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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장애 학생들의 수학적 문제해결을 위한

폴리아의 전략 효과 연구

The Effect of Polya's Heuristics in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of Mild

Disability Students

한 경 화 · 김 영 옥1)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figure out new teaching method of

mathematics teaching-learning by applying Polya's 4-level strategy to mild

disability students at the H Special-education high school where the research

works for. In particular, epilogue and suggestion, which Polya stressed were

selected and reconstructed for mild disability students. Prior test and post test

were carried by putting the Polya's problem solving strategy as independent

variable, and problem solving ability as dependent variable. As a result, by

continual use of Polya's program in mathematics teaching course, it suggested

necessary strategies to solve mathematics problems for mild disability students and

was proven that Polya's heuristic training was of help to improve problem solving

in mathematics.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9년 개정된 특수학교 기본교육과정 수학과는 우리 일상생활속의 다양한 수학적 기

초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여러 가지 사물과 현상을 수학적으로 관찰하고 사고하는 능

력을 기르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를 돕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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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교과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a; 2009b) 이를 위해 특수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수학은 일반학교보다 더 실생활 문제해결에 활용 가능한 실용적인 수학

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실용성은 곧바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자립적으로 일상생활

을 영위하는 데 꼭 필요한 수학적 지식과 기능과 연관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특수학교 

수학 교과에서는 쉬운 숫자 읽기, 계산하기, 시계읽기, 화폐구별하기, 일상생활 속 표와 

그래프 읽기와 같이 일상 생활 속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배우

게 된다(교육과학기술부, 2009b). 

 따라서 수학교육에서 특수 교육 대상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수준을 고려한 최대한의 

학습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적합한 도전과제를 제공하고 그 도전에서 성공

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도전과 지원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경도장애학생2)들은 다른 특수교육대상자들에 비해 

주변 사람들의 기대 수준이 높은데 비해, 경도장애학생들도 자기조절 능력 부족과 스스

로 자신의 일을 알아서 진행하지 못하고 타인의 지시에 의존하는 경향 및 주의집중 부

족으로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학생내용을 기억하고 적용하는데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

다. 일반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경도장애학생들도 다른 타 교과목보다 수학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강하여 수학문제를 끝까지 집중해서 풀기보다는 대충 풀고 쉽게 포기하는 경향

이 많다. 

  그러다 보니 경도장애학생들은 계속된 실패경험으로부터 수학 학습에 대한 무기력감

을 갖기 쉽고, 과제해결에서 인내력 및 학습전략이 부족하여 과제를 논리적이고 체계적

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도장애학생들에게 있어서 학습에 대한 성

공적 경험은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력 여부에 따라 학습에 성공

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도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경도장애 학생들에게 

성공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경도장애학생들이 일반학생과는 달리 스스로 학습 방법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단점을 보완하면서 성공적 

학습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학습 전략을 만들고 적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대부분의 경도장애학생들이 일반학교로 통합되어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고등

학교 에 입학하면서 입시위주의 우리나라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고 통합에 실패하여 다

시 특수학교로 돌아오는 사례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예로 본 연구의 연구자인 교

사가 근무하고 있는 H특수학교도 일반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학생들 때문

2) 일반적으로 학습장애, 행동장애, 교육가능 정신지체를 경도장애로 보는데, 이들 장애 간에는 많

은 차이가 있으나 교수방법에는 차이점보다는 유사점이 더 많다. 본 연구에서는 창원시 H특수학

교에 배치 된 교육가능정신지체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교육가능정신

지체의 기준은 개인별 지능검사 K-WAIS(한국임상심리학회, 1992)를 실시하여 지능지수(IQ)50～

75사이를 나타내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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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초등에서 고등부 갈수록 학급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도장애학생들이 일반학

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통합되었을 때 또래 학생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학습수

준 상태로 인해 교과학습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고 낮은 자존감과 반복되는 실패로 무

기력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한편, 다시 특수학교로 돌아온 경도장애학생들은 또래 집단 학생들 중에 자신보다 중

증․중복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많아, 상대적으로 교육과정의 수준이 자신에게는 너

무 낮은 반대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특수학교의 학급 내의 구성 학생들이 

장애 종류와 수준, 특성들이 너무나 달라 개별화교육을 설계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교사 1인이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스스로 

학습이 가능한 경도장애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이나 교육적 배려가 부족해지기 쉽다. 

  이에 본 연구는 경도장애학생들을 위한 수학 학습 지원의 한 방법으로써 특수

학교 교사들이 경도장애학생들에게 수학을 어떻게 지도하면 효과적인지 그 구체

적 지도방법과 교수 전략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경도장애학생들의 수학 학습 

효과를 증대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폴리아의 문제해결 4단계 과정에서 문제해

결 전략으로 제시된 발문과 권고를 경도장애학생들에게 적용 가능하도록 재구성

하고, 그것을 직접 특수학교 수학 기본교육과정 수학Ⅲ「측정-물건값 계산하기」

단원에 적용하여 그 지도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Polya의 문제해결 4단계 전략이 경도장애학생을 위한 수학과 교수-학습 전략으로 

활

     용 될 수 있는가?

둘째, Polya의 문제 해결 4단계 전략이 경도장애학생들의 수학 교수-학습에 효과적인가?

Ⅱ. 이론적 고찰

1. 특수학교 수학과 기본 교육과정

 1) 수학교육목표

 특수학교 기본교육과정에서는 수학과 교육의 목표를 아래와 같이 총괄목표와 4개의 하

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는 특수 교육 대상학생들에게 왜 수학을 가르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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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혀 주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a, p 8 ~9).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하여 다양한 조작 활동과 경험을 통하여 수학

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기초 기능을 익혀 이를 실생활의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1)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경험함으로써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

한다.

 2) 구체 물을 이용한 다양한 조작 활동과 경험을 통하여 수학적 기초 기능을 익힌다.

 3) 수학의 기본 개념과 기초 기능을 활용하여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

 4) 학습자 중심의 구체적 활동을 통하여 수학에 개해 흥미와 관심을 가지며, 일상생활의 

여

    러 가지 사실을 수학적으로 표현한다.

  

  위 특수학교 수학과 교육목표는 연간 최소 102∼136시간의 수업일 수 동안 수업이 이

루어지고 있으며, 그 내용도 일반학교 수학과 교육과정과는 달리 실생활과 관련된 직접

적이고 아주 기초적인 계산 능력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

서 활용되는 수학(계산, 화폐, 시계보기, 그래프 해석하기 등)은 일반학생들에게는 성장과

정에서 자연적으로 습득되는 기능인데 반해, 특수학교 학생들은 학교 수학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배워야 하는 지적인 능력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특수학교 수학교육의 목표가 

가지는 이러한 특징이 장점으로 작용하는 면도 있다. 일반적으로 일반학교에서 수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함수, 방정식 미분, 적분 등과 같은 수학내용을 왜 배워야하는가에 대

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수학교사들도 학생들에게 수학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

이 매우 어렵다. 하지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는 수학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진다. 자립

적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꼭 익혀야만 하는 지적 기술들을 다루는 것이 수학교과목

이기 때문이다. 일반학생들이 자연적으로 습득하는 버스번호판 보기, 전화하기, 영수증 

읽기 및 물건값 계산하기, 시계보기와 시간 계산하기, 화폐 개념 및 계산하기, 여러 가지 

표와 그래프 해석하기 등은 특수학교 교육 대상학생들에게는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중

요 기초 기능들이다. 

  2) 내용체계

 특수학교 기본교육과정 수학과의 내용체계는 일반학교 교육과정과는 많이 다르다. 우선 

학년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다루는 수학적 내용의 난이도에 따라 아래 <표 1>과 같이 

Ⅰ단계, Ⅱ단계, Ⅲ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때 각 단계는 일상생활 장면이 연계되도록 

과제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단계가 높아질수록 일상생활의 장면도 확장되어 Ⅰ단계

에서는 ‘개인생활과 가정생활’, Ⅱ단계에서는 ‘학교생활과 지역사회생활’, Ⅲ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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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경제생활과 여가 및 건강생활’을 각 수학 내용 영역별(수, 연산, 도형, 측정, 표

와 그래프) 수학적 과제 구성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3단계 교육과정 내용은 최소 12

년간의 학령기 동안에 학습되는 내용으로, 단계별 난이도에 따라 적절하게 일상생활 장

면이 확장되도록 수학과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습수준의 장애학생들에게 

생활 연령에 적합한 개별화교육을 통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1> 특수학교 기본교육과정 수학과 내용 체계(교육과학기술부, 2009b, p10)

단계

영역
Ⅰ단계 Ⅱ단계 Ⅲ단계

수

• 변별하기

• 분류하기

• 짝짓기

• 순서 짓기

• 개수 세기

• 개수 비교하기

• 수 1, 2, 3, 4, 5 알기

• 수 0 알기

• 수 6, 7, 8, 9 알기

• 한 자리 수의 순서 알기

• 한 자리 수의 크기 비교하기

• 19이하의 두 자리 수 알기

• 50이하의 두 자리 수 알기

• 51 이상 100 이하의 수 알기

• 100 이상 1000미만의 수 알기

• 두 자리 수의 크기 비교하기

연산
•구체물 가르기와

모으기

• 수 가르기와 모으기

• 덧셈식 알기

• 합이 9이하인 덧셈하기

• 뺄셈식 알기

• 피감수가 9이하인 뺄셈하기

• 받아 올림이 없는 두 자리

수의 덧셈하기

• 받아 내림이 없는 두 자리

수의 뺄셈하기

• 받아 올림이 있는 덧셈하기

• 받아 내림이 있는 뺄셈하기

도형 •여러 가지 모양알기(Ⅰ)
• 여러 가지 모양 알기(Ⅱ)

• 여러 가지 모양 만들기
• 평면도형 알기

측정

• 여러 가지 사물의

특성 비교하기

• 위치와 방향 알기

• 일과 시간 알기

• 화폐의 종류 알기

• 구체 물을 비교하여 여러

가지 종류의 나타내기

• 시계 알기

• 달력 알기

• 화폐의 액면가 알기

• 길이 재기

• 무게 재기

• 시각 읽기

• 달력 보기

• 화폐 계산하기

표와

그래프
• 조사표 만들기(Ⅰ) • 조사료 만들기(Ⅱ)

• 조사표 만들기(Ⅲ)

• 그래프 그리기

  본 연구는 폴리아의 문제해결 전략을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합하도록 재구성하여 연

구자가 근무하는 창원시 H특수학교의 고등학교과정에 재학 중인 경도장애학생들에게 그 

전략을 훈련시키고 실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도장애학생들의 학습과 실생활에 가

장 유용하게 쓰이고 자립생활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수학 Ⅲ단계 측정 영역의

「생활 속의 측정(2)」-물건값계산하기 단원을 선정하여 지도해 보고자하며, 아래 <표 2>

는 그 세부적인 내용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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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수학 Ⅲ 단계 측정영역 내용체계(교육과학기술부, 2009)

III 단계 단원명 제재명 내용

측정

영역

생활 속의

측정(1)

1) 길이 재기(1)

2) 길이 재기(2)

3) 시각 읽기

4) 화폐 계산하기

• 길이 재기

• 시각 읽기

• 화폐 계산하기

생활 속의

측정(2)

1) 무게 재기

2) 시간 알아보기

3) 달력 보기

4) 물건값 계산하기

• 무게 재기

• 시각 읽기

• 달력 보기

• 화폐 계산하기

3) 특수학교 수학과 교육과정과 일반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비교

  본 연구의 수학 주제 영역인 측정영역의 내용체계를 특수학교 수학과 교육과정과 일

반학교 초등 수학과 교육과정과 비교해 보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특수학교 수학과․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측정영역) 비교

특수학교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측정영역)

일반학교 초등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측정영역)

수준 내 용 학년 내 용

Ⅰ단계

• 여러 가지 사물의 특성 비교하기

• 위치와 방향 알기

• 일과 시간 알기

• 화폐의 종류 알기

초1
• 양의비교

• 시각 읽기

초2

• 시각과 시간

• 길이

• 측정값 나타내기

초3

• 시간

• 길이

• 들이

• 무게

Ⅱ단계

• 구체 물을 비교하여 여러 가지

종류이 양 나타내기

• 시계 알기

• 달력 알기

• 화폐의 액면가 알기
초4

• 각도

• 평면도형의 둘레

•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넓이

• 어림하기(반올림, 올림, 버림)

• 수의 범위(이상, 이하, 초과, 미만)

Ⅲ단계

• 길이 재기

• 무게 재기

• 시각 읽기

• 달력 보기

• 화폐 계산하기

초5
• 평면도형의 넓이

• 무게와 넓이의 여러 가지 단위

초6

• 원주율과 원의 넓이

• 겉넓이와 부피

• 원기둥의 겉넓이와 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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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표 3>과 같이 특수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의 측정영역 내용이 일반학교 초등  2․3학
년 측정영역 내용 수준이다. 구체적 내용면에서는 특수학교 측정영역 학습 내용이 일반

학교 초등 측정영역 학습내용에 비해 더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경도장애학생의 특성

 

 1) 인지적 특성

 경도장애 학생의 인지적 기능과 학습 특성에서 보이는 결함은 주로 빈약한 기억, 느린 

학습속도, 주의집중 문제, 일반화 문제, 동기의 부족 등이 대표적이다. 

 (1) 빈약한 기억

 경도장애학생은 정보를 기억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지결합이 심

할수록 기억의 결함도 심하게 된다. 연구들은 경도장애학생이 특별히 단기기억

(short-term memory)에서 정보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Bray, 

Fletcher, & Turner, 1997). 단기기억 또는 작동기억은 수초 전의 정보에서부터 한두 시

간 전의 정보를 회상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직장에서 수분 전에 

들은 일련의 구체적인 직업과제의 순서를 기억하는 것이 그러한 것에 해당될 수 있다. 

Merrill(1990)은 경도장애학생들이 정보를 자동적으로 회상하는 데 또래의 일반아동들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며, 따라서 한 번에 많은 양의 인지적 정보를 다루는 데 어려움을 

가진다고 보았다. 경도장애학생의 기억능력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많은 일반학생들이 

자연적으로 습득하게 되는 초인지 전략이나 집행통제 전략(예: 시연이나 또는 새로운 정

보를 이전의 관련 정보와 조직화하는 것 등)을 가르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경도장애학생은 그러한 전략들을 자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지만, 기억과 관

련된 과제나 문제해결 과제의 수행 능력을 전략교수법을 통하여 향상시킴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는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Hughes & Rusch,1989)

(2) 느린 학습속도 

 경도장애학생이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학습속도(또는 학습 비율)는 일반아

동들 보다 매우 낮다. 학습속도를 측정하는 데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은 학습기준에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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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걸리는 학습시행 횟수인데, 이것은 경도장애학생이 조력이나 도움을 받지 않고 

학습과제에 정확하게 반응하게 되기까지 걸린 연습의 수나 학습시행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두 가지 형태의 도형을 구별하는 과제에 대하여 일반학생이 피드백을 

받으면서 두세 번 정도의 시행을 하면 습득할 수 있다면, 경도장애학생은 그러한 과제를 

습득하는데 20번 또는 30번의 학습시행이 필요할 수 있다. 경도장애학생은 학습속도가 

훨씬 느리기 때문에 교육자들은 이들의 학습속도에 맞추어 교수도 느리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연구들은 경도장애학생이 ‘빠른 학습(go fast)'을 

배우는 기회가 필요하며 또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제시하기도 한다 (Miller, Hall, 

& Heward, 1995).

(3) 주의집중 문제 

 과제의 중요 부분에 주의집중을 하는 능력(예: 도형의 색깔이나 페이지에서의 위치를 

보는 것보다 도형의 형태를 개관하는 것)은 효율적인 학습자의 특성이다. 경도장애학생

은 흔히 학습과제의 중요한 특성에 주의를 집중하기보다는 그 반대로 부적절한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반적으로 경도장애학생은 학습과제에 지속적으로 

주의집중 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주의집중의 어려움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

을 습득하고, 기억하고, 일반화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경도장애학생을 위한 효과적인 교수법은 중요한 학습자극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과 

더불어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부적절한 자극도 함께 체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

다. 먼저 과제를 단순화하여 그 과제의 주요한 특징에 아동이 주의집중을 하도록 가르치

고 바른 반응에 대해서는 강화를 제공하면서, 점차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로 심화

시켜가는 것이 필요하다. 경도장애학생이 적절한 자극을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주의를 집

중하는 능력은 이러한 과제에 성공적으로 반응하는 경험을 가지게 함으로써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학습의 일반화 

 장애 학생 중에서 특히 정신지체학생은 새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받은 장소나 

상황이 아닌 다른 장소나 환경에서 그러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보인다. 일반학생에게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학습의 일반화나 전이가 정신지체

학생에게는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이 없이는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

수교육 분야에서 최근에 가장 중요한 연구 분야 중의 하나가 정신지체학생의 일반화와 

유지능력을 향상시키는 전략과 방법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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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기의 부족 

 경도장애학생 중에는 학습과 문제해결 과제에 흥미(관심)를 보이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 

얼마간의 경도장애학생은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을 보이는데, 이것은 학습의 

실패를 계속해서 경험한 학생이 자신의 노력에 관계없이 다른 과제에서도 실패할 것이

라고 기대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런 학생은 실패를 회피하거나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자

신에게 매우 낮은 기대를 하며, 과제도 열심히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어려운 

문제나 과제를 만났을 때, 이런 경도장애학생은 과제를 빨리 포기하거나 다른 데로 관심

을 돌리거나 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의존하려한다. 또한 이러한 학생은 외부 

의존성(또는 외적지향성, outer-directedness)이라는 자신만의 문제해결방법을 가지게 되

는데, 그것은 당연한 문제나 과제에 대해 자신의 반응은 신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도

와주거나 해결하주는 것에 의존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낮은 동기는 경도장애학생의 

선천적인 특성이라기보다는 계속적인 실패의 결과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위해 대신 과

제를 해줌으로써 생기는 조력의 의존성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성공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경도장애학생들도 일반학생들과 비슷한 수준의 외부의존성을 가지게 된다

(Bybee & Zigler, 1998). 근래에 들어와 경도장애학생의 자기결정 기술을 강조하는 것은 

경도장애학생으로 하여금 수동적이고 의존적으로 행동하기보다 자신을 신뢰하며 능동적

으로 행동하는 문제해결자로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경도장애 학생들의 인지적 기능과 학습 특성에서 보이는 공통적 결함인 

빈약한 기억, 느린 학습속도, 주의집중 문제, 일반화 문제, 동기부족 등은 정도의 문제겠

지만 일반 학생들에게도 발견될 수 있는 학습 장애 요인들이다. 하지만 경도장애 학생들

에게 이러한 인지적 결함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이므로 특수

학교 교사들은 경도장애 학생들의 학습 특성에 기초한 수학 교수-학습 방법 및 전략을 

특별히 개발하고 적용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그 구체적 사례로 위 <표 3>에 

제시된 특수학교 수학과 교수-학습 방법 중, 문제해결 능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으로써 폴리아의 문제해결 과정 4 단계 전략을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하여 적용해 보고자 한다.  

3. 폴리아의 문제해결 교육론

 1) 폴리아의 문제해결 교육

 폴리아의 문제해결 교육론의 핵심은 수학적 발견술(heuristics)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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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발견술이란 문제해결에서 전형적으로 유용한 발견과 발명의 방법과 규칙, 전략과 전

술을 말한다. 폴리아는 훌륭한 교육은 학생들에게 독자적인 발견의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고, ‘수학적인 발견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발견과 발명의 방법과 그 교육 방법을 체계적

으로 설명한 「어떻게 문제를 풀것인가(How to solve it)」을 1945년에 출간하였다.(황혜

정 외 5인, 2001)  

 학생들은 스스로 이러한 문제해결 과정을 경험하는 가운데 자율적인 문제해결자가 되

어야 한다. 그러나 교사가 아무 도움도 주지 않고 학생 혼자 문제를 풀게 한다면 학생은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다른 한편, 교사가 지나치게 많은 도움을 주면, 이를테면 

결정적인 단서나 풀이 방법을 제시해 주면 학생들은 스스로 할 것이 거의 없게 된다. 학

생들의 문제해결 활동을 효과적으로 자연스럽게 돕기 위해서, 교사는 학생의 사고를 자

극하고 이끌어주는 적절한 수준의 발문과 권고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부족한 장애학생들에게 이러한 ‘수학적 발견

술’, ‘발문과 권고’ 등을 그들에게 맞게 훈련시킴으로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능력을 신장시켜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 발문과 권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폴리아의 수학적 발견술은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을 신장시키

기 위해서 발문과 권고를 강조한다.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독자적으로 

문제해결을 성공적으로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교사는 이때는 학습자가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은 경도장

애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교사는 자칫 전적으로 학습을 돕기 쉬운 경도장애학

생들에게도 안내자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수학교 교사일

수록 인내와 기다림, 그리고 장애학생들이 눈높이에 맞춘 교수-학습 자료를 준비

해야 한다. 이때 학습자들의 성공적 문제해결을 돕기 위한 교사의 도움 중 가장 

효과적이고 필수적인 것이 바로 발문과 권고이다. 이것은 다른 수학교육 연구에

서도 계속적으로 발견된 결과로,  현직수학교사들이 좋은 수학 수업을 위해서 교

사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 중 한 가지로 적절한 발문과 권고를 개발하

고 적용하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다(박만구 외 2명, 2005; 강현영 외 5명, 2011; 

심상길, 2013 ; 김영옥, 2015).

 교사가 학생에게 발문이나 권고를 할 때 그가 의도하는 목적은 보통 두 가지이

다. 첫째는 학생을 도와 당면한 문제를 풀게 하려는 것이고, 둘째는 학생의 능력

을 개발하여 장래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게끔 하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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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학생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하

면 그것은 그의 문제 해결 능력에 다소 보탬이 된다. 같은 발문이 거듭해서 도움

이 된다면 학생은 그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와 비슷한 상황에서도 스

스로 그와 같은 발문을 하도록 유도될 것이다. 본 연구가 폴리아의 문제해결능력 

4단계 전략을 적용시켜 얻고자하는 바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경도장애학생들이 

일련의 훈련과정에서 몇 가지 발문을 자기 것으로 흡수함으로써, 마침내는 적절

한 순간에 적절한 질문을 자신에게 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른 사고 작용을 자

연스럽고 왕성하게 수행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발문과 권고도 모방과 연습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다. 학생들은 교사가 제시하

는 발문과 권고를 반복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자신도 마침내 문제해결과정에서 스

스로 발문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 신장을 도모하고

자 하는 교사는 문제에 대한 흥미를 학생들의 마음속에 스며들게 하고, 그들에게 

문제해결 전략으로써 발문과 권고를 모방하고 연습할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해 

주어야만 한다.  발문은 일반적인 발문이나 권고로부터 시작하여, 필요하다면 학

생들의 마음속에 어떤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때까지 좀 더 특수하고 구체적인 

발문이나 권고를 점차적으로 해 내려와야 한다. 권고는 간단하고 자연스러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심성」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권고는 어떤 독

특한 기술은 아니다. 학생들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면, 권고는 

일반적인 것이어야 하고 당면한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문제에 적용 가능

해야 한다. 발문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환경 아래에서 자주 반복될 수 있도록 짧

아야만 하고 그래야만 학생들에 의해 동화되어 「정신적인 습관」을 개발하는 

데 기여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폴리아, 2002). 폴리아는 그의 책 「어떻게 문

제를 풀것인가(How to solve it)」에서 수학적 문제해결을 위한 사고 과정을 문제이해, 계

획, 실행, 반성의 4단계로 구분하고, 그 단계마다 학생의 문제해결을 돕기 위해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발문과 권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바로 그 발문과 권

고를 경도장애학생들의 수준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연구에 적용하였다.  

4.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수학적 문제해결 연구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적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연구가 이루어 졌다. 그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주제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다음가 같다. 

 권경란(2003)은 자기교시 훈련3)이 수학학습장애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연

3) 과제를 수행할 때 자기 자신에게 말하면서 배우는 인지 훈련 방법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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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특수교육 요구아동으로서의 학습장애 아동은 일반적으로 학업

성취가 낮아 자신감이 낮을 뿐 아니라 성취동기 수준이 낮은 것이 보통인데, 소위 자기

교시훈련 프로그램이 학습장애 아동의 자기효능감을 높여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찾았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장애 아동의 경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전략을 스스로 동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자기교시훈련을 가르친다면 보다 효율적인 학습지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다.

  조형태(2008)는 자기교시 훈련이 장애학생의 수학적 문 해결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

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자기교시 훈련으로 과제를 학습한 학생들은 자기 진술언

어가 스스로 내적 언어를 형성하여 자신의 학습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

의 행동을 스스로 직접 조정할 수 있게 되었고, 학습자의 언어화가 적절한 수행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학습자가 자기가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말하는 

것과 실제로 행하고 있는 활동과의 상호일치가 일어난 것으로, 수학학습장애 학생들도 

수학 문장제 문제 해결에 대한 계속적인 성공에 자신감이 생겨 적극적인 태도가 형성되

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자기교시 훈련이 수학학습장애 학생에게 언어적 자기

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습관을 개발하고 새로운 사태에서 자기 생산적 전략을 탐

구하는 절차를 강조함으로써 독립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학습의 일반화

도 돕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이필애(2007)는 메타인지 학습전략이 초등학교 수학학습장애 학생의 문장제 문제해결

력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메타인지 학습전략 8단계 훈련 안을 독

립변인으로 수학 문장제 문제 해결력과 문제해결 소요시간을 종속변인으로 기초선, 중

재, 유지 단계로 나누어 그 변화를 살펴보았고 자기효능감은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

시하여 그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학학습장애를 지닌 학생의 낮은 학업 성

취도가 학습 전략 훈련으로 개선될 수 있음과 수학 문장제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서화자, 조정연, 김성선(정서․행동장애연구, 2009)은 문제풀이 전략 형 컴퓨터보조학습

(CAI)이 수학학습장애 아동의 문장제 문제해결능력과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연구에

서 긍정적인 결론을 얻었으며, 장영숙(2003)은 컴퓨터 보조학습이 학습장애아동의 수학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컴퓨터 보조학습을 통하여 학습한 아동들의 

수학문제 해결능력이 꾸준히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학문제를 해결하는 학습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전체적으로 학습참여도가 높았으며 주의집중시간이 길

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임소연, 신현기(2005)는 경도장애학생을 위한 문제중심학습을 프로그램 및 적용을 중심

으로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경도장애 학생의 학습과 관련하여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경험론적 입장에서 검토해보고 문제중심학습 수업 모형을 개발하여 학

습자 중심, 실생활이 반영된 복잡하고 비구조화된 문제, 협동학습, 자기주도적인 학습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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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토론중심의 학습, 평가의 다양성 적용 등 7가지로 규명하여서 학습의 효과성을 분석

하였다. 그 결과 교육적 접근방법인 동시에 문제해결전략으로서의 구성주의에 기초한 문

제중심학습모형은 비판적(또는 반성적) 사고 기능,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 협동학습의 

기능이 향상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그들의 특성 즉, 산만하여 주의집중시간이 짧고, 도전하려는 의지가 약하며, 성

취동기가 부족하고, 학습된 무기력증을 가지고 있는 등 이를 개선시킴으로 얻어질 수 있

는 효과(문제해결력 향상, 자기 효능감 증진, 메타인지 향상 등)들을 연구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창원시에 위치한 H특수학교 고등부 1․2․3학년 14개 학급의 82명의 학생들 

중 최소한 수학 문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 수학

담당 교사의 학생에 대한 수학적 능력 판단 조사 및 기초 수학 능력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82명의 학생 중, 수 개념이 없는 46명을 일차적으로 제외 한 후 수 개념은 

있으나 화폐의 의미를 알고 사용하는 능력 및 수학문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모

두를 갖추진 못한 학생 18명을 다시 제외 시켜, 최종적으로 18명의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별된 연구대상 18명 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 <표 4>

와 같다.

<표 4> 연구대상 학생의 일반적 특성

대상

자수
생활 연령

성 별 K-WAIS(지능검사) 수반 장애

남 여 IQ79～70 IQ69∼60 IQ59～50
학습

장애

행동

장애

18명 16세～18세 11명 7명 5명 9명 4명 3명 2명

2. 연구 설계

 본 연구의 목적은 폴리아의 문제해결 과정에 따른 전략을 일반학생이 아닌 경도장애학

생들에게도 적용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폴리아의 문제해결 전략을 경도장애학생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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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수학과 교수-학습 전략으로 재구성하여 적용함으로써 그 효과를 조사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목적을 위해 아래 <표 5>와 같이 연구 설계를 설정한 후 

실행하였다. 

<표 5> 연구설계 

사전 검사
실험 처치

사후 검사
적용 프로그램 적용 방법

기초 수준 검사지

(초급, 중급, 고급)

측정영역-물건값 계산하기

문제를 활용한 폴리아의

문제풀이 전략 학습

개별화 및 수준별 모둠

수업 (주 3회 실시)

문제해결 문제지

(초급, 중급, 고급)

2주 후 1주에 1회

2차 실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들의 사전 기초수학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수학검사지를 

개발하여 적용하였으며, 폴리아의 문제풀이 전략을 이용한 수업을 2주 동안 실시하고 1주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사후수학검사를 실시하였다. 

3. 실험도구 

 1) 사전수학검사지 

  연구대상을 선정한 후, 폴리아의 문제해결 전략을 활용한 수업을 적용하기 전에 연

구대상 학생들의 기초 수학 능력 정도를 사전에 알아보기 위해 특수학교 기본교육과

정 수학Ⅲ 단계「생활 속의 측정(2)」-물건값 계산하기 단원과 초등학교 수학 익힘책 3-

나에서 난이도를 고려하여 초급(덧셈), 중급(덧셈, 뺄셈 혼합), 고급(사칙연산) 수준에 해

당되는 사전수학검사지 <표 6>과 그 평가 기준표<표 7>을 각각 개발한 후 연구대상 학생

들에게 적용하였다. 

<표 6> 사전수학검사지 내용

수준 수학적 능력 문항

초급
덧셈을 사용하여 주어진 문

제를 풀 수 있는가?

영희는 수업 준비물을 구입하기 위해 문구점에 갔습

니다. 필통3500원, 가위1000원, 스케치북1500원, 

연필 300원으로 영희는 총 얼마를 지불해야할까요? 

중급
덧셈과 뺄셈을 사용하여 주

어진 문제를 풀 수 있는가?

큰아버지가 4000원, 삼촌이 3500원의 용돈을 주셨습니다.

그 용돈으로 1540원짜리 크레파스를 사고, 나머지는 저금

을 하였다. 저금한 돈은 얼마입니까?

고급
사칙연산을 사용하여 주어진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은정이는 가지고 있던 돈으로 과일 가게에서 500원짜리

귤 3개와 1500원짜리 배 2개를 샀더니 2500원이 남았습니

다. 은정이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돈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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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사전수학검사 평가 기준표

판 별

(문제해결능력)

평가

점수
평 가 기 준

무
0점

∙ 백지의 경우

∙ 답만 기록되어 있고 틀린 경우

1점 ∙ 문제의 조건을 다소 이용한 흔적이 있는 경우

유

2점
∙ 식을 세워 문제를 풀이하였으나 오답을 유도한 경우

∙ 답은 옳으나 과정이 나타나 있지 않거나, 과정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

3점

∙ 식을 세우는 등 문제 풀이 과정이 정확하게 기술되었으며, 답이 옳게 제시된

경우

∙ 문제 풀이 과정이 정확하나, 정답이 사소한 계산상의 잘못으로 틀린 경우

 2) 경도장애학생들을 위한 폴리아의 문제해결 전략 수업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 18명에게 적용한 폴리아의 문제해결 4단계 전략은 문제해결 각 단

계마다 폴리아가 제시한 발문과 권고 중 경도장애학생에게 적합한 것을 선정하고 그것을 

새롭게 재구성하여 연구대상 학생들의 문제해결 과정에 적용하였다. 그 적용한 발문과 권

고는 다음과 같다.  

  (1) 1 단계 : 문제 이해

 

  경도장애학생들은 주의가 산만한 것이 특징인데 그중 선택적 주의집중에 크게 어려움을 

느끼며, 타인에게 의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므로 1단계(문제 이해)에서 주어진 문제

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발문과 권고를 구성하고 교사는 이를 적극 조력해 주어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먼저 문제를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도록 하며, 읽고 난 후 바

로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 것인지 찾아 밑줄을 긋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다시 한 번 읽으

며 주어진 조건을 차례대로 찾아 번호를 붙이거나 자신만의 방법대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발문 : 문제를 읽고, 구하고자하는 것을 찾아 적어보세요. 

  권고 : 구하고자 하는 것을 밑줄 그어 보자!

  주어진 조건을 찾아 밑줄을 긋거나 번호를 매겨 보세요.

  권고 : 주어진 조건에 번호를 붙여 보자!

  (2) 2 단계 : 계획 작성

   경도장애학생들 학습 내용을 기억․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학습전략이 부족하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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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결국 문제를 대충처리하고 쉽게 포기해 버린다. 본 

연구자는 경도장애 학생들의 이러한 특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2단계(계획 작성)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하여, 한국교육개발원이 제시한 문제해결 전략 중, 그림그리기, 

표 만들기, 규칙성 찾기, 식 세우기 등을 문제유형과 학생특성에 맞게 적절히 유도하여 

적용하였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교사의 역할이 다른 단계보다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많은 부분을 간섭하거나 조력하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발문 : 주어진 조건을 표나 그림으로 나타내어 관계를 파악하여 보세요.

     권고 : 주어진 조건들을 어떻게 할까? 

         구하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할꺼니?

         공통적인 적인 것이 무엇일까?

      발문 : 구하고자하는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세요.

  (3) 3 단계 : 계획의 실행

  경도장애학생들은 학습된 무기력을 갖기 쉽고 낮은 성취수준과 많은 실패경험으로 인하

여 자신이 계획한 전략을 확신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교사는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

로 학생을 조력해야할 것이며,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초반부에는 의도적으로 성공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또한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가 수반되어야 한다. 왜냐면 반복

된 성공경험은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뿐만 아니라 학습의 성공․실패 원인을 자신의 노력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 주는 변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3단계(계획의 실행)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학생들이 자신감을 갖도록 권고를 

수행하였다. 

      발문 : 작성된 계획대로 문제를 풀어 보세요.

      권고 : 앞에서 생각한 대로 자신 있게 해봐!

      발문 :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있나요?

      권고 : 무엇이 잘 못 되었을까?

 (4) 4 단계 : 반성

  일반학생들의 경우 이 단계의 검산과 반성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경도

장애학생의 경우 문제에 대한 전략수행이 바르게 적용되었다면 사소한 계산의 실수는 차 

후 전략을 자기의 것으로 소화시킨 후 반복학습을 통해 바로 잡아 나가도 늦지 않을 것

이다. 그러므로 전략수행 매 단계에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제공하였듯이, 4단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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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제

제 시

(초급)

현진이는 1000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2500원을 어머니께서 2000원을 주셨습

니다. 현진이는 모두 얼마를 가지고 있나요?

단 계 교사 활동 문제 풀이를 위한 학생 활동

문

제

이

해

※ 구하고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 풀이를 위해 가르쳐준 조건은 무

엇입니까?

-현진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가?

-현진이가 가진 돈, 아버지께서 주신

돈, 어머니께서 주신 돈

계

획

작

성

※ 어떻게 풀 것인지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 본인만의 문제풀이방법이 있나요?

※ 모르겠으면 문제를 부분적으로 풀 수

있나요?

※ 전에 비슷한 문제를 풀어 본 일이 있

는지 떠 올려보세요

- 주어진 조건에 번호를 매긴다

- 표를 만들어 더하여야 할 것을 적어

본다.

- 덧셈식을 세워 본다.

계

획

실

행

※ 작성한 계획의 순서에 의하여 한번

계획을 실행해 봅시다.

(문제를 풀어보세요)

- 모형 돈을 활용하여 돈을 세어 본다.

- 덧셈식을 실행하여 본다.

- 계획대로 되었나 생각해 본다.

반

성

※ 자신이 풀이한 과정을 점검해 봅시다.

※ 비슷한 다른 문제도 풀이할 수 있나

요?

- 다시 한 번 풀이해 본다

- 비슷한 문제도 풀 수 있을까 생각하

여 본다.

성)에서도 약간의 실수가 있더라도 결과를 도출한 것에 대한 칭찬과 함께 어느 부분에 실

수가 있었는지 그 해결과정을 천천히 살펴보고 수정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문 : 다시 한 번 더 계산해 보세요.

      권고 : 한 번 더 계산 해 볼까?

      잘못 된 것이나 오류가 있는지 다시 점검해 보세요.

<표 8>  폴리아의 문제풀이  4단계 전략 프로그램 (예시)

1) 사후수학검사지 

  

  실험처치로써 폴리아의 문제해결 전략을 활용한 수업을 적용한 후, 연구대상 학생

들의 수학능력향상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수학검사지와 마찬가지로 사후수학검

사지도 특수학교 기본교육과정 수학Ⅲ 단계「생활 속의 측정(2)」-물건값 계산하기 단원

과 초등학교 수학 익힘책 3-나에서 난이도를 고려하여 초급(덧셈), 중급(덧셈, 뺄셈 혼

합), 고급(사칙연산) 수준에 해당되는 문항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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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사후수학검사지 (초급)

단계 수준 물건 값 계산하기 문제

초급

1단계

두

문장

․덧

셈

한번

1
용우는 문구점에서 500원짜리 공책과 300원짜리 연필을 샀습니다.
총 얼마를 사용했나요?

2
지민이는 슈퍼에서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과 1200원짜리 과자를 샀
습니다. 총 얼마를 사용했나요?

3
경화는 빵가게에서 2300원짜리 식빵과 1200원짜리 쨈을 샀습니다.
총 얼마를 사용했나요?

4
지언이는 서점에서 동화책 6500원짜리와 위인전 5700원짜리를 샀
습니다. 총 얼마를 사용했나요?

5
재현이는 아버지에게 12000원을 어머니에게 5500원을 용돈으로 받
았습니다. 재현이가 받은 용돈은 총 얼마입니까?

2단계

두

문장

이상,

한번

이상

의

덧셈

1
민근이는 꽃가게에서 15000원짜리 꽃다발과 4550원짜리 화분, 1200
원짜리 장미꽃을 샀습니다. 민근이는 꽃을 사기위해 총 얼마를 사용
하였나요?

2
석규는 설날을 맞이하여, 어른들께 세배를 드리고 할아버지께 5000
원을, 할머니께 7000원을 아버지와 어머니께 각각10000원, 8000원을
받았다. 석규가 세배 돈으로 받은 돈은 총 얼마입니까?

3
지원이는 롯데리아에서 2570원짜리 햄버거와 1230원짜리 콜라, 750
원짜리 감자 칩을 주문하였습니다. 점원에게 총 얼마를 주어야 할까
요?

4
혜진이는 서울 삼촌 집에 가기 위해 기차표를 14560원에 구입했습
니다. 그리고 기차 안에서 1200원짜리 계란과 750원짜리 소시지,
1350원짜리 음료수를 샀습니다. 혜진이가 쓴 돈은 총 얼마입니까?

5

지윤이는 내일 소풍을 갑니다. 준비물로 1260원짜리 과자와 2230원
짜리 음료수, 650원짜리 물휴지를 슈퍼에서 샀습니다. 그리고 어머
니께서 9850원짜리 모자를 사주셨습니다. 지윤이는 소풍을 가기 위
해 총 얼마를 사용하였나요?

<표 10> 사후수학검사지 (중급)

단계 수준 물건 값 계산하기 문제

중급

1단계
(덧셈
과 한
번의
뺄셈)

1

세라는 세뱃돈으로 총 35000원을 받았습니다. 부모님 선물로 양말을
사는데 9800원을 사용하고 동생과 아이스크림을 사먹는데 7800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금하였습니다. 세라가 저금한 돈은 총
얼마일까요? 풀이과정과 답을 구하시오

2
민근이는 어머니께 20000원을 받아 심부름을 갔습니다. 슈퍼에서 라면
을 6530원에, 두부를 1200원에, 휴지를 11100원을 주고 샀습니다. 총
얼마가 남았을까요? 풀이과정과 답을 구하시오.

3

재현이는 학교 준비물을 사기위해 어머니께 10000원을 받았습니다. 문
구점에서 1250원 하는 스케치북과 3760원 하는 크레파스와 1740원하
는 싸인펜을 샀습니다. 총 얼마가 남았을까요? 풀이과정과 답을 구하
시오.

4

지원이는 친구들과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놀이기구를 타는데 15800원
을 사용하고 점심으로 돈가스를 먹는데 4850원을 썼습니다. 또 1200원
짜리 음료수를 하나 사 먹었고 총 2450원이 남았습니다. 지원이는 총
얼마를 가지고 있었는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5

석규는 수영장 입장료로 8800원을 내고 수영복을 빌리는데 5400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간식과 음료수를 사는데 7300원을 쓰고 1600원이
남았습니다. 지원이는 처음 얼마를 가지고 수영장에 왔을까요? 풀이과
정과 답을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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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2단계

( 두

문장

이상,

한번

이상

의

덧셈,

뺄셈

혼합

)

1

주영이는 7800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4900원으로 친구의 생

일 선물을 사고 다시 어머니께 2150원을 받았다면, 지금 주영이가 가

지고 있는 돈은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2

진주는 9850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2500원은 색연필을 사고 1500

원은 떡볶이를 사 먹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친구를 만나 빌려준 돈

3000원을 받았다면, 지금 진주가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인지 풀이 과

정과, 답을 구하시오.

3

영숙이는 친구들과 영화관에 갔습니다. 영숙이는 처음에 총 3200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머니께 15000원을 받고 아버지께 5000원을 더 받

았습니다. 영화표를 사는 데 7500원 사용하고 팝콘과 콜라를 사는데

각각 1200원과 700원을 썼습니다. 남은 돈은 얼마인지 풀이 과정과 답

을 구하시오

4

혜진이는 6300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을 하고 용돈으로

3000원을 받아8350원짜리 인형과 4200원짜리 인형 옷을 사려고 하니

돈이 조금 부족하였습니다. 얼마가 더 있어야 할까요? 풀이과정과 답

을 구하시오

5

성희는 아버지 생일을 맞이하여 7500원하는 케이크와 2500원하는 양

말과 1200원하는 편지지를 사고 1300원이 남았다. 생일파티가 끝난 후

아버지께 용돈으로 5000원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 처음 성희가 가지

고 있었던 돈과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각각 얼마인가?

<표 11> 사후수학검사지 (고급)

단계 물건 값 계산하기 문제

고급

1
용훈이는 서점에서 3500짜리 동화책 2권과, 2300원짜리 만화책 3권을 샀습

니다. 총 얼마를 점원에게 주어야 할까요? 풀이과정과 답을 쓰시오

2

동훈이는 어머니 심부름으로 과일을 사러 갔습니다. 550원하는 단감 5개와

750원하는 배 2개, 650원하는 사과 3개를 샀습니다. 총 얼마가 들었나요? 풀

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3

소영이는 롯데리아에서 친구 3명과 생일파티를 하였습니다. 1130원짜리 햄

버거 4개, 970원짜리 콜라 3잔, 890원짜리 사이다 1잔을 주문하였습니다. 총

얼마를 주어야 할까요? 풀이과정과 답을 쓰시오.

4

원식이는 용돈을 7500원을 받아 350원하는 연필 3자루와 1150원하는 공책 2

권과 630원하는 지우개를 사고 남은 돈은 저금하였습니다. 저금한 돈은 얼

마인지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5

어머니는 김밥 재료를 사기위해 마트에 가셨습니다. 1230원하는 어묵 2개와

2400원하는 단무지 1개, 1340원하는 햄 2개, 660원하는 오이 3개를 샀습니

다. 어머니는 점원에게 10000원을 주었습니다. 거스름돈은 얼마일까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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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술형 필답검사 형태인 사후평가에 대한 학생 반응지 채점은 학생들의 풀이과정을 

몇 단계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는 분석적 평가방법을 사용한 최진옥(2007) 연구의 채점

기준표를 참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특수학교 학생들이 아닌 일반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폴리아의 문제해결단계 중 발문학습이 수학적 태도와 학업성취도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분석적 평가방법에 근거한 채점기준표를 적용하였는

데, 본 연구자는 그 채점기준표를 본 연구대상자와 연구 목적에 적합하도록 재구

성하여 적용하였으며, 그 세부적인 채점기준표 내용은 아래 <표 12>와 같다. 

<표 12> 사후수학검사 평가 기준표 

판 별 평가 점수 평 가 기 준

성취

미달

0점
∙ 백지의 경우

∙ 답만 기록되어 있고 틀린 경우

1점 ∙ 문제의 조건을 다소 이용한 흔적이 있거나, 전략을 세우려는 시도가 있는 경우

2점
∙ 식을 세워 문제를 풀이하였으나 오답을 유도한 경우

∙ 적절하지 못한 전략의 사용으로 문제 해결을 잘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 흡 3점
∙ 적절한 전략이 풀이과정에 나타나 있으나 문제의 일부분을 잘못 이해하거나, 몇

가지 조건을 무시한 경우

성취

도달

4점 ∙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여 기술하였으나, 정답이 틀린 경우

5점

∙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여 과정이 정확하게 기술되었으며, 답이 옳게 제시된 경우

∙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여 기술하였으나, 정답이 사소한 계산상의 잘못으로 틀린

경우

III. 연구결과

 1. 사전수학검사 결과 

  1) 사전수학검사 초급단계(덧셈) 검사지 적용 결과 

 연구대상 18명의 학생에 대하여 사전수학검사-초급(덧셈), 중급(덧셈, 뺄셈 혼합), 고급

(사칙연산)-를 실시하고 앞에서 언급한 <표 7> 사전수학검사 평가기준표에 근거하여 학

생들의 반응지를 채점하였다. 먼저 초급단계인 덧셈과 관련된 문제를 18명의 학생들

에게 모두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아래 <표 13>과 같이 18명 중 13명의 학생이 평가점

수 2～3점을 받아  덧셈과 관련된 문제해결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18명 중 5명은 

평가점수 0～1점을 받아 덧셈과 관련된 문제해결 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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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3> 사전수학검사 초급단계(덧셈) 검사지 적용 결과 

평가점수 0점 1점 2점 3점 계

학생수 1 4 8 5 18명

덧셈과 관련된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학생과 덧셈관련 문제해결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학생의 반응지 예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 1]과  [그림 2]와 같다.

[그림 1] 사전수학검사(초급) 평가 점수 3점을 받은 학생의 반응지 예

[그림 2] 사전수학검사(초급) 평가 점수 1점을 받은 학생의 반응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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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전수학검사 중급단계(덧셈, 뺄셈 혼합) 검사지 적용 결과 

 

  초급단계의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13명의 학생들에 대하여 다시 중급단

계인 덧셈, 뺄셈 혼합 문제가 포함된 수학문제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평가점수 2～3점

을 받은 학생은 13명 중 5명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학생들은 모두 평가점수 0∼1점을 

받았다. 즉, 13명 중 5명만이 덧셈과 뺄셈의 혼합 문제에 관한 연산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나머지 학생 8명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하지만 8명의 학생 

반응지를 살펴본 결과, 이 학생들의 직접적 실패 원인은 대부분 덧셈과 뺄셈에 관한 연

산능력 부족보다는 그 전에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식을 바르게 

세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사전수학검사 중급단계(덧셈, 뺄셈 혼합) 검사지 적용 결과 

평가점수 0점 1점 2점 3점 계

학생수 1 7 1 4 13명

[그림 3] 사전수학검사(중급) 평가 점수 2점을 받은 학생의 반응지 예

[그림 4] 사전수학검사(중급) 평가 점수 1점을 받은 학생의 반응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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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전수학검사 고급단계(사칙연산) 검사지 적용 결과 

 

  중급단계의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5명의 학생들에게 고급단계인 사칙

연산에 관한 수학문제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평가점수 2점을 받은 학생은 5명 중 1명만 

해당되었으며, 나머지 4명의 학생들은 모두 평가점수 0점에서 1점을 획득하였다. 이 4명

의 학생들은 아직 사칙연산과 관련된 문제를 풀이하는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었다. 

한편, 2점을 받은 학생 1명의 반응을 살펴보면 구체적 문제해결 전략이 부족하여 문제풀

이 과정에서 오답을 유도하여 2점만을 획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5>사전수학검사 고급단계(사칙연산) 검사지 적용 결과 

평가점수 0점 1점 2점 3점 계

학생수 0 4 1 0 5명

[그림 5] 사전수학검사(고급) 평가 점수 2점을 받은 학생의 반응지 예

[그림 6] 사전수학검사(고급) 평가 점수 1점을 받은 학생의 반응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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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이 앞에서 살펴본 각 수준별 사전수학검사 적용 및 그 결과를 한번 더 종합

적으로 정리해 보면 아래 <표 16>과 같다. 

<표 16> 각 수준별 사전수학검사 적용결과 

단계 학생 수

초급 단계 미달 5명

초급 단계 도달 8명

중급 단계 도달 4명

고급 단계 도달 1명

 2. 폴리아의 문제해결 전략 수업 적용 및 결과

 본 연구는 폴리아의 문제해결 4단계 전략이 경도장애학생들의 수학문제 해결을 위한 

성공적 전략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전수학검사를 통해 수학학습 수준

이 파악된 18명의 연구대상 학생들에게 폴리아의 문제해결 전략에 기초한 수업을 적용하

였다. 문제해결 전략 수업 적용은 연구대상 학생 18명 모두를 사전수학검사결과를 토대

로 한 학습수준과 학습속도를 고려하여 2～3명씩 소그룹으로 구성하고, 그 소그룹에 대

해 폴리아의 문제해결 전략에 기초한 ‘수학문제해결 전략 수행 문제지’를 적용하였다. 

  수학문제해결 전략 수행 문제지는 초급, 중급, 고급단계로 나누어 개발되었으며, 초급

과 중급은 다시 그 문제의 난이도에 의해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지고 각 단계별 수학문

제해결 전략 수행 문제지는 5개의 수학문제로 구성되었다. 

<표 17> 수학문제해결 전략 수행 문제지 구성 

수준 단계 문제구성 내용 문항 수

초급
1 두 문장, 덧셈 한번 5

2 두 문장이상, 한번이상의 덧셈 5

중급
1 덧셈과 한 번의 뺄셈 5

2 두 문장이상, 한번이상의 덧셈, 뺄셈 혼합 5

고급 덧셈, 뺄셈, 곱셈 혼합 5

 

 폴리아의 문제해결 전략에 기초한 수학문제해결 전략 수행 학습은 각 수준-단계별로 

최대 5회까지 반복 학습이 실시되었다. 이때 각 수준-단계별 학습에서 사용된 5개의 문

항들에 대해 각각 1점씩 배점을 부여하여, 앞 <표 12>에서 제시한 사후수학검사 평가 기

준표에 의거하여 점수를 계산했을 때, 학생이 연속해서 평가점수 4점 이상을 획득한 경

우에는 그 단계 성취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별하여 그 다음 수준-단계로 넘어가 수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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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반면에, 그 해당 수준-단계에서 연속하여 2회 평가점수 2점 이하를 받은 경

우에는 그 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그 해당 수준-단계의 학습을 평가점

수 4점 이상 받을 때 까지 최대 5회까지 반복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회 때 까

지 평가점수 4점 이상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학생은 그 해당 수준-단계의 성취수

준에 최종적으로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별하였다. 이상과 같은 수준-단계별 성취수준 

판별기준을 정리하면 다음<표 18>과 같다. 

<표 18> 수준-단계별 성취수준 판별 기준

성취수준 도달 유무 판별 기준 비 고

유
연속하여 3회 평가점수 4점

이상 받은 경우

환산 점수 3점은 성공과

실패의 중간 단계로 반복

학습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별함
무

연속하여 2회 환산 점수 2점

이하 받은 경우

가. 사전검사 결과 초급단계 성취수준 미달 학생(5명)의 폴리아의 문제해결 전략 적용 수

   업 결과

 사전 검사 결과 초급단계 환산 점수 1이하인 학생을 초급 1단계와 2단계를 반복 훈련시

켰다. 초급 1단계에서는 5명의 학생 모두 Polya의 문제풀이 4단계 전략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보였으나 초급 2단계에서는 3～5회의 반복 학습이 요구되었다. 전략 수

행 및 실시 기간이 완료 된 후 5명의 학생 중 4명의 학생은 초급 단계의 문제를 Polya의 

문제풀이 4단계 전략에 따라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었다. 그러나 1명의 학생은 Polya의 

문제풀이 4단계 전략을 적용하는 데 실패하였다. 그 이유는 문장 속에서 구하고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어진 조건 등을 찾아내는 데 어려움이 있어 교사의 도움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였다. 또한 초급단계 전략 수행을 마친 4명의 학생 중 2명의 학생은 Polya의 문제

풀이 4단계 전략을 적용하여 중급-1단계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었다. 이들 5명 학생의 

문제해결 전략 적용 수업 후, 최종 적으로 도달한 성취수준을 정리하면 아래 <표 19>와 

같다.

<표 19>  사전검사 결과 초급단계 성취수준 미달 학생의 수업적용 결과  (사후검사)

학 생 명
연속하여 3회 환산 점수

4점 이상 받은 단계

연속하여 2회 환산 점수 2점

이하 받은 단계
최종 성취수준

학생 1 초급 2 단계 중급1 단계 초급

학생 2 초급 1 단계 초급2 단계 초급미달

학생 3 초급 2 단계 중급2 단계 초급

학생 4 초급 2 단계 중급1 단계 초급

학생 5 초급 2 단계 중급1 단계 초급

  초급단계 성취수준에 도달하고 중급단계에는 미달한 4명 중, ‘학생1’의 반응지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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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살펴보면 아래 [그림 7], [그림 8]과 같다.

 [그림 7] ‘학생1’의 초급 2 단계 문제 풀이 반응지 

[그림 8] ‘학생1’ 의 중급1 단계 문제 풀이 반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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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명
연속하여 3회 환산 점수 4점

이상 받은 단계

연속하여 2회 환산 점수

2점 이하 받은 단계

최종 성취

수준

학생 6 중급 1단계 중급2 단계 초급

학생 7 중급 1단계 중급2 단계 초급

학생 8 중급 1단계 중급2 단계 초급

학생 9 고급 단계의 모든 문제 - 고급

학생 10 고급 단계의 모든 문제 - 고급

학생 11 고급 단계 1번, 2번, 3번 문제 고급 단계 4번 문제 중급

학생 12 고급 단계 1번, 2번, 3번 문제 고급 단계 4번 문제 중급

학생 13 고급 단계 1번, 2번, 3번 문제 고급 단계 4번 문제 중급

나. 사전검사 결과 중급단계 성취수준 미달 학생(8명)의 폴리아의 문제해결 전략 적용 수

   업 결과

 사전 검사 결과, 초급단계 수준에는 도달하였으나, 중급단계 환산 점수 1이하인 학생 8

명을 초급 1, 2단계 학습을 다시 실시 한 후, 중급 1, 2 단계를 반복 훈련시켰다. 중급 1

단계에서는 학생 8명 모두 Polya의 문제풀이 4단계 전략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보였으나, 중급 2단계에서는 아래 <표 20>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학생 9부터 학생 13

까지만 중급 2단계에 도달하고, 나머지 학생 6, 학생 7, 학생 8은 중급 2단계 문제해결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초급단계 성취수준에 머무르게 되었다. 한편, 

중급 단계 성취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된, 학생 9, 학생 10, 학생 11, 학생 12, 학생 

13까지 5명의 학생들에게는 곧바로 고급 단계의 학습이 반복 훈련되었는데, 학습결과 5

명 중 2명(학생, 9,  학생 10)이 고급단계의 성취수준에 곧바로 도달하였고, 나머지 3명

(학생 11, 학생 12, 학생 13)은 곱셈을 덧셈 식으로 변환시켜 지도하였을 때에만 전략을 

수행할 수 있었고, 곱셈, 뺄셈, 덧셈의 세가지 연산이 홉합되어 있는 고급 단계 문제해결

에는 실패하여 중급단계 수준에 머무르게 되었다.  

<표 20> 사전검사 결과 중급단계 성취수준 미달 학생의 수업적용 결과 (사후검사)

 

  이 학생들 중, 최종적으로 중급 단계 성취수준에 도달한 학생의 반응지 예로 ‘학

생 11’의 반응지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 9]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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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명
연속하여 3회 환산 점수 4점

이상 받은 단계
연속하여 2회 환산 점수
2점 이하 받은 단계

최종 성취수준

학생 14 고급단계 1번, 2번 3번 문제 고급 4번 문제 중급

학생 15 고급단계 1번, 2번 3번 고급단계 4번 문제 중급

학생 16 고급단계의 모든 문제 - 고급

학생 17 고급단계의 모든 문제 - 고급

[그림 9] ‘학생 11‘의 고급 단계(곱셈식 계산 오류) 문제 풀이 반응지 

나. 사전검사 결과 고급단계 성취수준 미달 학생(4명)의 폴리아의 문제해결 전략 적용 수

업 결과

 사전 검사 결과 고급단계 환산 점수 1이하인 학생 4명을 Polya의 문제풀이 4단계 전략

을 습득하게 하기 위해서 초급 1· 2단계, 중급 1·2 단계를 거쳐 고급 단계를 반복 훈

련시켰다. 고급 단계 문제 1번부터 3번까지는 덧셈과 곱셈의 혼합으로 구성된 문제로 4

명중 2명은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도장애학생의 특성에 의해 사소한 계산 실수가 빈번히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결론적으로는 문제해결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구구단을 활

용하여 문제풀이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2명은 곱셈을 덧셈식으로 바꾸어 실행함

으로써 문제 풀이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이들 2명의 학생은 고급 단계 4번과 5번(덧

셈, 뺄셈, 곱셈 혼합)의 문제는 전략계획 단계에서 오류를 범하여 풀이를 제대로 하지 못

하였다. 이들 4명의 학생의 최종 성취수준 도달 여부를 정리하면 아래 <표 21>와 같다. 

<표 21>사전검사 결과 고급단계 성취수준 미달 학생의 수업적용 결과(사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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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학생 중, 고급단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학생의 반응지 예는 아래 [그림 10]과 같

다. 

[그림 10] 고급 단계 성취수준 도달 학생의 문제 풀이 반응지 

  지금까지 기술한 경도장애학생 18명의 폴리아 문제해결 전략 적용 수업 후, 수학 성취

도 결과를 다시 한번 더 각 수준별로 정리해 보면 아래 <표 22>과 같다. 사전검사 결과 

고급단계에 도달한 학생 1명에게 폴리아의 문제해결 전략 적용 수업을 초급부터 고급까

지 모두 적용한 결과 고급단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최종적으로 수학 성취

수준이 고급단계로 결론지어 졌다. 그리고 사전검사에서 고급단계에 도달하지 못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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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아의 문제해결 전략 적용 수업을 수행한 후에 고급단계에 도달한 학생 4명이 추가

로 포함되어 최종적으로 연구대상 18명의 학생 중에서 5명의 학생이 고급단계의 수학 성

취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폴리아의 문제해결 적용 수업 후, 최종적으로 중급

단계 수준에 도달한 학생은 18명의 학생 중, 5명의 학생이 중급수준에 도달하게 되었으

며, 나머지 8명의 학생 중에서 1명만이 폴리아의 문제해결 적용 수업 후에도 여전히 초

급단계에도 미달하여 최종적으로 7명의 학생이 초급단계 성취 수준에 도달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2> 폴리아의 문제해결 전략 적용 수업 후, 각 수준별 수학성취도 도달 결과 

단계 학생 수

초급 단계 미달 1명

초급 단계 도달 7명

중급 단계 도달 5명

고급 단계 도달 5명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사전 검사 결과와 폴리아의 문제해결 적용 수업 실시 후, 

연구대상 학생들에게 실시한 수학성취도 검사(사후검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아래 <표 

23>과 같이 초급단계 미달 학생수가 5명에서 1명으로 감소하였으며, 반면에 중급과 고급

단계에 도달한 학생수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연구대상 학생들의 수학성취도 수준이 향

상되었다고 판단된다. 이것은 폴리아의 문제해결 적용 수업이 경도장애학생들의 문제해

결 학습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표 23>  사전-사후 수학성취도 검사 결과 비교

단계 사전검사 학생 수 사후검사 학생 수

초급 단계 미달 5명 1명

초급 단계 도달 8명 7명

중급 단계 도달 4명 5명

고급 단계 도달 1명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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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Polya의 문제 풀이 4단계 전략 훈련이 경도장애학생의 수학과 교수-학습 전

략으로 재구성될 수 있고 수학학습에 효과적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그 연

구 결과를 바탕으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Polya의 문제 풀이 4단계 전략은 일반학생들 뿐만 아니라 경도장애학생들을 위한 

수학과 교수-학습 전략으로도 재구성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한 경

도장애학생들이 수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Polya의 문제 풀이 4단계 전략이 요구하는 

대로 문제를 정확히 읽고, 요구하는 사항에 밑줄을 긋거나 번호를 매겨 정보를 표시하고 

문제 유형을 파악하여 풀이를 위한 도표나 식을 세워 정밀하게 계산하며, 확실한 답을 

찾아 검산하고, 답을 씀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연구에서 사용한 Polya의 문제 풀이 4

단계 전략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도장애학생에게 적합한 발문을 반복적으로 제

공하고 동시에 문제풀이과정을 알기 쉽게 도식화함으로써 학습자에게 필요한 전략을 제

시해 주었다. 이러한 전략 훈련을 과제해결과정에 있어 계속 사용하게 함으로써 문제해

결을 분명히 파악하게 되고 문제 풀이과정을 단계적으로 이해하게 되어 경도장애학생들

이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이 입증되었다.

 둘째, Polya의 문제해결 4단계 전략 훈련이 경도장애학생들의 수학 학습 성취도에 긍정

적으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경도장애 학생들의 사전 수학 성취도 수준 검사 후, 폴

리아의 문제해결 적용 수업 적용 후 실시한 사후 수학 성취도 수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사후 검사 결과가 현저히 향상되어 폴리아의 문제해결 4단계 전략이 경도장애 학생들의 

수학 성취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수학 학습지도 과정에서 Polya의 문제 풀이 4단계 전략 훈련

을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경도장애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전략을 

제시해 주었으며, Polya의 문제 풀이 4단계 전략 훈련을 완전 학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수학문제 해결능력이 많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도장애학생들이 

학습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감에 따라 자신의 노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

음을 알게 되었고, 더불어 자신감과 학습 의욕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후속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결론으로 보아 Polya의 문제 풀이 4단계 전략은 경도장애학생의 수학

과 교수-학습 지도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문제풀이 전략을 경도장

애이외의 장애학생들에게도 확대․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수학문제 중에서도 「측정-물건 값 계산하기」영역에만 국한되었기 때

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도형, 표와 그래프, 기타 측정영역과 같은 다른 영역의 문장제 문



한 경 화 · 김 영 옥284

제를 포함하는 전략 개발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 수학 문제에 대한 태도, 학업 

성취도, 자아개념 등이 어떻게 변화되는 지를 연구해 보는 것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

다. 

 마지막으로, Polya의 문제 풀이 4단계 전략의 효과가 유지되고 일반화될 수 있도록 수

학담당교사 뿐 아니라 학급 담임 교사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를 통하여 학생들이 배운 

전략을 생활 속에서도 꾸준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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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3>. 수학Ⅲ「생활 속의 측정(2)」-물건값계산하기(초급)

Polya의 문제해결 4단계 문제 해결 능력 검사지(초급)

     학교   고등부 (      )학년  (      )반   이름 : 

[문제]영희는 수업 준비물을 구입하기 위해 문구점에 갔습니다. 필통3500

원, 가위1000원, 스케치북1500원, 연필 300원으로 영희는 총 얼마를 지불해

야할까요? (덧셈식)

<부록 1-2> 수학Ⅲ「생활 속의 측정(2)」-물건값계산하기(중급)

Polya의 문제해결 4단계 문제 해결 능력 검사지(중급)

    학교   고등부 (      )학년  (      )반   이름 : 

[문제]큰아버지가 4000원, 삼촌이 3500원의 용돈을 주셨습니다. 그 용돈으로 

1540원짜리 크레파스를 사고, 나머지는 저금을 하였다. 저금한 돈은 얼마입니

까? (덧셈과 뺄셈 혼합)

<부록1–3> 수학Ⅲ「생활 속의 측정(2)」-물건값계산하기(고급)

Polya의 문제해결 4단계 문제 해결 능력 검사지(고급)

       학교   고등부 (      )학년  (      )반   이름 : 

[문제]은정이는 가지고 있던 돈으로 과일 가게에서 500원짜리 귤 3개와 1500원짜

리 배 2개를 샀더니 2500원이 남았습니다. 은정이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돈은 얼

마인가요? ( 사칙연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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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1>  전략 수행 및 사후 검사 문제

   수학Ⅲ「생활 속의 측정(2)」- 물건 값 계산하기 문제 목록(초급)

단계 수 준 물건 값 계산하기 문제

초급

단계

1단계

(두문장․

덧셈한번)

1
용우는 문구점에서 500원짜리 공책과 300원짜리 연필을 샀습니다.

총 얼마를 사용했나요?

2
지민이는 슈퍼에서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과 1200원짜리 과자를

샀습니다. 총 얼마를 사용했나요?

3
경화는 빵가게에서 2300원짜리 식빵과 1200원짜리 쨈을 샀습니다.

총 얼마를 사용했나요?

4
지언이는 서점에서 동화책 6500원짜리와 위인전 5700원짜리를 샀

습니다. 총 얼마를 사용했나요?

5
재현이는 아버지에게 12000원을 어머니에게 5500원을 용돈으로 받

았습니다. 재현이가 받은 용돈은 총 얼마입니까?

2단계

( 두 문장

이상,

한번

이상의

덧셈)

1

민근이는 꽃가게에서 15000원짜리 꽃다발과 4550원짜리 화분,

1200원짜리 장미꽃을 샀습니다. 민근이는 꽃을 사기위해 총 얼마를

사용하였나요?

2

석규는 설날을 맞이하여, 어른들께 세배를 드리고 할아버지께 5000

원을, 할머니께 7000원을 아버지와 어머니께 각각10000원, 8000원

을 받았다. 석규가 세배 돈으로 받은 돈은 총 얼마입니까?

3

지원이는 롯데리아에서 2570원짜리 햄버거와 1230원짜리 콜라,

750원짜리 감자 칩을 주문하였습니다. 점원에게 총 얼마를 주어야

할까요?

4

혜진이는 서울 삼촌 집에 가기 위해 기차표를 14560원에 구입했습

니다. 그리고 기차 안에서 1200원짜리 계란과 750원짜리 소시지,

1350원짜리 음료수를 샀습니다. 혜진이가 쓴 돈은 총 얼마입니까?

5

지윤이는 내일 소풍을 갑니다. 준비물로 1260원짜리 과자와 2230

원짜리 음료수, 650원짜리 물휴지를 슈퍼에서 샀습니다. 그리고 어

머니께서 9850원짜리 모자를 사주셨습니다. 지윤이는 소풍을 가기

위해 총 얼마를 사용하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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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2 > 전략 수행 및 사후 검사 문제

  수학Ⅲ「생활 속의 측정(2)」- 물건 값 계산하기 문제 목록(중급)

단계 수 준 물건 값 계산하기 문제

중급

단계

1단계

( 덧 셈과

한 번의

뺄셈 )

1

세라는 세뱃돈으로 총 35000원을 받았습니다. 부모님 선물로 양말을 사는데

9800원을 사용하고 동생과 아이스크림을 사먹는데 7800원을 썼습니다. 그리

고 나머지는 저금하였습니다. 세라가 저금한 돈은 총 얼마일까요? 풀이과정

과 답을 구하시오

2

민근이는 어머니께 20000원을 받아 심부름을 갔습니다. 슈퍼에서 라면을

6530원에, 두부를 1200원에, 휴지를 11100원을 주고 샀습니다. 총 얼마가 남

았을까요? 풀이과정과 답을 구하시오.

3

재현이는 학교 준비물을 사기위해 어머니께 10000원을 받았습니다. 문구점

에서 1250원 하는 스케치북과 3760원 하는 크레파스와 1740원하는 싸인펜

을 샀습니다. 총 얼마가 남았을까요? 풀이과정과 답을 구하시오.

4

지원이는 친구들과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놀이기구를 타는데 15800원을 사

용하고 점심으로 돈가스를 먹는데 4850원을 썼습니다. 또 1200원짜리 음료

수를 하나 사 먹었고 총 2450원이 남았습니다. 지원이는 총 얼마를 가지고

있었는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5

석규는 수영장 입장료로 8800원을 내고 수영복을 빌리는데 5400원을 주었

습니다. 그리고 간식과 음료수를 사는데 7300원을 쓰고 1600원이 남았습니

다. 지원이는 처음 얼마를 가지고 수영장에 왔을까요? 풀이과정과 답을 구

하시오

2단계

( 두

문장

이상,

한번이상

의 덧셈,

뺄셈

혼합 )

1

주영이는 7800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4900원으로 친구의 생일 선

물을 사고 다시 어머니께 2150원을 받았다면, 지금 주영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2

진주는 9850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2500원은 색연필을 사고 1500원은

떡볶이를 사 먹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친구를 만나 빌려준 돈 3000원을

받았다면, 지금 진주가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인지 풀이 과정과, 답을 구하

시오.

3

영숙이는 친구들과 영화관에 갔습니다. 영숙이는 처음에 총 3200원을 가지

고 있었는데, 어머니께 15000원을 받고 아버지께 5000원을 더 받았습니다.

영화표를 사는 데 7500원 사용하고 팝콘과 콜라를 사는데 각각 1200원과

700원을 썼습니다. 남은 돈은 얼마인지 풀이 과정과 답을 구하시오

4

혜진이는 6300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을 하고 용돈으로 3000

원을 받아8350원짜리 인형과 4200원짜리 인형 옷을 사려고 하니 돈이 조금

부족하였습니다. 얼마가 더 있어야 할까요? 풀이과정과 답을 구하시오

5

성희는 아버지 생일을 맞이하여 7500원하는 케이크와 2500원하는 양말과

1200원하는 편지지를 사고 1300원이 남았다. 생일파티가 끝난 후 아버지께

용돈으로 5000원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 처음 성희가 가지고 있었던 돈과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각각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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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3 > 전략 수행 및 사후 검사 문제

   수학Ⅲ「생활 속의 측정(2)」- 물건 값 계산하기 문제 목록(고급)

단계 물건 값 계산하기 문제

고급

단계

1
용훈이는 서점에서 3500짜리 동화책 2권과, 2300원짜리 만화책 3권을 샀

습니다. 총 얼마를 점원에게 주어야 할까요? 풀이과정과 답을 쓰시오

2

동훈이는 어머니 심부름으로 과일을 사러 갔습니다. 550원하는 단감 5개

와 750원하는 배 2개, 650원하는 사과 3개를 샀습니다. 총 얼마가 들었

나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3

소영이는 롯데리아에서 친구 3명과 생일파티를 하였습니다. 1130원짜리

햄버거 4개, 970원짜리 콜라 3잔, 890원짜리 사이다 1잔을 주문하였습니

다. 총 얼마를 주어야 할까요? 풀이과정과 답을 쓰시오.

4

원식이는 용돈을 7500원을 받아 350원하는 연필 3자루와 1150원하는 공

책 2권과 630원하는 지우개를 사고 남은 돈은 저금하였습니다. 저금한

돈은 얼마인지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5

어머니는 김밥 재료를 사기위해 마트에 가셨습니다. 1230원하는 어묵 2

개와 2400원하는 단무지 1개, 1340원하는 햄 2개, 660원하는 오이 3개를

샀습니다. 어머니는 점원에게 10000원을 주었습니다. 거스름돈은 얼마일

까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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