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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에서 생산적 실패의 경험이

초등학생의 수학적 문제해결력 및 수학적 성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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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수학 수업에서 생산적 실패를 한 경

험이 초등학생들의 수학적 문제해결력과 수학적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생산적 실패를 경험할 수 있도록 수업 과정을

고안하였다. 연구대상으로 서울 은평구 Y초등학교 4학년

2개 학급을 선정하여 실험반은 생산적 실패를 활용한 수

업을 진행하였으며, 비교반은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을 진

행하였다. 사전·사후 검사로 수학 개념이해 검사, 다양한

수학적 문제해결력 검사, 수학적 성향 검사를 실시하여 각

각 t-검정하였으며, 학생들의 토의과정 및 활동지, 면담 등

을 활용하여 수학적 문제해결력과 성향을 질적으로 분석

하였다. 그 결과 생산적 실패를 경험한 학생들의 문제해결

력과 수학적 성향에 유의미하게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

이는 학생들이 실패를 통해 수학 개념을 스스로 구성하면

서 보다 명확한 이해를 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보인다. 심층적인 추후 연구로 수학교과서

개발 및 수업 방법 개선에서 이를 활용해야 함을 제안하

였다.

I. 서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생산적 실패에 관련된 선행 연구

를 바탕으로 생산적 실패를 경험하도록 한 수학수업에

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학적 문제해결력과 수학적 성

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문제해결 학습에서의 문제는 해결방법

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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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실패와 시행착오를 경험한

다(강완 외, 2014). 문제해결 과정에서 학생들이 실패

를 경험하는 것에 대해 실패 경험의 축적이 자아 효능

감을 낮아지게 하여 결국 문제해결에 악영향을 미친다

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다(이현숙, 송미영, 2015). 그

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과 달리 실패에 관한 초기

연구자들은 심리적 반작용의 측면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적절한 수준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지식과 맞지

않아 실패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인 반응을 한다고 주장하였다(Brehem, 1996;

Wortman & Brehem, 1975; 김아영, 1994).

Clifford(1984)는 ‘건설적 실패 이론(Constructive

failure)’을 제시하며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학습자들에

게 건설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고,

Vanlehn, Siler, Murray, Yamauchi와 Baggett(2003)은

학생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섬세하게 연결하지 않는

도움은 별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기반으로 Kapur(2008)은 ‘생산적

실패(Productive failure)’을 소개하였다. 이 연구에서

학생들은 새로운 개념을 학습하기 전에 문제해결에 도

전하였고 스스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데 실패하였는

데, 성공하는 데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도전하고 실패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

하였다. 이후의 ‘생산적 실패’ 연구에서도 그 과제에서

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실패를 많이 경험한 집단이

지식의 분화를 일으키며 다른 상황에서 더 높은 문제

해결력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었다(Kapur, 2008,

2010, 2011, 2012, 2014; Kapur & Kinzer, 2009; Kapur

& Rummel, 2012).

이에 영향을 받아 STEM 교육과 연계한 실패 및

이미 배운 내용을 수단으로 한 실험, 수준 차이가 있

는 상황에서의 실패를 활용한 학습, 생산적 실패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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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을 질적으로 분석한 연구 등 다양한 파생연구가

진행되었다(Kapur & Rummel, 2012; Pathak et al.,

2011; Trumane & Rebecca, 2013; Wiedmann et al.,

2012).

그러나 Kapur가 9학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

을 시작으로(Kapur, 2008, 2010, 2011, 2012, 2014), 다

른 많은 연구가 9학년 이상,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

다. 이에 더 높은 학년의 학생들에 비해 배경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정석적인 공식이 아직 많이 제

시되지 않았던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생산적 실패를 경

험하는 것이 수학적 문제해결력에 의미가 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인지적인 측면과 함께 생산적

실패를 활용한 수업이 정의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

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식적인

공식이 많이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지식이 상대

적으로 부족한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생산적 실패의 경

험이 학생의 수학적 문제해결력과 수학적 성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해결력을 개념 이해, 추론능력

및 다양한 해결방법을 사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생산적 실패 이론 등장 배경

수학 문제해결에서 학습자들이 다양하게 시도하고

실패하는 경험을 위해 학습자의 능동적 학습활동이 강

조되고 있다(NCTM, 2000). 특히, 학생들이 개념을 스

스로 만들어가는(learner -invent) 활동의 효과성에 대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Maton, 2007;

Schwarts & Martin, 2004; Wiedman et al., 2012; 윤

정은, 김도연, 권오남, 2015). 수업에서 정식으로 배우

기 전에 소그룹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개념을 만드는

활동을 할 때 더 잘 배우며(Wiedman et al., 2012), 이

활동이 지식을 통합하고 활용하는 구조를 만드는데 도

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Schwarts & Martin,

2004). Dewey, Piaget, 그리고 Vygotsky는 학생의 인

지수준보다 약간 높은 인지적 도전을 요구하는 과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개념을 구성해나갈 때 학생들이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강완 외, 2014; 백

석윤, 2003).

또한 맥락이 부족한 과제를 제공하고 구조를 직접

가르치는 것을 미루어야 한다는 연구들이 있었다

(Kapur, 2011; Schwartz & Bransford, 1998; Vanlehn

et al., 2003). Kapur(2011)는 Piaget의 내부스키마와 외

부환경이 차이가 날 때 지식이 더 잘 분화되고 이해가

잘 된다고 주장을 하였으며, Vanlehn et al.(2003)은 학

생들이 고착상태(impasse)에 빠질 때까지 직접 정보를

주며 가르치는 것을 미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한 Shwartz와 Brandzford(1998)는 구조를 제시하기 전

문제를 해결해보는 경험이 학습자들이 차후의 학습에

더 잘 준비되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발생하는 인지적 갈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진행되었고, 학생의 인지갈등이

학습 과정 변인을 매개로 개념 이해도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며 학습에 대한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고 제시하였다(강훈식, 2007; 이정연, 이경화, 2010). 또

한 불일치 사례 제공을 통한 인지갈등이 인지적 측면

에서도 중요하지만 특히 동기적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연구도 있었다(강석진 외, 2008).

본 연구에서 생산적 실패와 그렇지 않은 실패의 구

분을 학습자로 하여금 인지적 정의적으로 도전감을 적

절하게 제공하는 실패인가 아닌가로 구별하였다.

2. 생산적 실패(productive failure) 연구

Kapur(2008)는 개념 제시를 학생 활동 후로 늦추어

겪는 실패에 초점을 맞추는 ‘생산적 실패(productive

failure)’이론을 제시하였다. ‘생산적 실패(productive

failure)’는 성공적인 수행이 실패한 경험을 토대로 하

며, 때때로 실패한 경험이 성공적인 수행을 보장할 수

있다는 Clifford(1989)의 ‘건설적 실패(constructive

failure)’이론과 실패에 대해 학생들이 건설적인 태도로

반응하는 ‘실패에 대한 내성’이론을 기반으로 등장하였

다. Kapur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한 문제를 개념 제시

전에 제공하여 학생들이 문제와 해결방법을 탐구하며

다양한 구조를 시도하고 실패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생산적 실패 활동’이 효과적인 해결책을

불러오지 않더라도 지식의 분화를 일으키고, 학생들이

내용과 방법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한다고 주장하였다

(Kapur, 2010, 2011, 2012, 2014; Kapur & Kin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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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Kapur & Rummel, 2012).

Kapur와 Kinzer(2009)는 생산적 실패집단을 실험집

단으로 전통적 강의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고 수

업과정을 변인으로 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

서 학생들의 논의과정을 코딩하여 분석하고 학습 결과

를 분석한 결과 ‘생산적 실패’를 학습한 학생들이 더

많은 실패를 하였고, 어려워하였지만 사후 평가에서

비교집단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성적을 보였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생산적 실패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핵

심 아이디어와 개념, 관계를 더 잘 이해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Kapur & Kinzer, 2009).

이후 Kapur(2010)는 학생들이 만드는 구조(learner

-generated structure)가 당장은 맞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지만 효과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중학교 1학년 학생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상황의 비구조적인 문제해결에서도 실험반 학

생들이 더 뛰어난 결과를 보여, 생산적 실패를 활용한

수업이 직접 다뤄지지 않은 지식까지 확장시키는 데에

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고정적인 관

점(A statics view) 측면에서는 ‘목표로 하는 지식의

습득’에 효과적이며, 또한 생성적인 관점(A generative

view) 측면에서는 ‘목표로 하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과

기술’까지 확장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생산적 실패’의

숨은 효과를 주장하였다. 또한 인지적인 측면뿐만 아

니라 과제집착, 흥미 등 동기적인 측면에서 효과도 언

급하였다(Kapur, 2010).

이후 Kapur(2011)는 교사가 비계(Scaffolding)를 제

공하는 비교집단을 하나 더 만들어 ‘생산적 실패’의 효

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교사의 적절한 비계

(scaffolding)가 주어졌을 때, 학생들이 더 잘 학습할

수 있다는 기존 이론과 다른 결과를 도출하였다. 비계

가 전혀 주어지지 않고 학생들이 실패를 경험한 집단

이 문제해결력 측면에서 더 높은 성취를 보였으며, 문

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해결방법을 사용하였

다. 또 학습자 스스로 풀게 하는 것은 한정된 지식과

능력에서 힘들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Sweller, 1994)과 달리

Kapur(2011)는 과정에서 교사의 지시가 없어 결국 성

공하지 못했더라도 학생들의 수학적 문제해결력의 향

상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Kapur. 2011).

이후 Kapur(2012)는 ‘충분한 연습이 없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산적 실패의 인지적인 비판과 ‘문

제해결이 좌절되면서 동기가 저하될 것이다.’라는 생산

적 실패의 동기적인 비판을 반박하였다. ‘생산적 실패’

는 실패를 통해서 학생들 스스로 정석적인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며, 중요한 것은 실패가 아니라 이 과

정에서 다양한 해결방법을 탐색하고 발견한다는 점이

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생산적 실패’를 활용한 수업

은 학생들이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전 지식을 분화 및

활성화시키고, 목표 개념의 중요한 특징에 집중하도록

한다. 또한 학생들의 설명과 정교화 능력도 좋아져서,

학생들이 중요한 개념적 특징을 목표하는 개념으로 조

직화 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Kapur(2011)는

‘생산적 실패’에서 사용하는 문제는 복잡하고 도전적인

것이되 이전 지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이것을 설명하고 정교화 할 기

회가 있어야 하며 이후에 해결방법을 비교해보도록 해

야 함을 권고하였다.

Kapur와 Rummel(2012)는 이후 연구에서 ‘생산적

실패’를 연구한 문헌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생산적 실

패’를 연구한 문헌들은 연구 대상과 목표 등이 달랐지

만 세 가지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

다. 먼저, 생성하는 단계(generation)와 정교화 단계

(consolidate)를 제시하였으며 생성하는 단계

(generation)를 강조하였다는 점, 생성하는 과제를 신

중히 제시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또한 학생들이 생

성하고 수학적 개념을 발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

으면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는 점이

비슷하다(Kapur & Rummel, 2012).

Kapur의 ‘생산적 실패’ 연구 이후에 여러 파생연구

가 진행되었다(Pathak et al., 2013; Truman &

Rebecca, 2013; Westermann & Rummel, 2012).

Westermann과 Rummel(2012)은 이전에 학습한 경험

이 있는 개념으로 연구하여, 이미 배운 지식을 ‘생산적

실패’를 통해 다시 배우더라도 효과가 있음을 밝혀내

었다. Pathak et al.(2013)은 생산적 실패를 질적으로

연구하였고, Truman과 Rebbeca(2013)는 ‘생산적 실패’

를 STEM 교육에서 연구하였다. 이것을 통해 창의성

과 장기적인 기억이 촉진되고 학생 만족도가 높아진다

고 제시하며, 생산적 실패를 활용한 STEM 교육을 실

시한 후 학생들이 그들의 현재 능력을 넘어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볼 때 효과가 있었음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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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an & Rebecca, 2013). 국내에는 ‘생산적 실패’를

직접적으로 연구한 문헌은 거의 시도되지 않았으며,

Kaur과 Ban Har, Kapur(2011)가 쓴 단행본의 번역서

만이 ‘생산적 실패’를 소개하고 있다(Kaur, Har, &

Kapur, 2011).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평면도형

의 넓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생산적인 실

패를 경험하며, 이 경험이 학생들의 수학성취도와 수

학적 성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 은평구에 소재한 Y초등

학교 4학년 2개 반으로 각 반의 특수아동을 제외한 실

험반 19명, 비교반 2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정하

였다. 두 집단은 2014학년도 3월 학교에서 실시한 수

학 진단평가에서 유사한 성취도를 보였으며, 선행학습

을 한 학생이 각 집단 2명씩으로 상대적으로 적어 연

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실험 설계

본 연구의 실행을 위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양적 연구의 실험 설계는 [표 1]과 같다.

[표 1] 양적 연구 실험 설계

[Table 1] Experimental Design for Quantitative Research

  
  

 : 생산적 실패를 활용한 수업,  : 전통적 안내 학습

 : 사전 개념 이해 검사,  : 사후 개념 이해 검사

 : 사전 다양한 해결력 검사,  : 사후 다양한 해결력 검사

 : 수학적 성향 검사

양적 검사로는 사전·사후 검사로 수학 개념이해 검

사, 다양한 수학적 문제해결력 검사, 수학적 성향 검사

를 실시하여 각각 t-검정하였으며, 질적 검사로 학생들

의 토의과정 및 활동지, 면담 등을 활용하여 수학적

문제해결력과 성향을 분석하였다.

3. 수업 절차

본 연구에서는 ‘평면도형의 둘레와 넓이’에 대한 내

용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념을 아는

학생들이 적을 때 효과적으로 생산적 실패를 경험할

수 있어 학년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을 학교장과 학부

모의 동의하에 수업하였다. 수업은 실험반과 비교반

모두 총 14차시에 걸쳐 진행하였으나 수업절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었다.

가. 생산적 실패를 활용한 수학 수업 절차

Kapur(2010)의 생산적 실패 수업 과정과 비구조화

된 문제를 해결하면서 학생들이 시도와 실패를 경험하

도록 한 김민경, 허지연, 박은정(2014)의 AB-C-D-E

모형을 활용하여 수업 절차를 구성하였다. 이에 김부

미(2009)의 오류를 활용한 개념 성장 활동 모형에서

모둠활동에 앞서 개인이 먼저 충분한 실패를 경험하도

록 한 요소를 반영하여 [표 2]와 같이 수업하였다.

이 절차의 ‘Construct’ 단계에서 학생들은 배우지 못

한 새로운 개념이 필요한 문제가 제시되며, 이 문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도와 실패를 경험할 수 있

다. 실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경험을 수정

및 변형하여 다시 도전하게 되는 전 과정을 본 연구에

서는 생산적 실패의 경험이라고 규정하였으며, 성공단

계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생산적 실패의

충분한 경험도 의미 있는 경험임을 연구를 통해 제시

하였다.

나. 비교집단 수업 절차

비교집단은 Kapur(2010)의 생산적 실패 수업 연구

에서 비교집단에 수행한 것과 같이 연구자가 제시한

개념 설명을 듣고 이를 연습할 수 있는 연습문제를 푸

는 수업을 하였다. 개념을 먼저 설명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으며, 실험집단의 학생들과 같은 문제를 사

용하고 실험집단의 학생들이 찾을 수 있는 다양한 해

결방법에 대해서 본 연구자가 설명하였다.

[표 2] 생산적 실패를 활용한 수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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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

pur

단계

주요활동 활동 내용

탐색

단계

Construct

(구성)

문제를 이해 및 필요한 조건

탐색과 재구성

Try & Fail

(시행착오)

시도 및 시행착오를 통한 다

양한 해결방법 도출

What-If

(만약 ～라면)

“만약 ～라면”으로 심화·변형

된 문제를 통한 자신의 풀이

과정을 정당화

정교

화

단계

Decision

-MakingⅠ

(결정하기Ⅰ)

내가 만든 해결방법 중 가장

좋은 해결방법 모둠 친구들과

함께 토의

Decision

-MakingⅡ

(결정하기Ⅱ)

모둠에서 가장 좋은 해결방법

선택

Evaluation

(평가·반성)

각 모둠의 최고 의견을 듣고 나

의해결방법을반성및수정

[Table 2] Lesson Procedures Using Productive Failures

4. 검사 도구 및 방법

[표 3] 검사 도구 및 방법

[Table 3] Assessment Instruments and Methods

평가 내용 도구 방법 시기

수학적

문제

해결력

개념 이해
검사지

모둠토의

전후비교

및 분석 2014.

10월,

12월다양한 해결

방법

검사지

모둠토의

전후비교

및 분석

추론
활동지

모둠토의
분석

2014.

11월

수학적

성향

흥미 자신감

융통성 의지

가치

검사지

소감문

면담

전후비교

및 분석

2014.

10월,

12월

1) 수학적 개념이해

사전 검사지는 2009 개정 4학년 지도서에 제시된

심화 문제를 활용하였고, 사후 검사지는 유연자, 방정

숙(2008)에서 제시한 문제를 활용하였다. 사전, 사후

검사지는 동형 검사지로 [표 4]와 같이 구성하였으며,

난이도 상인 문제에서는 답이 틀렸더라도 풀이과정이

알맞으면 10점으로 채점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를 위

하여 이질집단인 한 모둠 토의를 프로토콜하여 분석하

였다.

[표 4] 수학적 개념 이해 검사 문항 구성

[Table 3] Items of Mathematical Concept Understanding

사전 사후 문항 구성

영역(단원) 영역(단원) 난이도 문항수 배점

측정

(각도와

삼각형)

측정

(평면도형

의 넓이)

상 4 각 15점

하 4 각 10점

합계 8 100

2) 다양한 해결방법 검사

총 4문제를 각 문제당 4칸으로 구성하여 최대한 다

양한 방법으로 풀도록 검사지를 구성하였다. 검사지는

한 가지 방법 당 5점으로 80점 만점으로 채점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를 위하여 학생 성취도별 사후 검사지

를 분석하였다.

3) 추론 검사

김민경, 허지연, 박은정(2014)이 제시한 추론요소에

맞추어 학생들의 활동지와 모둠 토의 프로토콜을 분석

하였다([표 5] 참고).

4) 수학적 성향 검사

한국교육개발원(1992)에서 제시한 수학적 성향 검사

항목을 토대로 개발한 배숙희, 박만구(2008)의 검사지

를 4단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검사지는 크게 ‘흥미,

자신감, 융통성, 의지, 가치’ 5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다.

각 요소를 20점으로 채점하여 분석하였으며, 질적 연

구를 위하여 소감문과 면담을 배숙희, 박만구(2008)의

5가지 요소에 맞추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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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수학적 추론 요소

[Table 5] Mathematical Reasoning Factors

추론요소 내용

자료의

정확한 해석

문제에 주어진 자료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주어진 자료를 해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론하는가?

기본적인

원리의 이용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원리를 이용하여

필요한 성질이나 조건을 이끌어내는가?

기호화
자신의 추론과정을 수학적 기호를 사용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는가?

검토의

다양성 및

완전성

검증하기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선택하여

확인하는가?

IV. 연구결과

1. 수학적 개념 이해

가. 사전 검사 결과

[표 6] 사전 이해 검사 t-검정 결과

[Table 6] t-test Results of Pre-understanding

종속

변수
집단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t p

개념 

이해

실험 53.056 25.847 18
-1.918 0.063

비교 69.250 26.121 20

두 집단의 사전 개념이해 능력은 p<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사후 검사 결과

[표 7] 사후 이해 검사 t-검정 결과

[Table 7] t-test Results of Post-understanding

종속

변수
집단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t p

개념

이해

실험 46.111 25.469 18
2.345* 0.012

비교 28.500 20.781 20

사후 개념 이해 검사 t-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p<0.05 수준에서 실험집단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사후 검사에서 평균이 낮아진 이유는 본 연구에서 학

습한 내용이 학년수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사전과 사후 검사 난이도의 차이도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 그러나 난이도 변인을 제외한 공분산 분석 결과

에서도 p<0.05에서 실험집단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

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생산적 실패를 활용한 수업이 개념 이해를 통하여

새로운 상황의 문제의 해결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기 위하여 성취도 ‘상’ 1명, ‘중’ 2명, ‘하’ 1명으로 이

루어진 한 모둠의 토의를 전사하였다. 다음 수업은 단

위 넓이를 알고,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

는 차시로 넓이에 대한 개념을 배우기 전 학생들이 처

음 접하는 새로운 상황에서의 토의 과정이다.

에피소드1-1) 모둠 토의 및 해결 과정

B1: 저는 투명 종이에다가 A, B, C를 그려서 그 다음

에 크기를 비교했어요. A가 가장 큰 것 같아요.

A: 투명 종이에 그리면 이건 가로가 긴데 세로는 짧고

해서 뭐가 더 넓은지 잘 모르겠지 않아요?

B1: 그렇긴 한데....

B2: 저는 처음에는 지우개를 넣었는데, 지우개가 남아

서 저는 그림에 동그라미를 넣어 그렸습니다. 동그

라미가 일정하지는 않지만, 넓으면 농작물을 많이

심을 수도 있고, 농작물이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

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일정하지 않게 그렸습니다.

([그림2]참고)

T: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넓은 것 같아요?

B2: D땅에 동그라미가 가장 많이 들어가서 D땅이 가

장 넓은 것 같습니다.

C: 그러면 같은 땅이어도 작은 동그라미를 넣으면 많

이 들어가니까 넓은 것 같고 큰 동그라미를 그리

면 조금 들어가니까 좁은 것 같지 않나? B2님 것

을 보다가 저는 모양자를 이용해서 똑같은 동그라

미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간격으로 동그라

미를 넣다가 실패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 중에

나온 결과는 A땅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림

3]참고)

A: 왜요?

C: 조사한 게 A땅 밖에 없어요.

A: 나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했는데....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잠깐만요. 이렇게 1cm씩 금을 긋고

이으니까.... 저는 1cm의, 가로세로 다 똑같은 정사

각형 1cm를 다 집어넣어봤는데, 한 변이 5cm 되는

것에는 25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림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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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아～ 동그라미 말고 정사각형을 넣으면 딱 들어가

는 구나 그럼 다른 것도 다 돼요?

B1: 어, 그럼 B에 1cm씩 그어서 이으니까 18개 들어가

니까 넓이를 18cm라고 하면 되는 건가? 오, C는

21개니까 A가 가장 넓네요. C님이 맞추긴 했어요.

A: 그거 하나하나 그리지 말고 가로 3개씩 세로 7줄이

니까 곱하면 편해요.

C: 오, 곱하니까 되요.

[그림 1] 초기 실험집단 B2학생의 풀이 과정

[Fig. 1] B2 Student Explanation at Pre-Experimental

Group

[그림 2] 후기 실험집단 B2학생의 풀이 과정

[Fig. 2] B2 Student Explanation at Post-Experimental

Group

[그림 3] 실험집단 C학생의 풀이 과정

[Fig. 3] C Student Explanation in Experimental Group

[그림 4] 실험집단 A학생의 풀이 과정

[Fig. 4] A Student Explanation in Experimental Group

단위 넓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학생들이

여러 가지 실패를 통해서 단위 넓이의 필요성과 단위

넓이에 대해서 찾아내고 있었다. B1학생은 직접 비교

를 통해서 넓이 측정에는 실패했지만 다른 학생들이

단위 넓이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B2 학생의 서로 다른 크기의 단위

넓이 사용에서 같은 크기의 단위 넓이의 필요성에 대

해 인식했으며, 특히 하위권 학생인 C도 비록 사각형

에 딱 맞는 단위 넓이를 찾지는 못했지만 같은 크기의

단위 넓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용하려고 노력하였

다. 앞선 실패로 인해 학생들 스스로 ‘단위 넓이’라는

개념을 찾아내었고 단위넓이라는 개념은 모르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외에도 다른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차시에서

학생들에게는 개념을 모르는 새로운 상황임에도 불구

하고 의미 있는 토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

었다.

2. 수학적 추론 능력

생산적 실패를 활용한 수업이 초등학생들의 수학적

추론 능력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 집단

과 비교 집단 한 모둠의 활동지를 앞에서 제시한 김민

경, 허지연, 박은정(2014)의 추론 요소에 맞추어 분석

하였다.

가. 자료의 정확한 해석

주어진 자료를 정확하게 이해하는지 알아보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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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활동지에 ‘Create 구성하기’ 단계를 설정하여 해결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주어진 조건은 무엇인지 등

문제를 분석하여 학생들만의 글이나 그림, 표 등으로

다시 표현해보도록 하였다.

문제의 구성하기(Create)단계에서 학생들은 [그림 5]

와 같이 자료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모

습을 보였다.

[그림 5] 실험반 B1학생의 설명

[Fig. 5] B1 Student Explanation in Experimental Group

실제 자를 대고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이 정확

하지는 않지만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을 정확하게 구분

하고 정사각형의 네 변의 길이가 같다는 성질도 잘 파

악하였다. 문제에서 둘레의 의미를 파악하고 문제에서

제시된 수치들 중 각 변의 길이를 모두 그림에 표시하

여 문제를 해결하기 쉽도록 표현하였다. 첫 차시 수업

에서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비슷한 ‘자료의 정

확한 해석’능력을 보였으나, 이후로 갈수록 실험집단과

달리 비교집단은 [그림 6]과 같이 자신의 용어로 재해

석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그림 6] 후기 비교반 B1학생의 설명

[Fig. 6] B1 Student Explanation at Post-comparison

Group

나. 기본적인 원리의 이용

기본적인 원리를 이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

착오 시도하기’ 단계를 설정하였다. 빈 종이에 풀이과

정을 쓰도록 하였고, 틀린 과정도 지우지 않도록 하여

학생들의 모든 풀이과정을 분석하였다.

비교집단 학생들의 활동지는 정답을 제시한 학생

전원이 [그림 7]과 같이 필요한 부분의 수치를 재어서

바로 계산하는 모습을 보였다. 삼각형의 넓이는 사각

형을 활용하여 구할 수 있음을 강의했음에도 이전에

배웠던 사각형의 넓이를 사용하는 학생은 한명도 없었

다.

[그림 7] 비교반 B1학생의 설명

[Fig. 7] B1 Student Explanation in Comparison Group

반면, 실험집단의 학생들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하여 이미 알고 있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

을 이용하는 추론 과정을 보였다. 이 중 교과서의 삼

각형 두 개를 이용하는 방법이 아닌 [그림 8]과 같이

주어진 삼각형을 등적변형 하는 추론이 학생 60%(12

명)의 활동지에서 등장하였다.

[그림 8] 실험집단 A 학생의 설명

[Fig. 8] A Student Explanation in Experimental Group

이밖에도 실험집단의 학생들은 [그림 9]와 같이 직

사각형의 원리를 이용하는 추론을 많이 보였다. 도형

넓이의 기본을 직사각형으로 인식하여 직사각형을 이

용하여 추론하고자 한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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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실험집단 B 학생의 설명

[Fig. 9] B Student Explanation in Experimental Group

다. 기호화

자신의 추론과정을 수학적 기호를 사용하여 정확하

게 표현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결정하기Ⅰ’ 단계를

설정하였다.

비교집단은 문제를 해결하기 전 문제 해결에 필요

한 개념을 가르쳤기 때문에 알맞은 기호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실험집단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념을 아직 가르치지 않았음에

도 알맞은 수학적 기호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림 10] 실험집단 B2 학생의 설명

[Fig. 10] B2 Student Explanation in Experimental Group

단위 넓이와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지 못

했지만 ‘정사각형 모양의 그림과 1이라는 기호’, ‘1cm

정사각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단위넓이를 활용한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

다. [그림 11]에서도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알맞은 기호를 사

용하여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림 11] 실험집단 A 학생의 설명

[Fig. 11] A Student Explanation in Experimental Group

라. 검토의 다양성 및 완전성

자신이 추론한 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특별한 경우

를 선택하여 확인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만약～라면’

단계를 설정하였다.

비교집단에서는 자신이 푼 것을 검증한다는 의미보

다는 [그림 12]와 같이 단지 주어진 치수로 계산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림 12] 비교반 C학생의 설명

[Fig. 12] C Student Explanation in Comparison Group

[그림 12]에서 높이를 잘못 측정하였지만 주어진 칸

수를 세어 높이를 7cm로 계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반면 실험집단에서는 [그림 13]과 같이 등적변형을

활용하여 해결하던 학생이 등적변형이 불가능한 삼각

형을 이용하여 검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림 13] 실험반 C학생의 설명

[Fig. 13] C Student Explanation in Experimental Group

이 학생은 등적변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같은 두 개의 삼각형을 붙여 2로 나누는 방법을 사용

하였다. 이와 같이 실험집단의 학생들은 다양한 상황

을 검토하고 해결방법을 정교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3. 다양한 해결방법

가. 사전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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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사전 다양한 해결방법 검사 t-검정 결과

[Table 8] t-test Results of Pre-various Solving Methods

종속

변수
집단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t p

다양한 

방법

실험 38.333 21.144 18
-0.737 0.466

비교 43.750 23.890 20

두 집단의 사전 다양한 해결방법 능력은 p>0.05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사후 검사 결과

[표 9] 사후 다양한 해결방법 검사 t-검정 결과

[Table 9] t-test Results of Post-various Solving

Methods

종속

변수
집단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t p

다양한 

방법

실험 39.444 19.770 18
4.426 0.000

비교 14.750 14.462 20

사후 다양한 해결방법 검사 t-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p<0.001 수준에서 실험집단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

다. 사전 검사지는 각도기를 사용하여 각도를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것으로 공식적인 방법이 없는

문제이지만, 사후 검사지는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으로 교과서에 공식적인 방법이 주어진 문제이기 때

문에 가장 편리한 방법만을 기억한 비교집단의 평균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실험

집단의 평균은 올라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그림 14] 실험반 A학생의 검사지

[Fig. 14] A Student Explanation in Experimental Group

다음은 실험 집단 학생들이 더 다양한 방법으로 문

제를 해결하였는지 성취도별로 사후 검사지를 분석하

였다. [그림 14]는 실험집단 A학생, [그림 15]는 비교집

단의 A학생의 사후 검사지이다.

[그림 15] 비교반 A학생의 검사지

[Fig. 15] A Student Explanation in Comparison Group

실험집단의 학생들은 [그림 14]와 같이 다양한 방법

으로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림 15]와

같이 비교집단의 상위권 학생들은 다양한 해결방법을

강의로 들었고 모두 이해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위권 학생들도 위의 상위권 학생들

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하위권 학생들은 특이한 양

상을 보였다. 다음 [그림 16]과 [그림 17]은 각각 실험

집단과 비교집단의 하위권 C학생의 사후 검사지이다.

[그림 16] 실험반 C학생의 검사지

[Fig. 16] C Student Explanation in Experiment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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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비교반 C학생의 검사지

[Fig. 17] C Student Explanation in Comparison Group

실험집단 C학생은 특히 수학에 성취도가 낮아 의지

가 전혀 없는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검사지에

서 한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려고 하였다. 비

록 틀린 방법도 많았지만 다양한 해결방법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시도하였다고 해석된다. 반면 비교 집

단 C학생의 검사지에서 보면 전혀 시도조차 하지 않았

고 검사 당일에 ‘죄송합니다. 다 모르겠습니다.’라는 문

구를 쓴 채 잠드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은 모둠 학생들이 다양한 해결방법을 사용하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모둠토의를 프로토콜 한 것이다.

비교 집단의 모둠토의

T: 마름모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친구에게 설명해주

세요.

OA: 첫 번째 것은 8 곱하기 8하면 64고 나누기 2하면 32,

두 번째 것은 10 곱하기 6 나누기 2하면 30 이렇게 해

서 첫 번째 연이 더 넓어요.

OC: 저도요.

T: 너도 어떻게 한 것인데?

OC: 그냥 A가 한거랑 똑같이 해서 똑같이 나왔어요.

OB1: 저도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연이 제일 넓어요. 정답

이에요.

OB2: 저도 똑같이 해서 똑같이 나왔어요. 저도 맞았어요.

T: 왜 그렇게 계산했어?

OB2: 저는 가로 대각선 곱하기 세로 대각선 나누기 2하는

게 저에겐 가장 쉬워서요.

OB1: 맞아요.

OC: A가 그냥 저 공식에 넣으면 답 다 나온대서 계산해

봤더니 그래요.

T: 다른 방법으로 한 사람은 없어?

침묵....

T: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A: 그냥 이게 제일 쉬운데, 이걸로 해요.

비교집단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처음에 다양한 방

법을 모두 알려주었다. 그러나 비교집단 학생들은 모

두 교과서에 나오는 방법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실험 집단의 모둠 토의

FB2: A님이 알려준 방법인데, 먼저 세로 대각선을 2로

나눠서 여기는 4, 가로 8을 곱해서 32가 나와서 이게

답입니다.

T: A는 왜 그런 방법이 나왔을까?

FB2: 그건 잘 모르겠어요....

FA: 좀 이따 다시 설명해드릴게요.

FC: 저는 있잖아요, 삼각형으로 반으로 나누면 똑같은

삼각형 2개가 나오니까 삼각형 하나 넓이를 구해가지

고 2로 곱하면 돼요.

FB1: 저는 정사각형을 이렇게 대각선대로 나눠서 한

삼각형을 여기에다가 붙이고, 또 한 삼각형을 여기에

다가 붙이면 직사각형이 되었는데, 여기가 8cm의 반

이니까 4cm이고, 8을 곱하면 4곱하기 8이여서 32가

나왔어요([그림 18] 참고)

FA: 저는 이것을 두 조각으로 나눠서 붙였더니 평행사

변형으로 만들었어요. 평행사변형은 넓이가 밑변 곱

하기 높이이니까 밑변은 8에다가 높이는 반이라 4라

서 8곱하기 4는 32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식을

만들었는데 가로 곱하기 세로의 반을 하면 되요.

[그림 18] 실험반 B1학생의 활동지 설명

[Fig. 18] B1 Student Explanation in Experimental Group

4. 수학적 성향

가. 사전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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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사전 수학적 성향 t-검정 결과

[Table 10] t-test Results of Pre-mathematical

Dispositions

종속

변수
집단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t p

수학적 

성향

실험 15.667 2.701 18
-0.0160 0.874

비교 15.800 2.441 20

두 집단의 사전 개념이해 능력은 p>0.05로 유의미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사후 검사 결과

[표 11] 사후 수학적 성향 t-검정 결과

[Table 11] t-test Results of Post-mathematical

Dispositions

종속

변수
집단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t p

수학적 

성향

실험 17.722 2.270 18
4.033 0.000

비교 14.450 2.685 20

사후 수학적 성향 검사 t-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p<0.001 수준에서 실험집단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

다. 이는 생산적 실패를 활용한 수업이 초등학생의 수

학적 성향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학생들의 소감문과 면담을 배숙희, 박만구

(2008)가 제시한 수학적 성향의 5가지 요소(흥미, 자신

감, 융통성, 의지, 가치)로 나누어 양적으로 분석한 결

과이다.

가. 흥미

학생들의 약 60%가 수학 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흥

미 향상 및 새로운 수업에 대한 애착을 보였다.

[그림 19] 생산적 실패를 활용한 수업 소감문 ‘흥미’

[Fig. 19] Journal of ‘Interest’ Using Positive Failures

T: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 평행사변형, 사다리꼴, 마

름모 이런 것 했었잖아,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재미있었어?

B1: 음.... 제일 어려운 게 제일 재미있었어요. 음.... 삼

각형이 제일 어려웠던 거 같아요. 삼각형에서 나누기

가 나왔을 때 엄청 어려웠는데 재미있었어요.

보통 학생들이 더 어려운 것을 싫어하는 반면, 이

학생은 어려운 것이 재미있었다고 말하였다. 이는 어

려운 문제일수록 학생들이 실패하더라도 계속 도전하

며 승부욕이 생기고 더욱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인터뷰2

T: 아, 어떤 점이 재미있었어요?

B2: 음.... 제가 막 만든다는 게 재미있었어요. 제가 공식

을 만들고 그게 대입하면 그게 풀리지 않기도 하고 풀리기

도 하는 것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이 면담을 통해 자신이 만든 공식을 적용하면서 시

행착오를 경험하며 방법을 찾아가는 것에 즐거움을 느

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 자신감

실험집단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러 번 시도에 따라

풀면서 자신감을 얻었다는 소감을 보였다. 이는 여러

번의 실패가 학생들에게 좌절감을 준 것이 아니라 실

패를 통한 성공의 경험이 오히려 더 자신감을 주었다

고 볼 수 있다.

[그림 20] 생산적 실패를 활용한 수업 소감문 ‘자신감’

[Fig. 20] Journal of ‘Self-confidence’ Using Positive

Failures

인터뷰2

B3: 이거는 할 때 제가 잘하는 것 같았고, 잘할 수 잇

을 것 같았어요.

T: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어?

B3: 하다가 틀려도 틀려서 끝이 아니라, 이거는 틀리니

까 다르게 막 해보다보니까 결국에 되는 것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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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발견하면 수학자가 된 것 같아서요,

수학을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학생의 인식이

변화하였다. 생산적 실패를 활용한 수업은 틀리면 끝

이 아니라 실패를 활용해서 계속 도전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학생들이 실패를 바탕으로 더 잘할 수 있

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 융통성

수학적 성향 요소 중 융통성이 소감문 및 면담에서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그림 21] 생산적 실패를 활용한 수업 소감문 ‘자신감’

[Fig. 21] Journal of ‘Self-confidence’ Using Positive

Failures

대부분의 실험집단 학생들이 새로운 수학 방법에

대해 다시 도전해보고 싶어 했다. 다른 요인(스토리텔

링, 의사소통) 등을 제외해도 약 60% 학생이 ‘생산적

실패’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그림 22] 생산적 실패를 활용한 수업 소감문 ‘의지’

[Fig. 22] Journal of ‘Will’ Using Positive Failures

인터뷰3

B1: 음.... 제일 어려운 게 제일 재미있었어요. 음.... 삼

각형이 제일 어려웠던 거 같아요. 삼각형에서 나누기

가 나왔을 때 엄청 어려웠는데 재미있었어요.

T: 어려웠는데에도 제일 재미있었어?

B1: 네 왠지 빨리 풀리는 것보다 어려우니까 계속 해

보다보니까 뭔가 재미있고 집중하게 되었어요.

어려운 문제가 계속 도전의식을 가지게 하고 이에

따라 수학 학습에 대한 의지를 가지게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마. 가치

수학 학습에 대한 가치 인식은 다른 요소보다는 낮

았지만, 유의미한 반응을 보였다.

[그림 23] 생산적 실패를 활용한 수업 소감문 ‘가치’

[Fig. 23] Journal of ‘Value’ Using Positive Failures

인터뷰4

C1: 모르는 것을, 학교에서 안 배운 걸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T: 학교에서 그동안 안 배웠던 내용을 배워서 좋았던

거야?

C1: 네, 처음 배우는 내용이기도 하고, 이렇게 배우는

것도 좋았어요. 수학이 그냥 배운 걸로 푸는 건줄 알

았는데 제가 이것저것 해보면서 만드니까 왠지 기억도

잘나고, 이렇게 하면 아～ 이래서 이렇구나 하고 아니

까 나중에 쓰기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수학이 단순히 주어진

공식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필요한 공식

이나 수학적인 내용이 만들어진 것이라는 가치를 인식

할 수 있게 되었다.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실패를 경험한 수학 수업에서 학

생들의 수학적 문제해결력과 수학적 성향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생산적 실패를 활용한 수업은 학생들이 수학

적 개념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한다. 이는 학생들이 다

양한 시도와 실패를 경험하면서 개념을 스스로 구성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적용단

계에서 활용되는 기존의 문제해결과 달리 생산적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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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한 수업은 개념을 학습하는 전 차시에 적용하

여 매 차시 학생들의 개념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둘째, 생산적 실패를 활용한 수업은 학생들의 추론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학생들이 배우

지 못한 새로운 개념이 필요한 문제를 제공하여, 선행

지식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지적인 희

열을 맛보게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는 실패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선행지식을 잘

분화하고, 선행지식을 목표하는 지식과 자연스럽게 연

결시킬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셋째, 생산적 실패를 활용한 수업은 학생들이 하나

의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비교집

단과 실험집단의 유의미한 차이는 해결방법의 우위인

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의 방법을 최종

의, 가장 우위의 방법으로 인식한 비교집단과 달리 실

험집단은 모둠끼리 다양한 방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

두 동등한 방법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학생

들이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또 이는 다양한 해결방법 중 효과적인 방

법을 찾는 실생활 수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넷째, 생산적 실패를 활용한 수업은 학생들의 수학

에 대한 성향 및 인식을 긍정적인 변화를 시킬 수 있

다. 틀리는 것이 능력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임을 학생들이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는 또한 실패가 또 다른 시도와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기회가 되어 수학에는 명확한 답

이 있고 그것을 맞추어야 한다는 학생들의 인식을 변

화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산적 실패를 활용한 수업은 7학년 이

상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의 문제해결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에서 연구한 7학년

에 비해 배경지식이 부족한 초등학생들도 생산적 실패

를 활용한 수업이 문제해결력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7학년 이상에 비해 정석

적인 공식이 부족한 초등수준의 내용도 생산적 실패를

활용하여 수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측정 영역 이외의 다른 영역에서의 연구가 필

요하다. 측정 영역은 비교적 추론이 쉬운 영역이다. 추

론이 어려운 수와 연산 영역에서도 효과가 있는지 추

가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수학적 성향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하

다. 한국교육개발원(1992)에서 수학적 성향은 수업 전

과정에 걸친 평가가 필요함을 제언하였음에도 본 연구

에서는 수업 전후에서의 평가만 이루어졌다. 이에 수

학적 성향에 대해 수업 전 과정에 걸친 심도 깊은 분

석이 필요하다.

셋째, 고차적 사고능력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이 이루

어져야 한다. Bloom et al.(1956)의 교육목표 중 인지

적 측면으로 제시한 6단계 중 본 연구에서는 기초적

사고만을 개념 이해에 포함하여 연구하였다. 이에 ‘종

합’ 및 ‘평가’ 단계의 고차적 사고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교과서 개발 및 수학 수업에서 생산적인 실패

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과서는 한 차시에 왼

쪽, 오른쪽 두 페이지 구성으로 왼쪽 페이지 질문의

답이 오른쪽에 제시되어있다. 학생들이 학습하기 편리

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생산적 실패를 경험하기 어려

운 구성이다. 이에 한 차시 학습을 한 장에 구성하여

수학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개념을 제시하는 시기를 늦

추고, 학생들이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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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experiences of productive failures on 
students’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abilities and mathematical dispositions.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with two groups. The treatment group was applied with the productive mathematics failure 
program, and the comparative group was taught with traditional mathematics lessons. 

In this study, for quantitative analysis, the students were tested their understanding of mathematical 
concepts, mathematical reasoning abilities, students’ various strategies and mathematical dispositions before 
and after using the program. For qualitative analysis, the researchers analyzed the discussion processes of 
the students, students’s activity worksheets, and conducted interviews with selected students. 

The results showed the followings. First, use of productive failures showed students’ enhancement in 
problem solving abilities. Second, the students who experienced productive failures positively affected the 
changes in students’ mathematical dispositions. Along with the more detailed research on productive 
mathematical failures, the research results should be included in the development of mathematics textbooks 
and teaching and learning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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