject and 
the STEAM model. Then, the appropriateness and limit of the classroom model were investigated, 
through examining the aspects of its realization in each stage of the class instruction model while 
enacting a four part lesson on 6th graders. As a result, each stage of the classroom instruction model 
influenced in helping the students discover various problem solving skills, critically examine the process 
of the solving, and attain positive perspectives on the classroom instruction. However, appropriate 
intervention of the teacher was needed to lead the students to further synthesize the explored issues in 
mathematics and to expand the scope of their emotional experience. This paper closes with suggestions 
in implementing math based convergence les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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