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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수학문제해결과정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

면 좋을까”에 대해 떠오르는 순간적인 아이디어

를 우리는 흔히 직관이라고 하며, 영감, 통찰이

라는 용어와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직관이 무엇인가와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직관이 수학

적 발견과 문제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을 주장해왔다(Poincaré, 1914; Maitland 역, 2013;

Fischbein, 1999; 이대현, 1999).

수학적 발견과 문제해결에 있어 직관의 중요

성과 더불어 직관에 대한 교육과 경험의 중요성

이 주장되기도 하였다. Suppes(1965)는 수학적 증

명을 찾고 얻기 위해서는 직관을 발전시키는 것

이 중요하기에 이른 시기부터 훈련의 기회를 주

어야 한다고 하였고, 류희찬, 류성림(1997)은 수

학에서의 직관의 네 가지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찾고 수학교육에서 그 의의를 제시하였다.

또한, Fischbein(1987, 우정호 외 역, 2010; 1999)

은 직관의 형성에 경험이 근본적인 역할을 하고,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잘못된 직관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교사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직관을 형성하는 데에 경험과 교육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올바른 

직관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의미 있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직관

은 주변 환경, 즉 사회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직관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Fischbein의 직관의 기원에 따른 분

류인 일차적 직관(정상적인 일상의 경험에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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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문제해결에서 직관은 문제해결의 실마리,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중요한 인지로 논리와 

함께 그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왔다. Fischbein은 직관을 기원에 따라 일차적 직관과 이차

적 직관으로 분류하고, 직관에 있어서 개인의 경험과 학교 교육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고 있

다. 이러한 선행 연구에서 직관이 사회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직관의 사회적 성격을 표면적으로 드러낸 도덕 심리학자 Haidt의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을 수

학문제해결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수학문제해결과 직관 교육에 있어서 다음과 같

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수학문제해결에서도 직관의 사회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

다. 둘째,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을 변형하여 직관이 작용하는 수학문제해결과정을 모델화할 

수 있었다. 셋째, 수학문제해결에서 직관이 중요하고, 직관에 관한 의미 있는 경험이 교육적

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직관의 강건함과 전체성 등으로 인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 직관

을 확인하는 교육, 즉 메타인지를 강조한 직관 교육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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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직관)과 이차적 직관(교육적 개입으로 획득

되는 직관)의 개념을 통해서, 직관의 지도와 직

관의 오류를 줄이기 위한 교육적 방안에 관한 

선행 연구(박미애, 2013; 류희찬, 류성림, 1997;

이대현, 2001, 2015)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직관에 관한 사회적 영향을 다룬 연구가 

도덕 심리학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다. 2001년 발

표된 J. Haidt의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이 그것이

다. J. Haidt의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은 도덕적 

판단을 상황 → 직관 → 판단 → 추론(세부 경로

는 [그림 Ⅱ-2])의 단계로 보고, 그 과정에서의 

도덕적 직관, 도덕적 정서, 사회적 영향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은 

도덕적 판단의 인과적 요소로 도덕적 직관을 보

고 있다는 점과 도덕적 판단에 대한 직관적, 정

서적, 사회적 측면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

이다.

수학교육의 직관에 관한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사회적 직관’ 주의와 같이 직관의 사회성을 표

면화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연구자는 수학교육 

속‘직관’에서 사회적 직관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수학에서 문제는 하나의 상황으로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있지만, 즉각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대현, 최승현, 2011; 신현성, 김경희,

1999)으로 어떠한 도덕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

황과 유사하다. 또한, 수학문제해결은 문제를 풀

기 위한 과정과 결과를 포함하기 때문에(신현성,

김경희, 1999) 도덕적 판단의 과정을 수학문제해

결과 연결 지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Haidt의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의 주요 개념을 수학문제해결의 측면에서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수학문제해결에 대한 이

해를 깊게 하고, 수학문제해결과 직관 교육에 대

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Ⅱ. J. Haidt의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

Haidt는 2001년 ‘The Emotional Dog and Its

Rational Tail: A Social Intuitionist Approach to

Moral Judgment’1)라는 논문을 통해 사회적 직관

주의 모델을 제안했다. 이 장에서는 사회적 직관

주의 모델의 등장 배경과 주요 개념을 살펴보고

자 한다.

1.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의 배경

1960년대 이성주의와 인지주의를 바탕으로 한 

Kohlberg의 합리주의는 도덕교육에 많은 시사점

을 주었지만, 인지적 발달(이성)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직관주의는 이성

과 정서를 분리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지의 형태를 추론과 직관으로 구분하

고, 추론이 정서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양

해성, 2015).

직관주의에서의 도덕적 직관의 의미는 진리 

인식의 주체의 능력으로 정의되고, 이것으로 파

악된 도덕적 진리는 자명하고 증명 불가능하다

는 측면에서 같은 견해를 보이는 점도 있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Haidt의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은 이러한 점에서 직관에 대해 심

층적으로 다루고 있다(박병기, 김민재, 2012).

Haidt(2001)는 합리주의 모델이 도덕적 판단에

서 이성만을 강조했다는 점과 직관주의가 도덕

적 정서(도덕적 직관)를 포함하고는 있지만 도덕

적 판단을 전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

서 한계를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

안으로서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을 제안하였다.

1) Haidt의 논문은 2003년 ‘도덕적 판단에 관한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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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의 개념

Haidt(2001)는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에 사용되

는 도덕적 판단(Moral judgment), 도덕적 추론

(Moral reasoning), 도덕적 직관(Moral intuition)이

라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도덕적 판단

은 ‘행동에 대한 평가(옳고 그름) 혹은 사람의 

특성’이다. 도덕적 추론과 도덕적 직관에 대한 

개념은 직관체계와 추론체계의 특징 비교를 통

해 설명하고 있다.

직관체제

(intuition system)

추론체제 

(reasoning system)

•신속하고 노력 없음

•비의도적이고 자동적임

•단지 결과만 인식

•주의 깊은 자료가 요

구 되지 않음

•평행적 배분과정

•은유적, 총체적 사고

•맥락 의존적

•기반 의존적임

•모든 포유동물에 공통

적으로 있음

•느리고 노력 있음

•의도적이고 통제가능

•과정을 의식할 수 있음

•한정된 주의 깊은 자

료 필요

•연속적인 과정

•분석적, 진실 보존적  

사고

•맥락 독립적

•기반 독립적

•인간은 2세 이후 가능,

훈련받은 약간의 원숭

이도 가능

<표 II-1> 직관체제와 추론체제의 특징 비교

(Haidt, 강인구 역, 2003)

Haidt(2001)는 도덕적 직관이 약간의 선천적인 

기초와 물질적 경험으로부터 은유적 확장에 의

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직관의 기원에

는 내재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이 있고, 직관의 

발달은 선택적인 상실, 관습복합체에 몰두, 또래 

집단에 의해 발달한다. Haidt(2012)는 사회적 직

관주의의 기반이 되는 보편적인 직관으로 배려

(care)/위해(harm), 공정(fairness)/부정(cheating), 충

성심(loyalty)/배신(betrayal), 권위(authority)/전복

(subversion), 신성함(sanctity)/퇴폐(degradation)의 5

가지 직관을 들고 있다. Haidt는 실험을 통해 이

러한 직관이 경험 이전에 선천적으로 내재된 것

으로, 도덕적 판단의 상황을 마주하였을 때 감정

적이고 직관적인 반응과 평가를 이끌어낸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도덕적 직관은 문화적으로 

수정, 억제, 강화와 같은 상호작용에 의해 발달

된다(양해성, 2015).

[그림 II-1]은 도덕적 판단의 합리주의 모델로 

상황 → 추론 → 판단이 인과적으로 일어나며,

정서2)는 점선으로 표시하여 가끔씩 투입됨을 보

이고 있다.

[그림 II-1] 도덕적 판단의 합리주의 모델 

(Haidt, 2001, p. 815)

반면에, [그림 II-2]의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에

서는 도덕적 판단이 정서에 영향을 받은 도덕적 

직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후에 도덕적 추론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2) 강인구(2003), 양해성(2015)은 Haidt(2001)의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에서의 ‘affect’를 ‘정서’라고 번역하였
다. 한편, 수학교육 관련 연구에서 김선희(2013), 이종희, 김기연, 김수진(2011)은 ‘affect'를 ‘정의’로, 전평
국(1991)은 ‘emotion'을 ‘정서’로 번역하고 있다. Haidt는 `affect'의 의미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으나, 정서적인 원자가(affective valence)로 옳고 나쁨(good-bad),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like-dislike)을 들
고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affect는 emotion에 가까워 ‘정서'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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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2] 도덕적 판단의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Haidt, 2001, p. 815)

이때,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의 ‘사회적’이라는 

것은 (3), (4)와 관련된 것으로 도덕적 판단이 사

회적인 맥락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은 (1)∼(6)의 링크(Link

s)3), 즉 과정을 거치는데, (1)∼(4)의 링크는 사회

적 직관주의 모델에 우선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고, 링크 (5)와 (6)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고 합리

주의와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 (1)∼(6)의 링크

(Links)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은 직관적 

판단 링크(The intuition judgement link)로 아무런 

노력 없이 자동적으로 도덕적 판단이 일어나는 

과정이다. (2)는 사후 추론 링크(The post-hoc

reasoning link)로 도덕적 판단 후에 자신이 결정

한 판단을 지지하기 위해 관련 주장을 탐색하는 

것이다. (3)은 추론된 설득 링크(The reasoned

persuasion link)로 도덕적 판단을 언어적으로 정

당화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다. 즉, 자신의 도덕적 추론이 타인의 직관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이다. (4)는 사회적 설득 링크(The

social persuasion link)로 추론에 의한 설득이 아

닌 자신의 판단이 다른 사람의 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5)는 추론된 판단 링크(The

reasoned judgement link)로 초기 직관과 모순되는 

논리에 의해 판단을 하는 것이다. (6)은 사적인 

반성적 사고 링크(The private reflection link)로 초

기 직관적 판단과 모순되는 새로운 직관이 자발

적으로 활성화되는 과정이다(Haidt, 강인구 역,

2003).

3.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의 특징

앞에서 살펴본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의 특징

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적 직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도덕적 직관이 도덕적 추론보다 우선한다. 도덕적

추론은 도덕적 판단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된다.

둘째, 직관의 사회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한 사람의 도덕적 판단과 추론은 다른 사람

의 도덕적 직관에 영향을 미쳐 직관이 다른 사

람의 영향을 받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

한 것이다. Haidt(2001)는 직관을 내재적이고 문

화화된 것으로 보고, 직관들의 선택적인 상실,

관습복합체에 몰두, 또래집단 사회화 등을 통해 

문화적으로 수정, 강화, 억제된다고 설명하였다

셋째, 도덕적 판단에서 초기 직관의 변화는 어

렵다. 추론된 판단과 사적인 반성적 사고는 초기 

직관과 갈등을 일으키는 판단과 초기 직관의 변

화를 의미하는 데, Haidt는 매우 드물게 발생한

다고 보고 있다.

넷째, 도덕적 판단의 일방향성에서 탈피하여 

직관을 통한 판단과 추론뿐만 아니라, 추론을 통

한 판단과 직관의 변화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즉, 도덕적 직관 → 도덕적 판단 → 도덕적 추론

으로 이루어지는 경로뿐만 아니라, 타인의 판단

과 추론에 영향을 받아 변형된 직관에 의한 추

론의 경로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도덕적 추론

이 판단과 초기 직관의 변화를 가져오는 추론된 

3) link는 고리, 유대, 연결 등의 뜻을 가진다(YBM si-sa, 2004). 강인구(2003)는 link를 ‘관련 내용’으로, 정창
우(2011), 양해성(2015)은 link를 특별히 번역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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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과 사적인 반성적 사고를 모델 안에 제시하

고는 있다.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의 도덕 발달과 도덕 교

육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도덕적 직관을 길러주

기 위해 도덕적으로 잘 구조화된 환경을 조성해

야 한다는 점, 도덕적 추론과 도덕적 행동의 상

관관계가 적은 연구 결과에서 도덕적 추론을 보

완할 수 있는 요소가 요구된다는 점(정창우,

2011, pp. 120-124), 도덕 심리학과 도덕 철학이 

나아갈 하나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박병기, 김

민재, 2012) 등이 있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의 한계점으로는 Haidt가 강조하고 있는 도

덕적 직관에 대한 증거가 편협하고 인간 및 도

덕 발달에 대한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본다는 점

과 ‘도덕성’과 ‘도덕적 추론’에 대한 개념들의 범

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일상생활에서 도덕적으

로 옳은 행동은 직관, 추론 상황을 행동 체계에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

되고 있다(정창우, 2011).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

는 상황, 문제에 대해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일

련의 과정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그 안에서 도덕

적 직관(정서), 도덕적 판단, 도덕적 추론이 어떠

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

한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의 과정은 수학 문제를 

읽고 떠오르는 순간적인 생각에 따라 문제를 해

결하면서 그것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를 

확인해가는 수학문제해결과정과 닮아 있다. 또한 

도덕적 직관 형성에 친구, 동료와 같은 사회적 

상황이 작동한다는 것은 수학에서 직관에 대한 

경험과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한 학자의 견해에 

따른다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의 의미를 수학

문제해결의 측면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Ⅲ. 수학문제해결 측면에서의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 탐구

이 장에서는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의 주요 내

용을 수학문제해결 측면에서 찾아보고자,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을 다음과 같이 목록화하여 탐색

하였다.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의 주요 개념인 도

덕적 직관, 도덕적 추론, 정서를 수학문제해결에

서의 직관과 추론, 정서로 탐색한다. 모델에 제

시된 링크 중에서 (1)직관적 판단과 (2)사후 추론

은 직관과 추론, 정서에 포함된 내용으로 보아 

별도로 탐색하지 않았고, 링크의 성격에 따라 

‘사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3)추론된 설득과 

(4)사회적 설득을 한 덩어리로, 합리주의적 과정

인 (5)추론된 판단, (6) 사적인 반성적 사고를 한 

덩어리로 묶어 분석하였다.

수학문제해결에서 각 측면을 살펴보기 전에 

문제해결에 대한 개념의 정리가 필요하다. 수학

에서의 문제해결이란 이대현, 최승현(2011)은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알고 있는 수학적 지

식, 기능, 경험 등을 활용하여 해결책을 발견하

는 것이며, 신현성, 김경희(1999)는 개인이 문제

를 풀기 위해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문제해결이란 문제해결의 과정과 결과

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문제해결과정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문제해결과

정을 정리하면 <표 III-1>과 같다.

Polya는 문제해결과정에서 이용 가능한 발문과 

권고, 발견술을 상세히 제시하였고, Schoenfeld는 

문제해결단계에 자주 사용되는 발견술을 정리하

고, 수학문제해결 실행을 위한 지식과 행동의 4

가지 요소인 자원, 발견술, 통제, 신념체계를 제

시하였다. 나카하라 타다오는 학생들의 수학적 

지식 구성을 기본으로 하는 수업 실천 예를 보

이고 있다. 이때 교사는 학습의 장 설정, 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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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해결하는 사고나 반성적 사고 촉진, 학생

들끼리의 구성적 상호작용에 의한 검토와 협의 

촉진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Polya

(1971, 우정호 역,

2010,

pp.ⅹⅳ-ⅹⅵ)

Schoenfeld

(1985, pp.

109-110)

나카하라 타다오

(2007, 임문규 역,

2014, pp.29-30)

문제에 대한 이해

계획의 작성

계획의 실행

반성

분석

계획

탐구

실행

검증

의식화

조작화

매개화

반성화

협정화

<표 III-1> 수학문제해결과정

  

1. 직관과 추론

가. 수학에서의 직관과 추론의 의미

Hersh(1997, 허민 역, 2003)는 직관을 반복된 

경험을 통해 가지게 되는 정신적 표상이며, 수학

에서 다루어지는 정신적 대상을 생각하고 조사

하는 능력이라고 하였고, Kline(1985)은 실제 경

험과 감각 인상의 서투른 짐작의 결합을 직관으

로 보았다. Fischbein(1987, 우정호 외 역, 2013)은 

직관을 직관적 지식과 동등한 것으로, 충분한 경

험적 명증 또는 엄밀한 논리적 주장에 근거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것으로 받아들여

지는 하나의 인지 유형이라고 하였다. 또한 

Fischbein(1999)은 지적 인지의 한 부류로 직관적 

인지와 논리적 인지로 구분하고, 직관은 지각과

는 구분되는 지적 인지라고 하였다. 학자에 따라 

직관의 의미는 다르지만, 경험이 직관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직관은 감각에 의한 

지각과는 구분되는 인지의 한 종류라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Fischbein(1987, 우정호 외 역, 2013)은 직관의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자명성, 내재적 확실

성, 강제성, 강건성, 이론적 지위, 암시성, 외삽

성, 전체성의 특징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Fischbein(1987, 우정호 외 역, 2013)은 직

관을 크게 역할과 기원에 근거하여 [그림 III-1]

과 같이 분류하였다. 역할에 근거한 직관의 분류

는 직관과 풀이 사이의 관계성을 고려한 것으로 

단정적 직관, 추측적 직관, 예상적 직관, 결론적 

직관이 있다. 다음으로 기원에 근거한 분류로 일

차적 직관과 이차적 직관이 있다. 일차적 직관은 

일상적 경험, 개인의 경험에 의해 발달하는 것으

로 기초적 직관(아동기에 자연스럽게 발달하고,

같은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과 개

별적 직관(자신의 생활과 관련된 것)을 모두 포

함한다. 이차적 직관은 자연스러운 근원이 아닌 

교육적 개입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그림 III-1] Fischbein의 직관의 분류(1987,

우정호 외 역, 2013, p. 79 수정)

직관은 자명성, 확실성, 강건성, 강제성 등을 

포함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론의 하나로, 문제

해결에 관여하기도 하고, 교육과 주변 환경에 의

해 발달하기도 하는 인지의 한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수학적 추론이란 어떤 문제해결과정에서 주장

을 이끌어내고 도출하는 일련의 과정(강윤수, 김

민주, 2013)으로 보기도 하고, 주어진 문제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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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이해하고 그들 간

의 관계를 발견하고, 일반화하거나 타당한 결론

을 이끌어내는 논리적인 사고(송상헌, 2004)로 

정의하기도 한다. 또한, 최인숙(2013)은 수학적 

추론은 증거를 모아 추측하고 일반화하여 논리

적 결론을 이르는 사유 작용으로 보았다. 이를 

통해 수학적 추론이란 문제 상황에서 결론을 도

출하기 위한 체계적, 분석적, 발견적 과정에서 

사용되는 사고임을 알 수 있다.

나. 수학문제해결과정에서의 직관과 추론

Fischbein은 직관과 풀이 사이의 관계성을 고

려하여 단정적 직관, 추측적 직관, 예상적 직관,

결론적 직관으로 구분하였고, 이 중 예상적 직관

과 결론적 직관이 체계적인 풀이 활동에 포함되

는 문제해결직관이라고 하였다. 수학문제해결에

서 직관과 추론을 살펴보기 위하여 Wallas,

Helmholtz, Poincaré의 문제해결의 심리적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동권, 김수미, 김지원

(2010)은 Poincaré가 문제해결과정을 의식적 사고 

단계(문제 해결에 집중하지만 해결되지 않아 탐

색을 포기하는 단계), 무의식적 단계(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단계), 의식

적 사고 단계(발견한 것을 검증하는 단계)로 보

고 있다고 하였다. Wallas(1926)는 Helmholtz가 

말한 준비기, 부화기, 계시기의 발견적 사고 3단

계에 검증기(verification)를 추가하고, 암시기

(Intimation)의 의미를 <표 III-2>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문제해결의 심리적 과정에서 보면, 준비기에서 

무의식적 단계인 부화기와 의식된 성공적 아이

디어가 나오는 암시기를 거쳐 통찰에 이르는 계

시기까지의 과정에 직관이 작용하는 것이다. 이

대현(2001)은 임선하가 Wallas의 문제해결과정에

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발현이 직관이라고 본 

것을 참고하여 직관의 발현은 준비기의 의식적

인 활동과 부화기의 무의식적 활동을 거쳐 일어

난다고 보았다. Fischbein의 직관의 종류에 따르

면, 예비적인 풀이인 예상적 직관이 드러나는 것

이다.

수학적 추론은 문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사고이기 때문에 우정호

(2010)는 추론도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이라고 하

였다. 즉, 문제해결과정 속에 수학적 추론을 사

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Arthur

외(1998, 권성룡 외 역, 2006)는 추론은 자신과 

타인의 결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능력으로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하였

다. 수학문제해결에서 수학적 추론은 그 자체가 

하나의 문제해결이기도 하고, 결론에 대한 검증

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학문제해결에서 

직관은 예비적 풀이 또는 해결의 단서인 아이디

어의 역할을 하고 있고, 수학적 추론은 결론을 

정당함을 보이려고 하는 과정에서 사용되고 있

는 사고임은 확인할 수 있다. Fischbein(1987, 우

정호 외 역, 2013)이 직관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

급하면서 원칙적으로 틀릴 수는 있지만 옳다고 

확신해야 추론을 계속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단계 내용

준비기 

(Preparation)

문제를 여러 측면에서 조사하는 

단계

부화기 

(Incubation)

문제를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단계

<표 III-2> Wallas의 사고 단계(Wallas, 1926)

암시기 

(Intimation)

의식된 성공적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단계 

계시기 

(illumination)

갑작스럽게 명안이 구성되는 단계 

→ ‘아하!’ 경험과 같은 통찰이 나

타나는 단계

검증기 

(verification)

아이디어의 정당함이 평가되고 명

확하게 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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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직관과 추론의 관계를 생각할 수도 있다.

또한, 수학문제해결에서 직관과 논리의 관계를 

통해 수학문제해결에서의 직관의 역할을 살펴보

면, Poincaré(1970, 이정훈 역, 2015)는 수학적 발

견 과정에서 논리는 확실성을 주는 증명의 도구,

직관은 창조를 위한 도구라고 하였고, 이대현

(2001)은 Bruner가 직관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의 

상보성을 주장하며 직관적 사고로 발견된 문제

에 알맞은 형식을 부여하는 것이 분석적 사고의 

역할이라고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대현

(1999)은 문제해결과정에서 이러한 직관과 논리

의 관계를 정리하여 창의적 문제해결에서 직관

과 논리가 작용하는 모습을 [그림 III-2]와 같이 

정리하였다.

[그림 III-2] 수학적 발견과 창의적 

문제해결에서의 직관과 논리(이대현, 1999)

이는 직관에 의해 문제해결의 단서가 세워지고

이를 논리적으로 실행하여 문제해결에 이르게 

되는 직관과 논리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다. 두 접근에서의 직관과 추론의 의미 비교

수학문제해결과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에서의 

직관과 추론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직관주의나 수학교육에서의 직관

에 관한 의미 차이는 있지만, 두 접근 모두 직관

의 기제에 있어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에서 직관은 선천적인 것

과 경험에 의한 은유들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

고, 수학교육의 직관에서도 Hersh와 Fischbein,

Kline은 직관의 형성에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둘째,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에서 도덕적 직관

은 정서와 관련이 깊지만, 수학교육의 직관에서

는 정서에 대한 측면은 다루지 않는다.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에서는 도덕적 직관이 정서적인 

원자가(옳고 나쁨,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를 포

함하는 것이라고 보고, Haidt, Koller, Dias와 

Haidt, Hersh의 실험에서 ‘거북스러움’이라는 정

서적 반응을 통해 도덕적 판단이 도덕적 직관에 

의해 이루어짐을 설명하고 있다(Haidt, 강인구 

역, 2003). 반면에 수학교육의 직관에서는 정서적

인 측면에서의 언급은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학

생별로 일관성 있게 선호하는 문제해결방법이 

있음을 언급한 이대현(2015)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수학문제해결 상의 표상이나 전략의 선

호성에 대한 부분과 연결 지어 볼 수도 있을 것

이다.

셋째,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과 수학교육에서의 

직관은 강건함을 특징으로 한다. Fischbein은 강

건함 등을 직관의 특징으로 설명하였고, Haidt는 

직관이 자신의 추론에 의해 초기 직관에 모순되

는 판단을 하거나 초기 직관이 변화하는 것은 

드물다고 설명하고 있다.

넷째, 수학문제해결에서 직관에 의해 예비적 

결과를 만들고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추론하는 

모습은 사회적 직관주의가 직관에 의한 도덕적 

판단을 지지하기 위한 추론 활동을 하는 모습과 

유사하다.

다섯째,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에서의 도덕적 

추론은 수학적 추론에 비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 않고, 의미가 한정적이다. 수학교육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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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추론은 문제해결과정에서 체계적인 결론을 

이끌기 위한 전반적인 사고를 의미하는 반면에,

Haidt의 도덕적 추론은 자신의 도덕적 판단에 대

한 근거를 찾기 위한 활동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의 한계점

에서 지적된 것과 일치한다.

2. 정서

가. 수학문제해결에서의 정서 

김선희, 김부미, 이종희(2014)는 affect(정의)를  

감정, 느낌, 학습 태도, 동기, 흥미, 신념 등을 종

합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하였고, 개인이 가지

는 정의적 구조로 개인의 감정, 태도, 신념, 가치

/도덕/윤리로 이루어진 DeBellis & Goldin의 사면

체 모델을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정서(emotion)

는 정의(affect)에 포함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전평국(1991)은 수학문제해결과정에서 

불안, 공포, 흥분의 정서(emotion) 상태가 수학에 

관한 신념을 형성하고 태도에 영향을 미침을 설

명하고 있어, 정의 사이의 상호 관련성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affect(정의)는 정서를 포함하는 포

괄적인 의미로 emotion에 가까운 Haidt의 affect와

는 구분되지만, 수학문제해결과정에서 정의는 정

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수학문제해결과 정의와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많은 연구자들은 정의가 문제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임을 지적하고 있다. 정동

권, 김수미, 김지원(2010)은 문제해결과정에 영향

을 주는 요인으로 Charles & Lester가 말한 정서

적 요인(스트레스, 모호함에 대한 인내심, 흥미,

동기, 압박, 불안, 조기 종료에 대한 저항), 경험

적 요인(나이, 풀이 전략에 대한 친숙도, 사전 수

학 배경, 문제 상황과 내용에 대한 친숙도), 인지

적 요인(독해력, 분석력, 논리력, 암기력)등을 설

명하고 있다. Reys 외(2009, 박성선 외, 2013)는 

학생의 문제해결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

소로 지식, 통제, 신념과 애착, 사회적 문화를 언

급하고 있다. 또한, 이지영(2007)은  Schoenfeld의 

문제해결의 성공요인 중 신념체계는 얼마나 오

랜 시간 동안 그 일에 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즉, 신념체계에 의해 수

학 학습 활동의 여러 가지 요소가 결정되고, 수

학 불안이나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 아동의 수학

적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문승한, 김수용(2015)은 불안이나 화가 유아의 

수학문제해결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고, 조규

판(2006)은 초등학생의 수학불안 및 수학 자아개

념, 수학 태도가 수학 성취도에 많은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수학문제해결에 있어서 신념,

불안, 흥미 등의 정의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나. 두 접근에서의 정서의 의미 비교

수학문제해결과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에서 정

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에서의 ‘affect'는 

수학문제해결에서의 ‘affect'보다는 ‘emotion'에 

가깝다.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에서 도덕적 정서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으나, 도덕적 정서의 

원자가로 ‘옳고 나쁨,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emotion'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에서 도덕적 정서

는 도덕적 직관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도덕적 판

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즉, 도덕적 정

서는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 내부에 존재하지만,

수학문제해결 측면에서 정서를 포함하는 정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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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은 문제해결의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는 하

지만 문제해결과정 내부에 존재하지는 않는다.

3. 추론된 설득과 사회적 설득

추론된 설득과 사회적 설득은 어떤 한 사람의 

판단이나 추론이 다른 사람의 직관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추론된 설득은 

언어적 표현에 의해 이루어지며, 사회적 설득은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추론된 설득과 사회적 

설득은 Haidt가 말한 것처럼 사회적인 부분과 관

련된 것이므로 수학문제해결에서의 사회적 영향

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가. 수학문제해결에서의 사회적 영향 

수학문제해결에서 사회적 영향은 다양한 측면

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Reys 외(2009, 박성선 

외, 2013)는 학생의 문제해결기능에 영향을 미치

는 주된 요소로 지식, 신념과 애착, 사회적 문화,

통제를 언급하고 있다. 사회 문화적 요인이란 학

생들이 교실 밖 경험으로 개발된 문제해결전략

을 사용하고, 학생들 간의 논의, 협력 및 공유하

는 수업 분위기가 능숙한 문제해결자가 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수학문제해결과정에서 사회적 영향과 관련된 

연구로는 교사의 발문이나 지도에 관한 연구, 사

회수학적 규범에 따른 교실 문화 형성에 관한 

연구, 수학적 의사소통이나 또래 학습이 문제해

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민속수학과 관련

된 연구 등이 있다.

Polya와 Schoenfeld는 문제해결과정에서 그 단

계에 적절한 발문을 제시하며, 문제해결과정에서

의 교사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

한 문제해결전략이나 문제해결과정을 효과적으

로 적용하는 방안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교사의 

지도가 문제해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수학적 규범과 수학교실문화 연구는 수학

교실을 수학적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수학 공동

체로 보고, 학생들의 수학 활동에서 독특한, 전

체 수업 토론의 규범 양상인 사회수학적 규범을 

통해 수학교실문화를 분석하는 것이다(방정숙,

2001). 조유미, 송상헌(2013)은 교사의 문제해결

에 대한 신념이 수학영재교실의 사회수학적 규

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2명의 수학교사 수

업을 통해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수학적 의사소통이나 또래 학습은 

문제해결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잘 보여준다.

수학적 의사소통은 자신의 수학적 사고에 대한 

통찰력을 갖는 과정으로 수학적 생각이나 아이

디어, 전략, 태도 등을 다른 사람과 교환하면서 

자신의 사고를 명료화하고 자신의 수학적 지식

과 다른 사람의 수학적 지식을 관련지어 새로운 

수학적 지식을 형성하는 사고 기술이다(이은영,

2011). 이러한 의사소통은 추론이 언어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추론된 설득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고’에도 관련되어 이후에 논의될 추론된 판단

과 사적인 반성적 사고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 수학적 의사소통과 또래 학

습이 수학문제해결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보이고 있다(류성림, 박신정, 2003; 유연진, 박만

구, 2009; 원소연, 2009; 이민애, 강완, 2012).

마지막으로, 민속수학은 자기가 속한 문화, 민

족, 사회 등에 고유한 수학적 사고 방식이나 아

이디어 등에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수학

적 생각을 되살리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홍인

숙, 2003). 이러한 민속수학은 학교에서 배운 수

학이 개인의 사회문화적 생활에서 발휘되고, 오

랜 인류의 문화 발전에 기여한 수학을 의미 있

는 활동으로 구성하자는 것(왕문옥, 서정철,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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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경, 2005)으로 수학이 문화와 영향을 주고받음

을 알 수 있다.

나. 직관의 사회적 영향

Fischbein(1987, 우정호 외 역, 2010)은 경험이 

직관 형성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

고, 직관의 분류에서 일차적 직관과 이차적 직관

을 문화, 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직관의 사

회적 영향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류희찬, 류성림(1997), 조광희(2002)의 직관에 관

한 연구에서 자유롭고 관대한 학습 분위기가 문

제해결 즉 직관의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보고 있다.

직관의 사회적 영향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것은 직관이 오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교육되어

야 한다는 관점이다. 직관은 항상 옳을 수 없으

며, 잘못된 신념에 의해 추론과 문제해결에 오류

가 발생할 수도 있다(Klein, 1985; 이경화, 이혜숙 

역, 1998; Fischbein, 1999; Tirosh. & Stavy, 1999;

조차미, 2008).

Fischbein(1999)은 학생 자신의 직관적 증거와 

형식적 내용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수학적 상

황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자신의 직관의 기질과 

그것의 원천을 파악하도록 한다면 수학을 이해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수학문제해결의 직관에서도 사회적 

특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수학

에서도 사회적 직관이라는 용어의 사용 가능성

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Fischbein의 기원에 

따른 분류에서 일차적, 이차적 직관 모두가 개별

적 경험이나 교육에 의해 학습된 인지적 능력이

므로 사회적 직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

다면 사회적 직관 이외의 직관은 무엇일까? 이

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더 이루어져야 할 부분

이지만,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질적 특징에 

따른 직관이 이 범주에 포함될 것이라고 여겨진

다.

다. 두 접근에서의 추론된 설득과 사회적 설득

수학문제해결의 측면에서 학생, 교사, 사회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의 

추론된 설득과 사회적 설득이 이루어짐을 확인

할 수 있었고, 더불어 직관의 사회적 특성도 살

펴보았다.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과 수학문제해결

의 사회적 측면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학문제해결에서도 추론된 설득과 사회

적 설득과 같은 사회적인 측면이 교실문화나 수

학적 의사소통 과정에서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학문제해결에서 사회

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사, 또래, 교실문화,

민속 문화 등 다양하다.

둘째, 수학의 직관에서도 사회성을 찾을 수 있

어 사회적 직관이라는 용어 사용을 고려해볼 만

하다. 하지만, 기존 직관의 분류와의 관계를 탐

색하여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4. 추론된 판단과 사적인 반성적 사고

가. 수학문제해결에서의 초기 직관과 판단 변화

Fischbein(1987, 우정호 외 역, 2010)은 새로운 

자료의 유입은 원래의 개념 작용의 자기무모순

성과 내재적 신뢰성을 증가시켜, 직관에 대한 과

신과 강건함을 보인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직관의 과신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직관을 확인

하는 학습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Polya

(1981, 우정호 외 역, 2005)는 유용한 아이디어의 

발견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새로운 요소 안에

서 개념 양식을 변화시키며 일어난다고 보고 있

다. 이러한 주장들에서 자신의 초기 직관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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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정해가는 추론된 판단과 사적인 반성적 사

고가 수학문제해결에서는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choenfeld(1985)의 문제해결 성패요인

인 ‘통제’라든지, Polya, Schoenfeld, 나카하라 타

다오의 반성, 검증, 반성화 단계는 반성적 사고

를 통해 자신의 문제해결과정을 감시하고 조정

하여 직관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추론된 판단,

사적인 반성적 사고와 연결된다.

나. 두 접근에서의 추론된 판단과 사적인 반성적

사고

수학문제해결에서 반성적 사고는 중요한 수학

적 사고 중 하나이다.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에서 

추론된 판단과 사적인 반성적 사고는 초기 직관

의 변화를 의미한다.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에서

는 이러한 변화가 매우 드문 것으로 보고 있으

나, 수학문제해결과정에서는 이러한 반성적 활동

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된다. Arthur(1998, 권성룡 

외, 2006)는 자신의 생각에 대한 생각인 메타인

지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믿고 있는 것을 조

절하고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는 의미를 포함하

는 것으로 자신의 수학적 사고를 검토하는 것은 

유능한 문제해결을 위해 중요하다고 하였다.

Ⅵ. 결 론

지금까지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을 수학문제해

결의 측면에서 검토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학문제해결과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은 

직관의 기제로 경험을 중요시하며 직관을 강건

한 것으로 보았고, 문제해결 상황에서 직관과 추

론이 작동하는 모습이 유사하다.

둘째, 수학문제해결과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에

서의 affect의 의미는 차이가 있었지만, 각각 수

학문제해결과 도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

었다. 하지만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의 경우는 도

덕적 정서가 모델의 내부에서, 수학문제해결에서

는 문제해결과정의 외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셋째,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의 추론된 설득과 

사회적 설득이라는 사회적 측면을 수학문제해결

과 직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수학문제해결은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과

는 다르게 추론된 판단과 사적인 반성적 사고를 

중요시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얻어진 결론에 따라 도덕

적 판단에 대한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을 사회적 

직관이 작용하는 수학문제해결과정으로 변형하

면 [그림 IV-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는 이

대현(1999)의 창의적 문제해결과 Polya(2010)의 

문제해결과정을 활용하여 변형한 것이다. 이대현

(1999)의 창의적 문제해결( [그림 III-2] ) 과정을 

참고하여, 우선 직관을 강조한 수학문제해결과정

을 문제제시 → 직관 → 문제해결단서 → 문제

해결의 과정으로 보았다. 각 단계를 연결하는 화

살표를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의 링크의 의미를 

고려하여 설명하면, 1)은 문제를 읽고 이해하는 

가운데 문제의 해결의 단서가 찾아간다는 의미

에서 ‘문제에 대한 이해와 계획의 작성’과정이

다. 2)는 ‘계획 실행’으로 문제해결에 이르기 위

해 자신이 떠올린 문제해결방법을 실행하면서 

옳음을 증명해나가는 과정이다. 3)과 4)는 수학

적 의사소통, 교실문화, 교사의 발문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직

관’이 작용하는 과정이다. 5)와 6)은 자신의 초기 

직관과 문제해결 단서 등을 조정하고 점검하는 

‘반성’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1) ~ 6)의 과정은 

수학문제해결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

문에 실선으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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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1] 직관과 문제해결

Haidt의 도덕적 판단에 관한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을 수학문제해결 측면에서 고찰을 통해 추

출한 교육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학에서의 직관과 문제해결을 확인한 

결과, 직관의 사회적 성격이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따라서 수학에서도 사회적 직관이라는 개념

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을 변형하여 직관이

작용하는 문제해결과정을 모델화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문제해결과정에서 직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셋째, 문제해결에서 직관이 중요하고, 이를 위

한 의미 있는 경험이 교육적으로 제안되어야 한

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교사는 직관의 사회적 

측면을 인식하여 직관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교

육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광희

(2008)의 발문법, 이대현(2001)의 직관적 모델 구

성과 제시, Fischbein(1999)의 문제해결과정에서의 

학생에게 나타나는 직관의 이해와 이에 따른 지

도, 지지적인 교실 풍토 등이 제안될 수 있다.

넷째, 직관 교육에 있어서 직관을 지나치게 강

조하는 교육이 아닌, 직관을 확인하는 교육이 요

구된다. 사회적 직관주의 모델에서는 자기 자신

에 추론에 의한 초기 직관의 변화가 매우 비관

적이었지만, 수학문제해결에서는 반성적 사고와 

메타인지를 강조하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림 IV-2] 직관의 오류 예시(Tirosh. &

Stavy, 1999)

Tirosh & Stavy(1999)는 자주 발생하는 직관의 

오류로, 직관 규칙(intuition rule)인 ‘More of

A-More of B’를 언급하고 있고, 그 예로 [그림 

IV-2]의 Roghani의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제는 변의 길이가 같은 정오각형과 정육각

형의 한 각의 크기는 서로 어떠한가를 묻는 과

제로, 학생들은 정오각형과 정육각형의 변의 길

이가 같다는 것에서 각의 크기도 같을 것이라는 

잘못된 직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 과제를 연구자

가 실제로 5학년 학생에게 적용해 본 결과, 26명

의 학생 중 50%에 해당하는 학생이 각 1과 각 2

의 크기가 같다고 응답하여 잘못된 직관을 가지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잘못된 직관으로 

인한 수학문제해결의 오류는 Fischbein(1999), 이

대현(2001, 2014), 조차미(2008)의 연구에서도 보

이는 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메타인지

적 태도가 강조되고 있다.

기존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2015 개정 수학

과 교육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해결이

라는 것은 수학교육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아닐 

것이다. 도덕교육에 있어서도 도덕적 딜레마가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도덕적 판단을 하고 행동

하도록 지도해야 하는가는 중요한 과제이고, 이

것은 일상생활의 문제해결로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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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의의는 이러한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문제해결’이라는 교육의 공통된 목표를 도덕교

육과 수학교육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수학교육에서의 문제해결과 직관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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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Social Intuitionist Model of Haidt

in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Choi, Kyounga (Graduate School,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ang, Moonbong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tuition in the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has

been stressed the importance with the logic because

intuition is the cognition that give significant clue

or idea to problem solving. Fischbein classified

intuition by the origin; primary intuition and

secondary intuition And he said the role of the

personal experience and school education. Through

these precedent research, we can understand the

social influence. This study attempt to investigate

social intuition model of Haidt, moral psychologist

that has surfaced social property of intuition in

terms of the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The major suggestions in problem solving and

the education of intuition are followed. First, I can

find the social property of intuition in the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Second, It is

possible to make the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model by transforming the social intuitionist model.

Third, the role of teacher is important to give the

meaningful experience for intuition to their

students. Fourth, for reducing the errors caused by

the coerciveness and globality of intuition, we need

the education of checking their own intuition. In

other words, we need intuition education

emphasized on metacognition.

* Key Words : social intuitionist model(사회적 직관주의 모델), intuition(직관), mathematical problem

solving(수학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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