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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과제의 구조는 이를 해결하는 학생들의 배움의 양

상에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정도가 다른

두 가지 문제를 소집단 토론 활동으로 해결하는 초등학생

들의 통계적 변이성 이해 양상을 탐색하였다. 비구조화된

문제와 구조화된 문제에서 학생들의 통계적 변이 추론 발

달 정도는 비슷하였지만 비구조화된 문제에서 학생들은

보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전 과정에 걸쳐 역동적으로 제시

하였으며, 구조화된 문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가설에

기반한 추론의 양상을 보였다. 또한 비구조화된 문제에서

모든 학생이 끝까지 활발하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구조화된 문제에서는 일부 학생이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

났다. 이러한 차이는 과제의 구조화된 정도에서 비롯되었

음을 확인하였다.

I. 서론

수학 과제의 목적은 학습자가 민감하게 인지하고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수학적으로 유익한

활동을 시작하게 하는 데에 있다(Mason &

Johnston-Wilder, 2006).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

여 교사는 어떠한 과제를 선택해야 하는가? 전미 수학

교사 협의회(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Mathematics, 이하 NCTM)에서는 학교수학을 위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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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규준(NCTM, 2000)에서 학생들의 이해력 및 사

고력을 길러주고 수학적인 이해와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수학적 아이디어를 논리적

구조로 발전시키고 서로 연결하여 학생들을 자극하는

과제를 좋은 수학 과제라고 제안한 바 있다.

Brousseau (1997)는 교사가 주어진 과제를 통해 기

대할 수 있는 명백한 행동을 분명히 지시할수록, 학습

자 스스로 과제를 개발하거나 재구성하지 않아도 그

행동을 보기는 더욱 쉬워진다고 하였다. 즉, 비구조화

된 과제는 잘 구조화된 과제보다 과제에 대한 가르침

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학습자 스스로 구성하고 탐색할

기회가 많으며, 고로 비구조화된 과제가 능동적인 수

학 학습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비구조화

된 과제를 구성하는 비구조화된 문제는1) 학습자가 능

동적으로 수학을 할 수 있도록 정해진 맥락으로부터

새롭게 출현하여 상황화된 것으로서, 학습자들에게 보

다 더 흥미 있고 의미가 있으며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결정하도

록 한다는 특징을 지닌다(Chi & Glaser, 1985). 이에

이 연구에서는 문제의 목표가 불명확하거나 잘 정의되

지 않은 문제로, 다양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거나 해결

1) 사전적으로 과제(task)는 맡겨진 일, 문제(problem)는 해답

을 요구하는 물음을 뜻한다. 이 글에서는 수학적 과제를

수학적 문제의 상위개념으로 보았다. 예를 들면 ‘2×3=?’과

같은 수학 문제들이 모여 ‘곱셈 연습’이라는 하나의 수학

과제를 구성하는 것과 같다. 수학 과제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 복수의 수학 문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과제의

목적에 따라 하나의 수학 문제가 곧 수학 과제가 될 수도

있다.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고, 과제는 문제의 해결을 통

하여 완성하는 것이다(Hiebert et al., 1997).



한채린․이경원․김도연․배미선․권오남132

책이 없는 경우 비구조화된 문제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비구조화된 문제는 학생들로 하여금 문제를

조직하고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을 어렵게 만듦으로

써(Ge & Land, 2003), 학생들이 필연적으로 실패를 경

험하게 한다. 이때의 실패는 문제의 요구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의미의 실패이지, 학습에서의 실패는 아니라

는 관점에서 이 연구는 비롯되었다. Kapur (2008,

2010)는 비구조화된 문제 해결 과정에서 경험하는 실

패가 이후의 수학적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하며, 비구조화된 문제 해결을 통한 학습을 생산

적 실패(productive failure)라고 명명한 바 있다. 그러

나 그는 생산적 실패와 비생산적 실패를 장기적 관점

에서의 학습을 극대화시켰는지의 여부, 즉 학습의 과

정이 아닌 학습의 결과에 따라 구분하였고(Kapur &

Bielaczyc, 2012), 그 실패의 과정 안에서 학습이 일어

나는 구체적인 양상에 주목하지는 않았다. 비구조화된

문제가 미래의 수학 학습이 아니라 현재의 수학 학습

을 활성화하여 수학적으로 유익한 과제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비구조화된 문제 해결 과정 양상 자체가 수

학 학습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구조화된 문제 해결

과정과의 비교를 통해 그 가치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통계

적 변이성 개념에 관한 비구조화 문제와 구조화 문제

해결 과정을 비교하였다. 소집단 협동학습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학습 양상의 차이를

분석하여 비구조화된 문제가 수학적으로 유익한 과제

임을 밝히고자 한다. 이때의 학습 양상은 학생들의 통

계적 변이성에 대한 추론 수준의 발달 정도, 추론을

위해 시도한 아이디어의 다양성, 추론 과정의 집단적

참여 측면에서 조사되었다. 이는 문제가 목표하였던

통계적 변이 추론 능력, 추론 과정에서의 창의 역량,

협동적 문제 해결 역량과 각각 관련이 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갖는다.

소집단 토론 활동을 통한 비구조화된 문제 해결 과

정에서 학생들의 통계적 변이성에 대한 이해의 양상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비구조화된 문제

비구조화된 문제에서 ‘비구조화’는 문자 그대로 구조

화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아닐 비(非)’라는 한자에서

드러나듯이 비구조화는 구조화의 반대 개념이라기보다

구조화되지 아니한 모든 형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비구조화된 문제의 정의는 문제의 구조화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문제의 구조화 요인에 대한 논의는 Simon (1973)의

문제 해결 이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Simon은 문제를

구조화 정도에 따라 잘 구조화된 문제

(Well-Structured Problem, 이하 WSP)와 비구조화된

문제(Ill-Structured Problem, 이하 ISP)로 나누어 설명

하였다. 그는 WSP에 관한 정형화된 정의를 내리는 대

신 WSP가 가지는 몇 가지 속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였다. 제기된 답안에 도달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있고, 해결책을 얻기 위한 초기 문제 상태, 목적이 되

는 상태, 도달할 수 있는 다른 상태가 표현될 수 있는

문제 상황이 적어도 하나가 있다가 그것이다. 반면,

ISP의 경우에는 ISP가 지닌 속성을 WSP가 지닌 속성

의 반대로 설명하였다. WSP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결

여된 문제를 ISP로 본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ISP란

문제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제약 조건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해결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생성될 수

있는 문제이다.

구성주의 계열의 교육공학자인 Jonassen (1997)은

WSP와 ISP 각각의 속성을 제시하면서 둘 사이의 구

별을 시도하였다. WSP는 적용 문제와 변형 문제의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적용 문제는 교과서 단

원의 말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문제로 제한된 상

황에서 개념, 법칙, 원리의 적용을 요구하고, 변형 문제

는 잘 정의된 초기의 상태, 잘 알려진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WSP에는 문제의 모든 요소가

제시되어 있고, 예상되는 해결책을 잘 정의된 상태에

서 학습자에게 제시되며,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의 일

반적인 개념과 규칙을 포함하면서 정확하면서도 수렴

적인 답안을 가지고 있다. 반면, ISP는 핵심적인 두 가

지 속성은 일반적인 상황화된 문제이자 특정한 맥락으

로부터 비롯된 창발적인 문제이다. 상황화된 문제란

문제의 기술이 명확하지 않거나 잘 정의되어 있지 않

아서 문제의 진술에 필수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제를 의미하며, 창발적인 문제라 함은 그 답이

예측 가능하지 않거나 수렴하지 않는 창발적인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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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Jonassen (1997)이

정의하는 ISP는 문제의 목표가 불명확하거나 잘 정의

되지 않은 문제이며, 다양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거나

해결책이 없는 문제를 의미한다.

수학 교육 연구자들도 역시 과제의 구조화된 정도

에 관심을 가져왔다. Kapur (2006, 2008)는 생산적 실

패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WSP 대신 ISP를 해결하는

것은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 학습을 위한 생산적인 연

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ISP를 해결한 학생들

은 겉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WSP를 해결

한 학생들보다 이후의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이다(Kapur, 2008; Kapur & Kinzer, 2009). 특히 그

는 생산적 실패에 관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분산

개념을 학습하는 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학생들이 배우

지 않았던 특정 개념에 관해 배우지 못한 채 문제를

풀게 하는 것은 그들의 문제 해결이 초기에는 실패하

거나 필요한 개념을 형식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이후

의 문제 해결 능력의 발달에 효과가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Kapur, 2012). 이후 다양한 후속연구가 진행되

었으나, 대체적으로 실패의 과정이 문제 해결 능력 향

상의 구인이 됨을 밝히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을 뿐,

실패의 과정에서 어떠한 식으로 특정 개념의 학습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한편, 국내에서도 문제의 구조화된 정도가 수학 학

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실시되었다. 나

미영, 조형미, 권오남(2017)은 중학교 소규모 수학교실

환경에서 비구조화된 문제가 학생들의 학습과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김민경 외(2011)는 초등학

교 수학 교과서의 문제의 비구조성(ill-structured)을

분석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비

구조화 문제 해결을 통한 추론 능력을 다루거나, 초등

학교 5학년 학생의 확률과 통계를 주제로 한 비구조화

문제에서 학생들의 의사결정능력과 비구조화 과제를

이용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비례적 추론 과정을 분

석하기도 하였다(김민경 외, 2012a; 김민경 외, 2012b;

김민경, 박은정, 2013).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

으로 비구조화된 문제 학습을 통한 정당화 유형을 분

석, 비구조화된 문제를 개발하고 초등학교 고학년 학

생들의 문제 해결 과정과 창의ㆍ융합적 사고와의 관계

를 분석한 연구도 있었다(김민경, 허지연, 박은정,

2014; 김동희, 김민경, 2016). 구조화되지 않은 문제 해

결 과정에서의 생산적 실패가 초등학생의 문제 해결력

과 학습 태도의 변화를 다룬 연구도 실시되었다(박유

나, 박만구, 2015). 대부분의 연구들이 ISP 해결 경험과

문제 해결 능력과 같은 여타의 능력과의 상관관계를

살펴, ISP의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연구는 초등학생들이 ISP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통계적 변이성의 발달이 어떠한 양

상으로 일어나는지 살펴보는 목적을 갖는다. 이를 위

하여 ISP와 WSP 해결 과정을 비교하였다. 연구진은

학습자가 예측 가능한 해결 범위에서 명확한 답안을

가지도록 WSP를 설계한 반면, WSP의 속성을 갖지

않으면서 답이 존재하지 않도록 ISP를 설계하였다. 두

가지 문제의 핵심적인 개념은 통계적 변이성이며, 이

는 다음 절에서 다룬다.

2. 통계적 변이성에 대한 추론의 발달

가. 통계적 변이성과 통계 교육

변이(variation)란, 말 뜻 그대로 변화하는 행위 또

는 주어진 조건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변이성

(variability)은 변화하는 자연의 관찰 가능한 특징을

의미한다(Reading & Shaughnessy, 2004). 통계학에서

는 분산의 개념을 이용하여 변이성을 다룬다(Rice,

2007). 변이성은 변이가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 실제적

변이성(real variation)과 유도된 변이성(induced

variation) 두 가지로 나뉜다(Wild & Pfannkuch,

1999). 실제적 변이성은 관찰 대상인 체계에 내재된 변

이성이며, 유도된 변이성은 자료의 수집과정에서 발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공장의 특정 생산라인에

서 농구공 100개를 생산했을 때 해당 농구공의 무게가

모두 다른 것은 실제적 변이성에 의한 것이다. 한편,

한 개의 농구공의 무게를 100번 쟀을 때 측정치가 모

두 다른 현상은 유도된 변이성이 발현된 것이다.

변이성은 우리 세계의 필연적인 특징이자 관찰 가

능한 실체로서 언제나, 어디에나 존재한다. 이러한 변

이성은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경험적 탐구과정에서 나타

나는 불확실성의 원천으로서, 인간은 이 변이성을 인

식하는 순간 탐구의 목적에 맞게 그것을 설명하고, 예

측하며, 더 나아가 통제하려 한다(Moore, 1990; 1992;

1997; Snee, 1990; Wild & Pfannkuch, 1999). 결국 변

이성은 인간이 통계적 방법을 발달시키게 된 동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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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으며, 변이성을 인식하고, 설명, 예측, 통제하

려는 것은 통계적 사고의 전 과정에 걸쳐 영향을 준다

(Pfannkuch & Wild, 2004).

통계적 사고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변이와

변이성은 통계 교육에 있어서도 중요한 구심점이 된다.

통계적 사고를 기르는 것이 통계 교육의 목적임을 상

기해 볼 때, 통계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변이성과

자료를 현명하게 다루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된다. 또

통계적 사고에 대한 어떤 논의에서도 변이의 개념과

역할을 빼놓고 논해서는 안되는 바(Wild &

Pfannkuch, 1999), 변이성에 대한 이해는 학생들이 갖

추어야 할 통계적 소양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Watson, 2006).

이러한 변이성의 지도를 포함한 통계 교육에서 자

료의 분산 측도, 즉 산포도를 살펴보는 일은 큰 의의

를 갖는다. 통계 교육의 핵심적인 두 가지 개념으로는

중심 측도(대푯값)와 분산 측도(산포도)를 꼽을 수 있

다. 변이성은 반복되는 자연현상에 변이를 발생시키며,

그 변이는 곧 자료에 분포가 존재하게 하는 원인이다.

이에 따라 한 집단의 자료에 담긴 값들이 어떻게 변하

는지, 또 이러한 변화가 다른 집단의 자료가 갖는 변

화와는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는 것은 곧 변이성에

대한 추론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Ben-Zvi, 2004).

그러나 변이성의 개념은 통계 교육연구에서는 90년

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주목을 받지 못하였

다(Reading & Shaughnessy, 2004; Pfannkuch &

Wild, 2004). 90년대 후반까지의 통계 교육의 연구들은

분산 측도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은 채 오직 중

심 측도에 대한 연구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는 경향

을 보였다(Shaughnessy, 1997; Reading &

Shaughnessy, 2004). 이러한 경향은 최근까지도 이어

져서 통계교육에서 분산 측도 및 변이성을 주제로 한

연구는 평균, 중앙값 등 중심 측도를 주제로 한 연구

에 비해서 적은 편이다. 이는 국내의 연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연구는 절대적인 수가 적을 뿐 아

니라 연구 대상이 영재 학생으로 제한되어 이루어지고

있다(송선아, 이경화, 2007; Ko & Lee, 2010; 고은성,

이경화, 2011; 고은성, 2012; 2013). 이러한 문제의식에

의거하여 소수의 국내 연구자들은 변이성의 지도가 초

등학교 수준에서부터 분포 개념을 이용하여 이루어져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박태학, 2003; 김영미,

박영희, 2006).

나. 통계적 변이 추론의 발달

통계적 변이성에 대한 추론(reasoning about

statistical variability, 이하 통계적 변이 추론)은 변이

성을 보이는 상황 속에서 관찰한 현상들을 기술하는

데 필요한 인지적 과정으로 정의된다(Reading &

Shaughnessy, 2004). Wild & Pfannkuch (1999)은 변

이에 대해 고려하는 것은 실생활에서 변이를 발견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이것이 자료 관리 단계에서 변이성

의 원천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는 분석 및 결론의 단계에서도 우리

가 변이성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Watson et al. (2003)은 반복되는 표집 상황에 대하

여 설문지를 사용하여 변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측정하고 이를 4단계로 나누었다. 1단계는 선행단계로

서, 주어진 환경을 이해하고 표나 간단한 그래프를 읽

을 수 있으며 가능성에 대한 직관적 이해를 갖는 단계

다. 2단계는 변이에 대한 부분적 인지로, 이 단계의 학

생은 자신의 주어진 맥락에 맞추어 사고할 수 있으나

한 가지 측면에만 몰두하고 나머지 측면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3단계는 변이의 적용 단계로, 맥락 속에

서의 아이디어들을 모으고 정리하고 사용할 수 있으나

두드러진 특징을 짚어내는 데에는 실패한다. 마지막 4

단계는 비판적 단계로서, 이 단계의 학생은 변이에 대

해 비판적인 사고를 보이고 복합적인 정당화를 적용할

수 있다.

Ben-Zvi (2004)는 Watson et al. (2003)의 연구와는

다르게 변이성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가 한 가지 분포

내에서의 변이에서 드러난다고 보고, 단일 분포 자료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7학년(만 13세 경) 학생들에 대

한 수업관찰과 활동자료 분석을 통하여 연구를 수행하

였다. 그 결과, Ben-Zvi는 변이 추론의 발달 단계를 7

단계로 정교화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1) 1단계: 무엇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1단계는 학생들이 무엇에 초점을 맞출지를 결정하

는 단계로서, 문제 해결과 전혀 무관한 정보에서 시작

하여 국소적인 정보로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나아간다.

이 단계의 학생들은 두 집단의 자료가 주어졌을 때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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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자료에서 흥미로운 현상을 찾아 (통계적) 가설

을 세워보세요”라는 요청을 하면, 유관한 자료의 측면

보다는 무관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들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지를 깨닫게 되지만, 이 맥락에서 어떤 것이 ‘유관

한 측면’인지를 판단하지는 못하며 교사의 도움을 요

청한다. 또한 학생들은 국소적인 정보나 면모에 초점

을 맞춘 채 자료의 분포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다.

(2) 2단계: 변이성을 어떻게 비형식적으로 기술할

것인가

2단계는 변이성을 미가공 자료로부터 어떻게 비형

식적으로 기술할 것인지를 알게 되는 단계다. 이 단계

의 학생들은 여전히 교사의 통계적 가설을 세워보라는

요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이를 돕기 위해 교사

가 특정한 연구 질문을 던져주어도 그것이 학생들로

하여금 유관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데에 도움을 주

지는 못하며, 자료의 복잡함에 겁을 먹는 모습을 보인

다. 역시 그들의 처음 초점은 문제 해결과 무관하고

또 국소적인데 이는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흥미로운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며

자료가 복잡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

서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변이성을 기술하려고 시도한

다는 점이다. 물론 그것이 변이성을 명시적으로 드러

내지는 못하며, 가설이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경

우가 많다.

(3) 3단계: 통계적 가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3단계는 변이성에 대해 설명하는 통계적 가설을 어

떻게 세울 것인지를 알게 되는 단계다. 교사와의 지속

적인 상호작용은 학생들로 하여금 가설을 만드는 일에

다시 집중하도록 한다. 이 단계의 학생들은 “~는 ~하

다”와 같은 결정론적인 명제를 종종 만들고는 한다. 그

러나 이러한 가설은 모든 데이터를 고려한 것은 아니

며, ‘대개’, ‘항상 그렇지는 않은’ 등과 같은 제한적 수

사구를 붙이지 않는다. 여기서 자신이 세운 규칙에 따

르지 않는 자료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일은 다음

단계로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디딤돌이 된다.

(4) 4단계: 집단 간의 비교에서 어떻게 변이성을 설

명할 것인가

4단계는 두 집단 간의 도수분포표(frequency table)

비교를 함으로써 변이성에 대해 설명하는 단계이다.

학생들은 미가공 자료를 정리한 두 개의 도수분포표를

받고는 자신의 변이성에 대한 가설을 검증할 것을 요

구받는다. 학생들은 가장 값이 낮은 계급과 높은 계급

또는 불연속인 계급, 서로 이웃한 계급 등을 찬찬히

살펴보며 자신의 종합적 결론을 만들어 간다. 이 과정

은 결코 직선적이지 않으며 학생마다 그 과정이 다를

수 있다.

(5) 5단계: 집단 간의 비교에서 어떻게 중심 측도(대

푯값)와 분산 측도(산포도)를 이용할 것인가

5단계는 자료의 대푯값과 산포도 등을 찾아 변이성

에 대한 이해에 사용하는 단계다. 학생들은 주로 최빈

값, 평균, 중앙값(대푯값)과 자료의 범위(산포도) 및 이

상점의 개념을 사용하여 두 집단을 비교한다. 그러나

그들의 비교는 겉보기에는 문제없이 흘러갈 수 있겠으

나 단순히 절차적일 뿐이며 자료를 대표하는 값들을

구하는 것으로서의 측정의 의미를 깨닫지는 못하고,

또 중심 측도와 분산 측도 사이의 구분도 명확하게 이

루어지지 않는다. 아울러, 분석에 종종 오류가 발생하

기도 한다.

(6) 6단계: 이상점을 다룸으로써 어떻게 변이성을

모델링할 것인가

6단계에서는 이상점에 보다 명시적으로 초점을 맞

추고 다룸으로써 비형식적으로나마 변이성에 대한 모

델을 세워본다. 이상점의 존재는 학생들에게 문제를

어렵게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된다. 여기서 이상점을 단

순히 특정한 자료의 값이 아닌 독립적인 하나의 분류

로서 개념화하는 것은 학생들의 개념적 이해의 발전에

기여한다. 이상점을 다룸으로써 학생들은 자료의 변이

성을 다루기 위한 단순화된 관점을 보여주게 된다.

(7) 7단계: 그래프 내 혹은 그래프 간의 변이성에

어떻게 주목하고 그것을 구별해낼 것인가

마지막 7단계의 학생들은 그래프로 나타나는 분포

들 간의 비교를 통해 변이성에 주목하고 그것을 명시

적으로 구별해내게 된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그래

프로 표현된 자료를 해석하여 그 속에 내재된 변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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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해한다. 예를 들어, 막대그래프를 사용한다면 그

들은 인접한 막대 사이의 높이를 비교하고 두 집단 간

의 차이를 정리할 수 있다. 그들은 눈에 띄는 특정한

막대들 몇 가지를 골라 비교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

으며 이전 단계에서 도수분포표를 이용하여 두 집단을

비교했던 전략이 여기서도 도움을 주게 된다. 그러나

이 단계에 이르렀다고 해서 학생들이 반드시 자신의

답에 확신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때로 자신의 답에

대한 교사의 확인을 요청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Ben-Zvi (2004)의 통계적 변이 추론 발

달 단계는 이 연구에서 학생들이 문제 해결 과정을 범

주화하여 통계적 변이성에 대한 이해 정도를 판단하는

준거로 활용되었다.

Ⅲ. 연구방법

이 연구는 초등학생들이 통계적 변이성에 관한 문

제를 해결하는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사

례 연구 방법으로 설계되었다. 사례 연구 방법은 연구

자가 이해하고자 하는 사례나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

하여 최대한의 논점과 시사점을 도출하는 목적을 지닌

다는 점에서(Stake, 1995), 이 연구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1. 연구 대상

이 연구에는 6학년 학생 4명(수민, 재학, 도영, 예

은)2)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같은 학급에 소속된 남학

생 2명, 여학생 2명으로 담임교사의 추천을 통하여 수

학을 좋아하고, 수학성취수준이 중상 이상인 학생들이

다. 같은 학교 6학년으로 이루어진 유사한 구성의 3개

그룹을 대상으로 파일럿 실험을 진행하여 수학적 논의

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1개 그룹을 최종적으로 선

정하였다.

연구진은 과제의 구조화 정도에 따른 학생들의 통

계적 변이성 개념의 발달을 살펴보기 위해서 5학년 2

학기를 마친 상태이면서 분산과 관련된 선행학습을 하

지 않은 학생들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4명의

2) 가명이다.

학생들이 교육받고 있는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서는 5학년 2학기 마지막 단원에서 평균을 다룬 뒤,

초등학교 과정 종료 시까지 분산을 다루지 않기 때문

이다. 또한 학생들이 소속된 S 초등학교의 경우 맞벌

이 가정이 많아 가정의 지원을 받기가 어렵고, 교육열

도 비교적 낮은 지역에 위치하여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하는 경우가 드문 편이다. 실제로 구두로 확인한 결과

4명의 학생 모두 분산의 개념에 대한 선행학습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평균의 개념은 학습하였지만 통계적 변이성

의 한 지표인 분산의 개념은 아직 학습하지 않은 상태

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 절차 및 과제

본 연구는 교사나 연구자의 개입 없이 학생들이 소

집단 토론 활동을 통하여 40분간 주어진 문제를 해결

하도록 설계되었다. 명확한 답안을 갖지 않는 ISP와

학습자가 예측 가능한 해결 범위에서 명확한 답안을

가진 WSP를 각각 일주일 간격으로 제공되었다. 첫 번

째 시간에 학생들은 통계적 변이성과 관련된 ISP를 소

집단 토론 활동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요구받았고, 일

주일 뒤 두 번째 시간에는 통계적 변이성과 관련된

WSP가 주어졌다. 본 연구는 ISP 해결 과정에서의 학

생들의 통계적 변이성 발달 양상을 살피는 데에 목적

이 있으므로, WSP 해결 과정을 통한 학습 변인을 제

거하기 위하여 ISP를 먼저 실시하였다. WSP는 비교를

통해 ISP 해결 과정의 특징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ISP 이후에 실시하였다.

문헌 분석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학생들에게 주어

진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시간에는 Kapur (2014)가 제시한 문제를

ISP로 사용하였다. 그는 9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

산적 실패(Productive Failure, PF)그룹에게 비구조화

된 농구 선수 문제를 제시하며 개별적으로 최대한 많

은 해답을 도출하여 생산적 실패를 경험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 Kapur (2014)의 문제가 싱가포르 9학년을 대

상으로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의 개념을 학습

한 우리나라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무

리가 없었고, 그와는 달리 학생들이 개별이 아닌 소집

단 협력학습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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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통계적 변이성과 관련된 ISP

[Fig. 1] ISP on variability

[그림 2] 통계적 변이성과 관련된 WSP

[Fig. 2] WSP on variability

체감하는 난이도는 보다 낮아질 것으로 판단하였다.

사용된 ISP는 [그림 1]과 같다. 농구선수의 이름을

학생들에게 친근한 재석과 명수로 정하였고, 재석과

명수의 득점 평균 및 분산, 득점 종류별 개수도 동일

하게 하였다. 주어진 자료의 변이성의 편재 비교를 유

도하기 위하여 ‘일관성 있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

며, 학생들의 어휘수준을 고려하여 일관성 및 경기력

의 뜻도 병기하였다. 학생들은 개별적인 활동 및 소집

단 논의 활동을 주어진 종이에 적으면서 진행하도록

요구받았으며, 충분한 양의 빈 A4용지가 제공되었다.

두 번째 시간에는 학생들의 ISP 풀이 과정을 바탕

으로 WSP를 새롭게 개발하였다. 1차 실험에서 소재로

활용하였던 농구선수의 득점의 경우, 학생들은 이산량

이 아닌 연속량으로 인식하여 득점의 추세에 주목하거

나, 재석과 명수의 득점은 독립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종속사건으로 해석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재석과

명수가 모두 유명 연예인의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학생

들은 수학적 근거 없이 명수보다 재석에게 후한 평가

를 내리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학생들에게 친숙한

상황이면서도 독립된 이산량으로 확실히 인식되고 있

는 수학 성적 소재를 선정하였고 학급명 역시 보편적

인 가치를 담아 선호의 차이가 없도록 하였다.

사용된 WSP는 [그림 2]와 같다. 행복반과 나눔반의

수학 성취도 평가 결과를 분리하여 제시하여 행복반의

성적과 나눔반의 성적이 독립사건임을 확실히 하였고,

행복반의 수치를 22개, 나눔반의 수치를 21개 제시함

으로써 두 학급의 성적을 일대일 대응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자료를 연속량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자료에 연번을 매기지 않고 단순 나

열하였다. 학생들이 첫눈에 인식하는 100점의 개수는

두 학급이 같게 하였지만, 평균은 나눔반이 더 높게,

분산은 행복반이 더 높게 설계하였다. 주어진 자료의

변이성의 편재를 비교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번에는

‘고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학생들은 단어의 뜻

을 이해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학생들에게 사전에 연구의 내용을 알리지 않았으며,

첫 번째 시간에 ISP를 해결하였던 경험의 학습 효과로

인해 두 번째 시간에 WSP 풀이 과정에서 통계적 변

이성의 개념을 빠르게 습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기에 앞서 첫 번째 시간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문제임을 주지시켰다. 모든 과정이

끝난 뒤에는 개별 면담 과정에서 연구의 목적과 문제

의 의도, 올바른 풀이 방법 등을 설명해주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 연구는 Ben-Zvi (2004)의 변이 추론 발

달 단계를 학생들의 변이성의 이해를 판단하는 준거로

활용하였다. 이는 그의 변이 추론 발달 단계가 다양한

상황에 있는 학생들의 변이성 이해 판단의 준거로 활

용 가능한 일반성을 지니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

다. 이에 공학용 도구 사용 환경에서 실시된 Ben-Zvi

의 연구(2004)와는 달리 공학용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에서도 변이 추론 발달 단계를 학생들의 변이성의

이해를 판단하는 준거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국내 초등 수학교실에서 공학용 도구의 활용이 보편적

이지 않고, 연구 참여 학생의 학년 수준에서 문제 해

결을 위한 그래프의 구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

또한 실험 설계에서 공학용 도구를 포함시키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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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수집 및 분석

자료 수집을 위하여 문제 풀이 전 과정을 녹음 및

녹화하였다. 각 실험은 4명의 학생들이 서로 마주보도

록 2-2 배열로 책상을 배열하였고, 이들의 양쪽에서 2

대의 비디오카메라로 촬영을 실시하였다. 책상 한 가

운데에는 녹음기 한 대가 놓였다. 이들이 사용했던 개

인 및 모둠활동지, 풀이과정을 적은 연습장 또한 자료

로 수집되었다. 각 실험 후에는 개별면담을 추가적으

로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 역시 비디오로 녹화되었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Ben-Zvi (2004)의 통

계적 변이 추론 발달 단계를 본 연구의 맥락에서 재해

석하였다. Ben-Zvi (2004)의 통계적 변이 추론 발달

단계는 통계적 활동에서 변이성의 원인을 조사하고 설

명하는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학생들

의 수준을 7단계로 구분하여 비교적 풍부한 정보를 제

공해주므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준거를 제공해

준다. 다만 연구에서 사용한 과제의 유형이 Ben-Zvi는

개방형 과제, 이 연구는 비구조화된 과제로 다소 차이

가 있었기 때문에 연구의 맥락에 비추어 Ben-Zvi의

단계를 재해석하여 활용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재해석

작업은 학생들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드러난 발화를

토대로 연구진 간 교차 검토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수집된 실제 데이터에서의 학생들이

문제 해결 과정을 범주화하여 통계적 변이성에 대한

이해 정도를 판단하는 준거를 획득할 수 있었다. 학생

들이 작성한 활동지도 수준 판단을 위한 근거 자료로

함께 사용되었다.

이어 재해석된 통계적 변이 추론 발달 단계를 토대

로 학생들의 발화를 시퀀스 단위로 분리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퀀스(sequence)는 주제를 도입하고 확장

하는 발화들의 모음으로, 담화 분석에 있어서 하나의

문제 혹은 시퀀스들의 모음인 에피소드(episode)보다는

낮은 수준의 범주이고, 대화 이동(move)들의 모음인

교환(exchange)보다는 높은 수준의 범주이다(Truxaw

& DeFranco, 2008). 학생들의 토론에서 교사의 가이드

유무가 담화 패턴 및 협력적인 추론 과정에 미치는 영

향을 비교하였던 Hogan, Nastasi, & Pressley (1999)

의 연구에서도 상호작용의 주제에 따라 담화를 시퀀스

단위로 분석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변이성 개념

발달의 각 단계를 하나의 주제로 놓고 이에 따라 담화

를 분리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분리된 담화는 시퀀스

로 명명하였다. 시퀀스 단위의 분석은 문제 해결 과정

에서의 통계적 변이성에 대한 이해의 발달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필 수 있게 해주었다.

Ⅳ. 결과 분석 및 논의

ISP 해결 과정에서 학생들의 통계적 변이성에 대한

이해의 발달 양상은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도달한 통계

적 변이 추론 발달 수준, 통계적 변이성에 대한 이해

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논의의 흐름, 그리고 해당 과정

에서 논의의 주체에 따라 분석되었다. WSP 해결 과정

과 비교를 통해 ISP 해결 과정에서의 통계적 변이 추

론 발달 수준은 ISP 해결 과정에서 학생들의 배움을

증명하고, 드러난 논의의 흐름은 그들의 배움이 ISP

해결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일어난 것인지를 말해주며,

그 논의의 주체를 밝히는 일은 ISP 해결 과정에서 학

생들의 참여를 알려주었다.

1. 그들은 얼마나 배웠는가?

ISP와 WSP 해결 과정에서 드러난 학생들의 배움의

정도를 파악하고 비교하기 위하여 Ben-Zvi (2004)의

통계적 변이 추론의 일곱 가지 발달 단계를 그 준거로

하였다. 단계 분석 결과, ISP 해결 과정에서 학생들은

WSP 해결 과정과 유사한 정도의 통계적 변이 추론

발달을 보여주었다.

가. ISP에서의 통계적 변이 추론 발달 수준

ISP 해결 과정에서 학생들은 1단계부터 시작하여 6

단계 수준까지 도달하였다. 이러한 발달이 순차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6단계의 경우는 한 학생에게서

만 해당 발화가 관찰되었다.

(1) 1단계

Ben-Zvi의 틀에서 1단계는 학생들이 변이성과 관련

된 측면에 주의를 전혀 기울이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

낸다. 이에 연구진은 학생들이 ‘일관성 있는 경기력’과

관련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요소에 초점을 맞추거나,

그 어떤 것에도 초점을 맞추지 못할 때, 통계적 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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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ISP 해결 과정에서 학생들이 작성한 빈도표

[Fig. 3] Frequency table drawn by the students in the

solving process of ISP

성에 대한 추론에서 1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판단했

다. 아래와 같이 각 경기에서 더 많이 득점한 선수를

‘이긴’ 것으로 간주하여 총 이긴 횟수를 찾으려 하는

등, 자료의 변이성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료의 특징에

주목하는 학생들의 발화에서 1단계의 증거를 찾을 수

있었다.

재학 : 일단 보니까...재석이는 명수한테 이긴 점수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

예은 : 내가 그거 찾았는데.

수민 : 재석이가 더 많이 이긴 거 같다고?

예은 :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거 경기... 이긴 횟수는 똑같

았잖아. (중략) 이긴 횟수가 근데 똑같아.

수민 : 이긴 횟수랑 진 횟수가 같겠네.

(2) 2단계

Ben-Zvi에게 변이성을 비형식적으로 기술한다는 것

은 단순히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는 데에서 나아가 데

이터의 변화에 주목하고 변이성에 대한 모델을 세우는

일을 포함한다. 여기서의 모델은 반드시 정확하거나

형식적인 수학의 언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변이

성에 대한 더 발전된 논의를 위한 토대가 된다. 이 연

구에서는 ISP 해결 과정에서 학생들이 일관성은 점수

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거나, 일관성

을 알아보기 위하여 점수의 차 또는 점수 차의 차에

초점을 맞추려고 할 경우, 이를 변이 추론의 2단계로

간주했다. ISP 해결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학생 발화

에서 2단계의 증거를 찾을 수 있었다.

수민 : 이게 23에 19는 3 차이가 나고, 19랑 23은 3이 차

이나고, 거의 비슷비슷하게 차이가 나잖아. 그런데 명수

는 2나 7이나 0이나 6이나 1이나 2, 그냥 막 뒤죽박죽

차이가 나는 거야.

재학 : 봐봐, 이거 봐봐, 일단 첫 번째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두 번째 때는 4지, 4고, 4고, 4빼고, 4빼고 4

지. 4고, 4고, 4.

(3) 3단계

통계적 변이성 개념의 발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통계적 가설은 단순한 답안의 서술이 아니라 2단계에

서 주목했던 데이터의 변화에 가치판단을 포함한다.

즉, 학생들이 자료 전체에 주목하지 않았더라도 결론

을 도출하기 위한 어떤 가설을 세웠다면, 이는

Ben-Zvi의 통계적 변이 추론 발달의 3단계로 볼 수

있다. 이에 연구진은 ISP 과제에서 점수의 변화 또는

점수의 차이, 혹은 점수 차의 차가 작을수록 일관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정을 할 경우에는 3단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ISP 해결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학생 발화를 통해

3단계의 증거를 찾을 수 있었다.

수민 : 성질이니까 더 차가 적은 것을 선택해야 하잖아.

점수랑 점수가.

수민 : 나는 그, 차이가, 거의 다 한결 같잖아.

(4) 4단계

학생들은 ISP 해결 과정에서 집단 간의 비교를 위

하여 [그림 3]과 같이 점수별 빈도표를 작성하였으며,

이는 통계적 변이 추론 발달 과정의 4단계에 해당된다.

(5) 5단계

통계적 변이 추론 발달의 5단계는 자료집단 간의

변이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자료의 대푯값인 평균을 구

하거나 평균과 점수분포의 상관관계를 살피는 경우라

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은 두 자료 집단의 일관성을 비교하기 위해

최댓값, 최솟값을 구하며, 그것이 각각 29와 19로 동일

하다는 것 역시 식별해낸다. 이어서 학생들은 평균을

구하고자 시도한다. 이는 자료 집단의 평균과 일관성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주목한 것으로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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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거가 된다.

수민 : 야야, 최대랑 최소랑 구해야 돼, 평균이랑.

재학 : 최소 득점이 둘이 다 똑같이 19고, 최대 득점은 명

수도 29고, 재석도 29야.

수민, 재학 : 한 경기 총 득점은...

수민 : 다 더하자.

재학 : 아니야 안 더해도 돼.

...(중략)...

예은 : 있잖아, 평균은 일관성이 아니지 않아?

수민 : 그렇지. 그래도 평균을 구해야하지 않을까 그래도?

평균 득점이니까.

....(중략)...

재학 : 너네들이 재석이는, 너네들이 명수를 구해봐.

수민 : 재석 몇 나왔는데? 재석 몇 나왔습니까?

...(중략)...

도영 : 480 나왔는데.

수민 : 480?

....(중략)...

도영 : 재석이 480.

재학 : 재석이 480 맞아.

수민 : 명수는?

...(중략)...

도영 : 480 같은데?

수민 : 뭐라고? 480? 똑같다고?

도영 : 어...똑같을 수도 있지 않나?

예은 : 똑같으면..

수민 : 야, 이 최대가 똑같잖아. 최대랑 최소가. 똑같으면

평균도 총 득점도 똑같을 수도 있네?

...(중략)...

재학 : 평균 24.

이들은 두 집단의 평균이 같음을 발견한 이후, 두

자료 집단 간의 차이를 도출해내기 위해 다양한 시도

를 하지만 모두 실패하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시도들

은 애초에 본 과제가 평균과 최댓값, 최솟값이 동일하

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6) 6단계

ISP 해결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자료 집단에

대해 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설에 크게 위배되는 자

료가 있을 경우 그 자료를 배제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재학 : (선생님에게)...높았다고 하면 그 수 포함하면 안 되

죠?

재학의 발화를 통해 평균과 차이가 큰(“높은”) 자

료가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지 않으려는 시도를 관

찰할 수 있다. 이는 이상점에 대한 고려를 보이는

대목으로 학생들이 일시적으로 6단계에 해당하는

발달 수준을 보였다는 것의 증거가 된다.

나. WSP에서의 통계적 변이 추론 발달 수준

WSP 해결 과정에서 학생들은 3단계, 4단계, 5단계

수준을 드러내었지만 1단계와 2단계는 명시적으로 드

러내지 않았다. 이는 1주일 전에 실시했던 ISP 해결

과정에서 이미 초점을 맞추어야 할 데이터가 무엇인지,

또 데이터의 변화에 주목해야함을 학습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ISP에서 보였던 6단계에 해당하는 모습

은 WSP 해결 과정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1) 3단계

주목했던 데이터의 변화에 대한 가치판단이 곧 통

계적 가설이므로, WSP 과제에서 주어진 점수들 간의

차의 합을 구하는 활동을 하자고 하는 경우, 결과의

크기 비교를 통해 고른 점수를 가려낼 수 있다는 가설

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WSP 해결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학생 발화를 통

하여 그들이 설정한 통계적 가설을 알 수 있었다.

수민 : 그냥 나는, 나는 차를 한 번 다 더해보게.

수민 : 차를 찾아. 그 다음에 다 더한 게 이거야. 마이너

스 플러스 다 해가지고.

(2) 4단계

WSP 해결 과정에서도 역시 학생들은 집단 간의 비

교를 위하여 [그림 4]와 같이 점수별 빈도표를 작성하

였으며, 이는 통계적 변이 추론 발달 과정의 4단계에

해당된다.

(3) 5단계

학생들은 두 자료집단의 최솟값을 확인하는 활동부

터 시작하였으며, 두 집단의 최솟값이 각각 72, 77이라

는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학생들은 ISP에서와 달리

최댓값을 확인하지 않았는데, 이는 자료의 속성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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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WSP 해결 과정에서 학생들이 작성한 빈도

표

[Fig. 4] Frequency table drawn by the students in the

solving process of WSP

험 점수이고 또한 두 자료집단이 만점인 100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최댓값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뒤이어 학생들은 두 자료집

단 간의 비교를 위해서 평균을 구하였고, 이를 이용해

서 다음과 같이 편차의 개념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

다.

수민 : 여기 88 해가지고 차가 얼마 나오는지 볼까?

재학 : 행복반이 88이라고 했지.

수민 : 행복반이 88이잖아, 여기서 88을 빼는 거, 다 빼봐

가지고 수가 얼마나 고른지 보면 되잖아.

예은 : 응. 그러면 되겠지?

재학 : 이게 평균보다 높은 게.

예은 : 평균보다 낮은 거랑, 높은 거의 차를 구해봐야 될

까?

재학 : 평균보다 높은 게.... 12개고, 평균하고 같은 게, 같

은 사람을, 2명이고, 평균보다 낮은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

수민 : 평균과 같은 것이 몇 개라고?

재학 : 평균과 같은 사람이 12명이고, 똑같은 사람이 2명

이고, 낮은 사람이 8명, 총 22명 맞고.

....(중략)....

재학 : 봐봐. 이걸 보면, 만약에 점수가 동일하다는, 이렇

게 평균을 구했다는 조건에서, 이 점수가 더 높은

사람이 일단 평균보다 점수가 더 높은 반이 행복반

이고, 평균하고 같은 게 2명이고 얘는 1명이잖아.

얘는 11명이고, 평균 아래인 게 얘가 8명인데 얘는

9명이잖아.

....(중략)....

예은 : 있잖아, 나눔반. 나눔반도 구해야 되는데 평균....

저, 있잖아. (도영)아, 여기에 평균이 90이지? 약으

로 치면? 거기서 점수 차를 좀 해줄래? 이렇게? 평

균하고 점수 차. 뭔 말인지 알겠니?

학생들은 먼저 행복반의 평균이 88이라는 것을 구

한 뒤, 행복반의 개별 점수들로부터 평균을 빼려고 시

도했다. 이러한 시도는 개별 자료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구하는 것이 해당 자료집단의

고른 정도를 나타내 줄 것이라는 신념에 기반한 것이

다. 이 신념은 자료의 산포도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편차 개념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서, 앞의 인용문은 학

생들이 두 자료집단의 분포를 비교하기 위해 편차를

사용하는 사례를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는 두 자료집단의 고른 정도를 비교하

기 위해 중심 측도와 분산 측도를 활용하려는 시도로

서 ISP에서와 다른 양상의 5단계의 증거이다.

다. 과제의 구조화된 정도에 따른 발달 수준 비교

ISP에서 학생들은 통계적 변이 추론 발달의 6단계

까지 보인 반면, WSP에서는 5단계까지 보였지만 이것

으로 ISP에서의 학생의 배움이 더 깊은 단계까지 이루

어졌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ISP에서의 6단계는 한

학생의 혼잣말 같은 발화에서만 등장했고, 이 아이디

어가 다른 학생들과 공유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ISP와 WSP에서 학생들의 통계적 변이 추론

발달 수준은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ISP 및 WSP에 대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공

통적으로 변이 추론의 단계가 1단계에서 6단계까지 순

차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1단계에 해당하는 논의를 진행하다가도 갑자

기 5단계 수준의 논의를 시작하기도 했으며, 5단계에

머물렀다가도 곧잘 3단계 혹은 1단계의 발달 수준에

해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변이 추론 개념

의 학습 양상을 보다 통시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을 제

기한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학습 양상에 대한 시간 순

서에 따른 분석을 시도한다.

2. 그들은 어떻게 배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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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하기 위

하여 학생들의 담화를 Ben-Zvi (2004)의 통계적 변이

성 추론의 발달 단계에서 지표가 되는 발화에 따라 시

퀀스를 구분하였다. 시퀀스는 학생들의 역동적인 학습

양상을 추적하는 단위로 기능하였다.

가. ISP와 WSP 해결 과정에서의 담화 양상

ISP 해결 과정의 시퀀스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

다. ISP 해결 과정은 8개의 시퀀스로 분리할 수 있었

는데, 이는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8가지의

아이디어를 도출하였음을 의미한다. 각각의 아이디어

가 함의하는 통계적 변이성의 발달 단계는 순차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해결 과정의 초반에는 문제가

의도했던 ‘일관성’의 의미대로 문제를 해결할 듯이 보

이며 높은 통계적 변이성 단계를 나타냈지만, 답이 없

는 ISP의 특성으로 인하여 학생들은 자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일관성’을 해석하여 정보를 유추해내려는 양

상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통계적 변이성 발달 단계는

초기의 5단계에서 낮은 단계로 회귀하는 형태를 보이

며, 심지어 1단계로 되돌아가기도 하였다. 또한 시퀀스

# line 내용

변이

추론

단계

1-1
34

~59

개별 선수의 점수를 보고 일관성 있는 선수

추측해보기. 이유를 설명하기 힘듦(일관성에

대한 수학적 근거가 필요함).

0단계

1-2
85

~122
평균 구하기, 평균이 같음을 발견. 5단계

1-3
131

~219

빈도표 작성하기, 점수별 빈도가 동일함을

발견.
4단계

1-4
195

~274

두 선수의 승패 구하기, 이긴 횟수 같음 발

견.
1단계

1-5
220

~234
동점의 개수 세기, 6회임을 발견. 1단계

1-6
195

~267

각 선수의 점수 차이 구하기, 명수가 더 적

음을 발견.
3단계

1-7
275

~512

각 선수의 점수 차의 차 구하기, 재석이 더

적음을 발견.
3단계

1-8
513

~끝

점수 차의 차가 적은 선수가 일관성이 높은

선수로 결정.
3단계

[표 1] ISP 해결 과정의 시퀀스 분석

[Table 1] Sequence analysis of ISP solving process

분석을 통해 하나의 시퀀스가 종료되기 전에 또 다른

시퀀스가 중첩되어 나타나기도 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퀀스에서 드러난 발달 단계는 3단계로 일정하

게 유지되었으며 학생들이 설정하였던 가설에 근거한

일관된 결론으로 수렴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WSP 해결 과정의 시퀀스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

다. WSP 해결 과정은 ISP에서보다 적은 5개의 시퀀스

로 분리되었다. 학생들은 ISP의 ‘경기력이 일관성 있는

선수’와 다르게 WSP에서는 ‘고른 점수’가 의미하는 바

를 비교적 빠르게 파악하였기에 다양한 접근을 시도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퀀스는 더

적게 나타났다.

반면, 각각의 아이디어가 함의하는 통계적 변이성의

발달 단계는 ISP에서와 다르게 순차적으로 나타났다.

해결 과정의 초반에 학생들의 변이 추론 발달 단계는

3단계부터 순차적으로 5단계로 나아갔다. 나아간 발달

단계는 회귀하거나 급격한 변화를 거치지 않고 새로운

시퀀스에서도 동일하게 5단계를 유지하였다.

# line 내용

변이

추론

단계

2-1
27

~77
차를 다 더하기, 발견 없음. 3단계

2-2
29

~227
빈도표 작성하기. 점수의 총합 구하기. 4단계

2-3
49

~186
평균 구하기, 평균이 다름 발견. 5단계

2-4
86

~373

평균과의 차 구해서 더하기, 나눔반이 더 적

음을 발견.
5단계

2-5
374

~끝

평균과의 차의 합이 더 적은 반이 성적이

고른 반으로 결정.
5단계

[표 2] WSP 해결 과정의 시퀀스 분석

[Table 2] Sequence analysis of WSP solving process

나. 담화 양상 차이의 의미

시퀀스 분석을 통하여 과제별로 학생들의 문제 해

결 과정에서의 담화가 서로 다르게 분화한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통

계적 변이성의 발달 단계와 함께 [그림 5]와 같이 도

식화하였다. [그림 5]의 상단과 같이 학생들은 ISP 해

결 과정에서 두 선수의 점수의 빈도를 파악하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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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 해결 과정에서의 담화 양상

WSP 해결 과정에서의 담화 양상

[그림 5] ISP와 WSP에서의 담화 분화 양상

[Fig. 5] Aspects of discourse differentiation in ISP and in WSP

의 시퀀스에서 두 선수의 승패에 집중하거나, 두 선수

의 점수의 차이에 주목하는 두 가지 시퀀스로 활동의

양상이 분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때 동일한 수학적

아이디어에 기초한 시퀀스는 중첩하여 표현하였다. 두

선수의 승패에 집중하는 1-4시퀀스 안에서 새로운 상

황 판단 기준으로 동점인 경우를 제안하는 1-5시퀀스

의 양상이 중첩하게 표현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 ISP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은 데이터를 조작하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여러 개의 하위 아이디어로 분화하

기도 하고, 후속 아이디어로 연결하기도 하였음을 파

악할 수 있었다.

반면, WSP 해결 과정은 [그림 5]의 하단에 나타난

것처럼 ISP 해결 과정에 비하여 담화의 양상이 비교적

단조로운 편이었다. 초반에는 문제를 해결 방안을 다

양하게 모색하는 듯했지만, 2-3시퀀스부터는 그 흐름

이 평균을 구하고 각각의 점수와의 차이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단일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WSP를 해

결하는 데에 학생들은 주어진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탐색할 필요를 갖지 못했음을 의미

한다.

학생들이 나타낸 통계적 변이 추론 발달 단계의 양

상 역시 ISP와 WSP 간에 차이가 있었다. 학생들은

ISP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순차적이지는 않았지만 1단

계부터 6단계까지 다양한 단계의 통계적 변이성 단계

를 경험하였다. 반면, WSP 해결 과정에서는 3단계에

서 5단계까지 3개의 단계만이 나타났다. WSP 해결 과

정에서 1, 2단계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일주일 전에

실시된 ISP 해결을 통한 학습의 영향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3, 4, 5단계가 순차적으로 나타난 뒤, 5단

계에서만 머물다가 WSP 해결 과정이 종료되었다는

점은 역동적인 단계의 변화를 보여주었던 ISP 해결 과

정과 차이를 드러낸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모든 단계

를 드러내는 것이 통계적 변이 추론 발달에의 유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ISP 해결 과정에서 다양한

단계를 역동적으로 거쳤다는 것은 통계적 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탐색하였음을 의미하므로 통계 교육의 지

향점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연구진은 ISP와 WSP에서의 담화 양상 차이가

과제의 구조화된 정도의 차로 인한 문제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WSP에 비하여 덜 구조화

된 ISP의 대표적인 특성인 답안 도달 과정의 불투명성

이 학생들의 문제 해결 활동을 WSP에서와는 다른 특

별한 방식으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ISP의 특성이 담화

로 드러난 학생들의 문제 해결 활동에 미친 영향은 다

음과 같다.

첫째, ISP의 특징인 답안 도달 과정의 불투명성은

학생들이 도전적인 활동을 유발하였다. WSP에서는 몇

가지 수학적 아이디어를 통해 답안에 도달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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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했지만, ISP에서는 그 어떤 수학적 아이디어로도

답안에 도달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ISP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에는 시도하지 않던 새롭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허용적으로 받아들이고 실행에 옮기게 된

다. 또한 WSP 해결 과정과 비교하여 물리적으로 훨씬

많은 수의 아이디어들을 시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ISP 해결 과정에서 학생들은 두 선수의 점수의 빈도를

파악하는 아이디어에서 실패하자 두 선수의 승패에 집

중하는 아이디어나 두 선수의 점수의 차이에 주목하는

아이디어로 분화해 나갔다. 또 두 선수의 승패를 판단

하는 아이디어로부터 두 선수가 동점인 경우를 세어보

는 아이디어로 나아가기도 했다. 이러한 다양하고 수

많은 수학적 아이디어를 시도하는 과정은 답안 도달

과정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다.

둘째, 답안 도달 과정의 불투명성은 학생의 추론 방

식에 있어서도 WSP와 다른 ISP만의 특징이 드러나게

하였다. ISP 해결 과정에서 학생들은 일관성이 있는

선수를 가려내기 위하여 점수 차의 합이 작은 명수가

일관성이 있는 선수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에 따

라 점수 차의 합이 일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음을 특징으로 이끌어냈다. 이 특징은 또 다른 자료

집단인 재석의 점수를 분석하는 데에도 적용되었다.

자료 집단에서 파악해낸 규칙을 토대로 자신들의 결론

에 부합하는 또 다른 사례를 유도하는 과정을 거듭하

면서 학생들은 새로운 자료 분석 방법을 시도하게 되

었다. 이러한 추론 과정은 학생들이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것과 그 결과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

지를 구별할 필요성을 야기하며, 초등학생이 자료 분

석 과정에서 자료로부터 추론과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

을 기르는 것은 통계의 기초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중

요하다(NCTM, 2000). 답안 도달 과정이 불투명한 과

제였기 때문에, 그 해결 과정에서 드러난 자신들이 판

단할 수 있는 기준을 스스로 세워 나가는 모습은

WSP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색다른 추론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3. 그들은 함께 배웠는가?

본 연구에서 학생들은 소집단 토론 방식으로 문제

를 해결하였으며, 연구진은 이들의 담화가 진행되는

양상을 통하여 각각의 과제에서 일어난 배움을 탐색하

였다. 이러한 탐색은 소집단 활동에서의 통계적 변이

추론의 발달이 4명의 구성원 모두에게 ‘함께’ 일어났음

을 가정하지만 실제로 문제 해결 전 과정에 걸쳐 모든

학생이 동일하게 통계적 변이 추론이 발달하기란 불가

능에 가깝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발달의 개인차를 직

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매우 도전적인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연구진은 활동에 참여하는 4명

의 학생에게 통계적 변이 추론 발달에서 개인차는 분

명 존재하며, 특히 이 개인차는 두 과제 간의 의미 있

는 차이를 드러내어 줄 것으로 보았다. 이에 시퀀스별

로 학생별 참여 양상을 식별함으로써 두 과제에서 통

계적 변이 추론 발달의 개인차를 드러내고자 시도하였

다. 이러한 차이는 그들이 두 과제에서 진정으로 ‘함께’

배웠는지를 말해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ISP에서의 학생별 참여 양상은 [그림 6]의 상단과

같다. 초반의 시퀀스는 주로 예은의 아이디어에 수민

이 동조하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ISP의 특성으로 인해

예은의 아이디어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1-4시퀀스

부터 재학과 도영이 주도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며 참여

하였다. 예은이 대부분의 시퀀스에 참여하며 해결 과

정을 주도하기는 하였지만, 자신의 아이디어가 실패하

였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재학과 도영은 자신들의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지자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 과정에 참여하였

으며, 마지막에는 결국 예은의 아이디어로 다시 돌아

오기는 했지만 이들은 끝까지 적극적인 참여를 유지하

였다.

WSP에서 학생별 참여 양상은 ISP에서보다 단순하

였다. ISP에서 해결 과정을 주도했던 예은이 WSP에서

도 해결 과정을 주도하는데, 이는 예은의 아이디어가

2-1, 2-4, 2-5시퀀스로 이어짐을 통해 알 수 있다. 2-2,

2-3시퀀스에서 재학과 도영이 예은과는 아이디어를 제

기하지만 이는 다른 학생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금

방 사라진다. WSP가 지닌 답안 도달 과정의 투명성으

로 인하여 예은의 아이디어가 올바른 접근 과정임이

자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WSP 해결 과정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한편, [그림 6]의 하단과 같이 WSP 해결 과정 종료

시점에는 모든 학생이 끝까지 참여했던 ISP에서와 달

리 예은과 수민만이 참여하고 있었다. 이는 예은의 아

이디어를 재학과 도영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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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 해결 과정에서의 참여 양상 ①-수민 ②-재학 ③-도영 ④-예은

WSP 해결 과정에서의 참여 양상

[그림 6] ISP와 WSP에서 학생별 참여 양상

[Fig. 6] Aspects of student participation in ISP and in WSP

기보다, 예은이 다른 학생들과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

해 설득하고 이해시키려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학생보다 수학적 성취 수준이 다소 높았던 예은

에게 있어 자신의 아이디어가 주어진 과제에 적합함이

자명했고, 스스로 이 아이디어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므로 다른 학생들을 굳이 참여시킬 필요가

없었다. 예은과 비슷한 성취 수준이었던 수민의 경우

는 예은의 아이디어를 스스로 이해할 수 있었기에 참

여할 수 있었다. 반면, 재학과 도영은 예은과 수민의

활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참여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발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영 : 무슨 말인지.

재학 : 나만 모르는 거 같지?

재학 : 그런데 이게 뭐야 이게?

4명이 함께 푸는 문제임을 주지시키고 시작한 활동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학과 도영은 끝내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통계적 변이 추론의 발달

단계를 드러낼 기회도 갖지 못하였다. 이를 통하여

WSP는 그 구조의 특성으로 인하여 모든 학생이 서로

의사소통하게 하고, 해결 과정에 참여하게 할 유인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ISP와 WSP에서의 학생별 참여 양상 비교를 통하여

학생마다 시퀀스별 참여가 달랐으며, ISP에서는 모든

학생이 끝까지 활발하게 참여하여 ‘함께’ 배움이 일어

났음에 반해, WSP에서는 일부의 학생이 해결 과정을

주도하고, 나머지 학생은 해결 과정에서 소외되어 ‘함

께’ 배움이 일어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문제의 구조화 정도를 결정하는 답안 도달 과정의 투

명성 여부가 학생들 간의 아이디어 교류에 영향을 미

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소집단 토론 활동을 통한 ISP 해결

과정에서 학생들의 통계적 변이성에 대한 이해의 양상

이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문제의 구조화

정도에 따라 학생들의 이해 양상을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첫 번째 관점은 학생들의 배움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그들은 얼마나 배웠는가’를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ISP와 WSP 해결 과정에서 학생들의 통계

적 변이 추론 발달 정도는 비슷함을 알 수 있었다. 비

슷한 배움의 결과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배움의 과

정에서 드러난 차이를 드러내고자 두 번째 관점은 ‘그

들이 어떻게 배웠는가’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ISP에서

보다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WSP에서와는 다른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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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탐색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

로는 소집단 내에서의 배움의 차이를 식별하기 위하여

개별 학생들의 배움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은 함께 배

웠는가’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ISP에서 참여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모두 동등하게 존중받고 활동이 종료될 때

까지 활발한 의사소통 및 전원 참여가 지속됨을 확인

하였다. 세 가지 관점에서 드러난 학생들의 통계적 변

이성에 대한 이해 양상은 모두 ISP 해결 과정의 불투

명성에서 기인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함의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ISP는 통계적 사고 신장을 목표로 하는 교수

·학습 활동에 적합할 수 있다. 통계는 단순한 수가 아

닌 변이성과 문맥을 가진 수를 다루기 때문에 여타 수

학 분야와는 다른 통계적 사고를 필요로 한다(Cobb &

Moore, 1997). 이 연구는 ISP가 답안 도달 과정의 불

투명성으로 인해 학습자로 하여금 생산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기존 연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ISP

에서 일어나는 실패의 과정을 분석하여 학생들이 그

어떤 풀이 과정도 확신할 수 없게 만드는 ISP의 구조

가 학생들로 하여금 주어진 자료를 수없이 관찰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색하게 만듦을 보였다. 이는 통

계적 사고는 이론이 아닌 경험을 통하여 자료를 다양

하게 관찰하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가능하

다고 할 수 있다는 Moore (1997)의 주장과 일치하며,

이를 통해 ISP는 통계적 사고를 기르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타당성을 확보한다.

둘째, ISP는 수학적 의사소통 역량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수학적 의사소통은 단순히 수학적

인 내용의 발화가 증가하는 데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

니라, 수학 학습의 사회적인 측면인 아이디어의 공유

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Hiebert,

1992). 소집단 활동에서 ISP는 모든 아이디어를 실패

로 만들기 때문에 그 어느 아이디어에도 권위를 부여

하지 않는다. 즉, 수학적 성취 수준이 다양한 학생들

간에도 수평하게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수학적

의사소통을 보장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ISP 해결

초기에는 WSP에서처럼 수학적 성취 수준이 높은 학

생이 논의를 주도하다가, 해당 아이디어가 두 자료집

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자 학생들의

서로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공유하며 활발한 수학적

의사소통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답이 없기 때문

에 답을 합의하기 위하여 수학적 아이디어에 대한 의

사소통의 필요가 발생하고, 답이 없기 때문에 수학적

의사소통의 평등한 참여 또한 보장될 수 있게 된다.

셋째, ISP는 이질 집단의 학습에 효율적일 수 있다.

모든 수학 교실의 학생들은 이질적이며, 다양한 수준

의 학생들을 한 데 놓고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은 영원

히 수학교사를 괴롭히는 난제이다. ISP는 이러한 어려

움을 해소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ISP에서

는 모든 수준의 학생들이 동일하게 실패를 경험하며,

실패를 통하여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내는 수학적

아이디어는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된다. 동등한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내는 아이

디어도 무시당하지 않고, 성취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내는 아이디어가 지배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문제 해결 과정에 지속적

으로 참여할 동인을 제공하며, 동시에 성취 수준이 높

은 학생들 역시 다양한 아이디어를 경청하고 시도하는

동인 또한 제공해준다.

한편, 이 연구가 ISP가 언제나 WSP보다 우수함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 연구는 소집단 토론 활동으

로 초등학생들이 통계적 변이성에 관한 ISP와 WSP를

해결하는 사례에 관한 연구이므로 통계적 변이성에 관

한 초등학생 소집단 토론 활동으로 그 논의를 한정한

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연구의 결과가 ISP에서의

배움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드러냈기에, 조심스럽게 본

연구 결과가 통계 영역 전체로 확장되어 적용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론적 배경에서 전술한 바와 같

이 통계적 변이성은 모든 통계적 사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좋은 수학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

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수학적 아이디어를 논리적 구조

로 발전시키고 서로 연결하여 학생들을 자극할 수 있

는 좋은 수학 과제(NCTM, 2000)로 ISP를 제시하고

WSP와의 비교를 통해 ISP 해결 과정에서 충분히 수

학적으로 유의미한 배움이 일어남을 증명하였다는 데

에 이 연구의 의미가 있다. 이는 향후 다양한 통계 교

육 내용 및 상급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확장 가능하

며, 특히 통계 교육에서 ISP의 유익을 밝혀 학교 현장

에 실질적인 통계 교수 학습 방안을 제공하는 데에 일

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연구는 학령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미래 수학 교실에 도래할 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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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학급에서 통계적 사고 신장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

는 교수·학습 도구로서도 그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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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ructure of a mathematics task shapes the aspects of learning of those who solve the task. This 
study explores the process of understandings on the statistical variability of primary school students. 
Students were given two problems with different degrees of structuring - a well-structured problem 
(WSP) and an ill-structured problem (ISP) – and discussed in a group to solve each task. The highest 
level of development achieved in both cases appeared to be similar. However, when given the ISP, 
students dynamically proposed ideas and justified the conclusion based on their hypothesis. Furthermore, 
all students actively participated in solving the ISP until the end whereas some students were 
marginalized while solving the WSP. This discrepancy results from the difference in the degrees of task 
stru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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