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지 17 (3) 483-501.           Journal of Elementary Mathematics Education in Korea 17 (3) 483-501.

2013. 12. 31                                                                                  December 31. 2013.

초등수학에서 수학적 모델링 적용 필요성에 대한 
연구1)

오영열2)

본 연구는 초등수학에서 수학적 모델링에 대한 적용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이를 위해 이론적 문헌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우리나라 수학교육은 학생들의 높은 
성취도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수학적 모델링은 이러한 문제점
들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점에서 본 연
구에서는 수학적 모델링이 학교수학의 유의미한 목표 및 방법으로써 연구자들의 
관심을 갖게 된 배경과 수학적 모델링의 정의, 그리고 문제해결과 수학적 모델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잘 알려진 세 가지 수학적 모델링의 과정을 
제시하고 각 모델링 과정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한, 초등수학에서 수학적 모델링
이 적용된 국내와 외국의 연구 사례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초
등수학에서 수학적 모델링 연구의 문제점 및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 제시하고, 또한 교사들의 수학적 모델
링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주제어: 모델, 수학적 모델링, 실세계 수학, 문제해결, 초등수학교육

Ⅰ. 서   론

만약 초등학생들이 “수학을 왜 배워야 하나요?”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가

장 피부로 와 닿을까? 초등수학을 연구해 온 본 연구자를 비롯해서 많은 초등학교 교사들

과 예비교사들은 한 번쯤은 이러한 질문을 받고 적절한 답을 찾기 위해 고민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가장 보편적인 대답은 ‘수학은 모든 교과의 기본이 되

는 교과목이니 수학을 잘 해야 다른 교과도 잘할 수 있다’, ‘수학을 잘 하면 논리적 사

고력이 길러진다’, ‘수학은 실생활에 매우 유용한 교과이다’, 또는 더 나아가서 ‘대학

을 가기 위해서는 수학을 잘 해야 한다’라는 대답일 것이다. 이러한 대답으로 과연 초등

학생들이 수학을 배우야 할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는지에 많은 궁금증이 있는 것이 사실

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나라 수학교육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학생들이 인식하는 수학에 

대한 정의적 측면이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물론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학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까

1) 이 논문은 2013년 서울교육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2) 서울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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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초등학교 수학교육이 학생들에게 수학의 진정한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유의미한 수

학 학습의 경험을 제공해 주지 못한데 상당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수학은 항상 정답

이 있다거나,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은 실생활과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수

학교육 전문가를 비롯해서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충분히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답

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수학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이 갖고 있는 수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상당 부분은 바로 이러한 우리나라 수학

교육의 문제점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이다 (김은형, 백석윤, 2008).

학교수학이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미수학교사협의회(NCTM, 1989, 2000)를 비롯해서 

무수히 많은 수학교육 연구자들에 의해서 제기되어 왔다(e.g., 성창근, 박성선, 2012; 

National Research Council, 2001; Franke, Kazemi, & Battey, 2007; Sowder, 2007).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현재 및 미래의 변화된 사회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수학의 목표

와 더불어 수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방법, 그리고 수학의 역할에 대해 학생들이 느끼는 가

치 등의 측면에서 전통적인 학교수학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가져오기 힘들다는 공통된 인

식이 있다. 특히, 수학의 활용성이 공학, 금융, 의학, 정치, 사회 과학을 비롯해서 사회의 

거의 모든 전문 영역에 걸쳐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욱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학교수학

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수학적 모델링(mathematical modeling)은 이와 같이 변화된 사회적 환경의 특성을 반영

하기 위해 학교수학에서 다루어야 할 필수적인 영역이 되고 있다. 이미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Mathematics(NCTM, 2000)과 Common Core State Standards for 

Mathematics (CCSSM; 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NGA), 2010)에서는 수학적 모델링이 

학교수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CCSSM에서는 잘 알려진 

NCTM의 과정규준과 같이 수학적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8가지 규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네 번째 규준으로써 수학적 모델링을 명시하고 있다.

수학적 모델링은 실세계(the real world) 상황을 기반으로 수학적 모델을 직접 이끌어내

고 해결 결과를 원래의 실세계 상황에 다시 적용해 봄으로써 새로운 수학적 지식을 습득

하고 기존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서 수학적 지식의 유용성을 학생들

이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기존의 문제해결 학습에서도 실생활의 의미를 강조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러 연구들(e.g., 석경희, 백석윤, 2004; 김경탁, 류성림, 2013; 

Nunes, Schliemann, & Carraher, 1993; De Corte, Verschaffel, & Lasure, 1995; Verschaffel 

& De Corte, 1997)에 의하면 문제해결 학습이 실세계의 의미를 소홀히 함으로써 학생들에

게 실세계와 수학의 연관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길러주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

한, 기존 문장제 중심의 문제해결 학습에서 학생들이 보인 틀에 박힌 정형화된 문제해결 

경향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수학에서 수학적 모델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수학적 모델링이 주목받게 된 배경, 수학적 모델링의 정의, 그리고 문제

해결과 수학적 모델링에 대해 비교해 보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세 가지 수학적 모델링의 

과정에 대해 알아본 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학적 모델링을 적용한 국내와 외국의 연

구 사례를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초등수학에서 수학적 모델링이 갖는 의미와 앞으

로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연구된 국내외의 수학

적 모델링에 대한 이론적 및 실증적 연구 문헌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종합함으로써 본 

연구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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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수학적 모델링

2.1. 배경

사회가 변화하면 학교수학도 그에 알맞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많

은 연구들(e.g., NCTM, 2000; Kaiser, 2010; Lesh & Fennewald, 2010)은 미래사회에서 요구

하는 인재는 협동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

추어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수학적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이에 알맞은 수

학교육 환경이 되어야 한다. 또한 수학이 다양한 실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도

구가 됨을 인식함으로써 실세계의 여러 현상들을 설명하거나 분석하고, 또한 예측하는데 

활용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수학 교육이 창의적이고 협

동적 관점에서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지, 또한 실세계의 상황을 고

려하여 수학적 문제해결이 합리적이고 현실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e.g., Schoenfeld, 1992; Lester & Kehle, 2003; Lesh & Zawojewski, 2007).

Verschaffel (2002)은 실생활 문제를 초등학생들에게 제시해 주고 학생들이 문제에 어떠

한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에서 많은 학생들이 틀에 박힌 기계적인 학습 양식을 보

이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배에 26마리의 양과 10마리의 염소가 타고 있다. 

선장은 몇 살일까요?“ 또는 ”버스 한 대에 30명의 학생이 탈 수 있습니다. 130명의 학생

들이 버스를 타고 소풍을 가려고 합니다. 몇 대의 버스가 필요할까요?“와 같은 문제를 제

시하였을 때, 많은 학생들이 문제 상황의 맥락을 고려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단지 

주어진 숫자들의 합으로 답을 구하거나, 또는 

대와 같이 비현실적인 답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기존의 비현실적 문제해결 경향을 보이는 학습 형태로부터 벗어나 주어진 

문제 상황을 고려하여 수학적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함을 의미한다 (p. 66).

사실, 수학적 모델링이 수학자 및 수학교육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오게 된 것은 지금

까지 이어져 온 교실 중심의 학교 수학이 학교 밖의 실세계 현실과 크게 다르다는 공통된 

인식에서 출발한다. 아이러니 하게도 학교 수학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상당 부분 

학교 수학의 영향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집에서 30km 떨어진 지점에서 오후 3시에 친구

를 만나기로 하였는데, 자동차를 시속 60km로 운전할 경우 집에서 늦어도 몇 시에 출발해

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에 대해, 전통적인 접근 방법에서는 집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한 

목적지까지 자동차로 30분이 걸리므로 집에서 늦어도 2시 30분에는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 

정답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누구나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 집에

서 2시 30분에 출발하면 신호등에 걸려 멈추는 경우, 교통 정체로 지체되는 경우 등등을 

고려할 때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존재함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학교 수학이 실세계를 반

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는 학생들에게 수학의 존재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오늘날 수학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학문적 영역 그리고 실세계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금융, 공학, 법학, 

의학, 그리고 사회 과학 분야에서도 수학의 필요성은 점차 증대되어 가고 있다. 특히, 이

러한 분야에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현상을 이해하고 또한 미리 예측해보는데 수학

적 모델링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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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는 대학에서도 이미 수학적 모델링을 교육과정에 공식적으로 도입한지 오래다

(Gould, Murray, & Sanfratello, 2012). 이와 같이 수학적 모델링이 수학 이외의 다른 학문 

분야에서 일반화되고 있다는 것은 실세계에서 수학의 유용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교육 연구자나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

학을 이용하여 실세계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수학적 모델링을 다른 학문 

분야에서는 널리 활용하고 있는데, 수학 교육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자나 또는 수학을 가

르치는 교사들은 수학적 모델링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 하지 않을 수 없

다. 학생들이 장래 일하게 될 실세계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학교 수학에서 수학적 모델링

을 당연히 교육과정을 통해서 준비하고 또한 교수학습 방법으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이 수학적 모델링은 우리가 살아가는 실세계의 문제를 현실을 고려하여 수학적

으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수학이 실세계 문제 해결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명료하게 

보여준다. 기존의 학교 수학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에서 기인한 여러 문제들을 

고려할 때 유의미한 수학교육 방법적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학적 모델링을 학교 

수학에서 다룬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수학이 정말로 필요하고 살아있는 교과라는 것을 체

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2. 수학적 모델링의 정의

수학적 모델링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모델(model)이란 무엇인가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은 당연한 순서일 듯하다. 모델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 의미가 매

우 다양하게 사용됨을 알 수 있다(Wikipedia, 2013). 물리적인 환경에서 사용되는 모델의 

의미, 패션 모델과 같이 어떤 사람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모델의 의미, 또는 추상적이거나 

학문적 영역에서 사용되는 모델의 의미 등과 같이 여러 의미로 사용된다. 이 가운데서도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모델의 의미는 어떤 대상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복잡한 

것의 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구조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거나, 설명 또는 예상하는데 도움

이 되도록 하기 위해 그 대상의 크기를 줄이거나 키워서 만든 물리적 표상을 의미한다. 

수학을 비롯한 자연과학 분야에서도 모델의 의미는 다양하게 사용된다. Juncosa (1966)

는 자연과학 분야에서 모델의 의미가 사용되는 경우로서 엔지니어가 어떤 기계 장치를 만

들 때 모델을 사용하거나, 수학적 대상을 실세계의 상황으로 표현하는 경우, 수학적 대상

을 또 다른 수학적 대상으로 표현하는 경우, 그리고 실세계의 현상을 수학적 대상으로 표

현하는 경우 등으로 분류하였다(Pollak, 2003 에서 재인용). 이에 대해 Pollak은 수학적 모

델에 대해 박테리아의 번식을 수학적 함수로 표현하는 경우와 같이 실세계의 현상을 수학

적 대상으로 표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수학적 모델을 표현하는 방법은 실세계 

현상을 표와 그래프 등을 활용하는 묘사적 접근 방법과 수학적 기호, 수 등을 이용하는 분

석적 방법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e.g., Pollak, 1997; Lesh & Doerr, 2003; Blum, 2006; CCSSM, 2010)은 수학

적 모델링을 흔히 모델링 사이클로 설명되는 수학 학습의 “과정(process)"으로 간주한다. 

CCSSM(NGA, 2010)에서는 수학적 모델링을 실세계의 경험적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적절한 

수학적 지식이나 통계적 지식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으며, Blum이 제

시한 수학적 모델링은 아래의 [그림 1]에 제시된 것처럼 실세계에서 문제가 될 만한 이슈

를 발견하고 실세계 상황의 구조를 형식화 또는 단순화해서 수학적 모델로 전환한 다음, 

이로부터 수학적 결과를 이끌어내고 그 결과를 다시 원래의 실세계 상황과 비교함으로써 

결과의 타당성을 입증해가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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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Blum의 모델링 사이클 (Blum, 2006에서 인용)

수학적 모델링에서는 수학적 모델을 지속적으로 수정할 수 있으며 또한 모델링 과정을 

반복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실세계 상황으로부터 수학적 상황으로, 수학적 상

황으로부터 실세계 상황으로의 이동이 자유롭다는 것이 수학적 모델링의 특징이다. 또한, 

Blum의 모델에서도 제시된 것처럼 거의 모든 활동이 실세계의 맥락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

에 수학적 모델링 활동에서는 본질적으로 실세계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해결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2.3. 문제해결과 수학적 모델링

전통적으로 문제해결은 학교수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문제해결에서 문제란 

구하고자 하나 해결 방법을 미래 알지 못하는 수학적 과제 또는 상황을 의미하며, 문제해

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학적 지식과 문제해결 방법 등을 배우는 

과정에 몰입하는 것을 의미한다(e.g., NCTM, 2000; Hiebert, 2003; Van de Walle, 2003). 

NCTM에서는 좋은 문제해결 학습이 되기 위한 규준으로써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둘

째, 수학적 상황 또는 수학 이외의 상황과 연결된 문제이어야 한다. 셋째,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수학적 문제해결 과정을 검증할 

수 있고 또한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문제해결 학습에서 의미하는 좋은 문제란 반드시 실세계와 관련된 문제일 필요는 

없다. 심지어는 아주 간단한 수식으로만 이루어진 문제조차도 학습자의 수준과 문제해결 

상황에 따라서는 좋은 문제가 될 수 있다(Van de Walle, 2003). 그러나, 수학적 모델링에서 

의미하는 문제란 반드시 수학적 개념이나 원리, 또는 수학적 사고를 내포하는 실세계 상

황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학자에 따라서는(Lesh & Zawojewski, 2007; Lesh & Doerr, 

2003) 문제해결과 수학적 모델링을 크게 구분하지 않거나, 또는 모델링을 문제해결의 일부

로 간주하거나 또는 문제해결을 모델링의 일부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문제해결과 수학적 모델링에서 추구하는 문제의 조건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명백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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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에서는 주로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서 수학의 기초적인 기능 및 새로운 수학적 

지식을 습득하거나 해결 방법을 배우는 데 주안점이 있다. 물론 문제해결은 그 자체로써 

수학 학습의 목표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수학적 내용을 배우기 위한 방법, 즉, 수

단으로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수학적 모델링에서는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수학적 지

식을 활용하여 실세계의 상황으로부터 수학적 모델을 도출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해결 결

과를 원래의 문제 상황과 비교해서 문제해결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다. 

다시 말해서 수학적 모델링에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수학적 지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

하도록 함으로써 수학적 지식의 활용 방법 그리고 수학적 지식의 유용성을 습득할 수 있

게 된다.

학습 방법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문제해결 학습은 Polya의 4단계 (문제이해 - 계획 수립 

- 계획 실행 - 반성) 단선형 모형을 기반으로 개별학습과 협동학습을 병행해서 적용할 수 

있다. 문제해결에서는 다양한 문제해결 방법의 추구와 함께 결과에 대한 반성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모델링에서 추구하는 학습유형은 앞에서도 시사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

로 협동학습 및 수학적 의사소통에 기반하고 있다. 수학적 모델링에서는 학습과정 및 결

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논의하기 위해 수학적 의사소통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뿐만 아니

라 구성원들 간에 협동학습 능력이 문제해결 학습에서보다도 더욱 강조된다. 더 나아가 

단선형 과정의 문제해결 모형에서와는 달리 순환형의 수학적 모델링에서는 결과가 만족스

럽지 않을 때에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세계의 상황과 비교해서 모델을 수정할 수 있

다.

그렇다면 수학적 모델링과 실생활 문제해결을 위해 수학을 응용하는 전통적인 문제해결

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러한 관점에서 수학적 모델링의 가장 큰 특징은 실세계 상황으

로부터 수학적 모델을 이끌어내는 과정과 더불어 모델링 사이클의 마지막 과정인 수학적 

문제해결 결과를 원래의 문제 상황에 비추어서 결과의 타당성을 평가한다는 점이다. 즉, 

모델링 사이클의 시작 부분에서 수학적 모델을 찾아가는 과정과 함께 마지막 단계에서 수

학적 해결 결과와 실세계 상황 사이의 조화를 중요시 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현실적 상

황에 비추어서 수학적 결과의 수용 가능성을 검증한다는 것은 수학적 모델링이 전통적인 

수학 학습과 명백히 다른 점이라고 하겠다.

Ⅲ. 수학적 모델링의 과정

3.1. CCSSM의 수학적 모델링 과정

CCSSM(NGA, 2010)에서는 수학과 교육과정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하고 있다. 

그 하나는 모든 학생들에게 추구되어야 할 수학 학습에 대한 과정과 태도를 다루고 있는 

실행규준(practice standards)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각 학년에서 가르칠 내용을 다루고 있는 

내용규준(content standards)이다. 실행규준과 내용규준은 각각 NCTM(2000)의 학교수학을 

위한 원리와 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정규준(process standards), 내용규준(content 

standards)과 각각 유사한 개념이다. CCSSM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행규준에는 문제에 대한 

감각, 추론, 실행 가능한 주장 및 다른 사람의 추론을 비판, 수학적 모델링, 적절한 도구 

사용, 정확성 추구, 수학적 구조, 반복적 추론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수학적 모델링은 

모든 학년, 모든 영역에 걸쳐서 수학 학습을 위한 규준으로 다루도록 되어 있으며, 고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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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서는 내용규준으로도 다루도록 하고 있다.

CCSSM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학적 모델링 과정은 [그림 2]와 같이 6단계로 제시되어 있

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변수를 찾고, 이 가운데서 중요한 변수를 

선택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문제 형성 단계에서는 선택한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

기 위해 표, 그래프, 대수, 기하, 통계 등을 선택해서 수학적 모델을 만드는 단계이다. 세 

번째 계산 단계에서는 문제를 해결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단계이다. 네 번째 결과의 해석 

단계에서는 수학적 결과를 원래의 문제 상황에 비추어서 해석하는 단계이며,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결과를 원래 상황과 비교해서 결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모

델을 수정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어떤 변수를 선택

하거나 의사결정, 또는 가정을 설정하는 것 등은 모델링 사이클 전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 초등학교 과정에서 모델링은 위에 제시된 6단계 전 과정을 반드시 실행해야

만 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문제 문제 형성

계산 해석

타당화 보고서

[그림 2] CCSSM의 수학적 모델링 과정

CCSSM에서 모델(model)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된다. 첫째, 수학적 개념을 구체적으

로 표현하는 의미에서 모델의 의미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범자연수의 덧셈을 수모형으로 

모델링하는 경우처럼, 모델이 어떤 구체적 대상을 묘사하거나 표현하는 의미로 사용이 된

다. 둘째, 수학적 모델링으로서 모델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수학적 모델링은 

경험적 상황을 분석하거나 이해하고 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적절한 수학적 지식

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수학적 모델링은 

구체적 교구를 활용하거나 표와 그래프 또는 간단한 수식 등을 활용하여 실생활의 상황을 

표현하는 수준에서 시작하여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모델링의 전 과정을 다룰 수 있을 것

이다.

3.2. Lesh와 Doerr의 수학적 모델링 과정

Lesh와 Doerr(2003)가 제시한 수학적 모델링 과정은 기본적으로 문제해결 개념의 확장

에 기초하고 있다. 이들은 문제해결을 크게 전통적 문제해결과 응용 문제해결로 구분하였

으며, 전통적 문제해결은 수학적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문제해결 전략 등을 배우는 것

에 의의를 둔 반면에, 응용 문제해결은 유의미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에 

대한 수학적 감각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며, 수학적 아이디어와 문제해결 능력은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서 함께 길러지는 것으로 보았다(Lesh & Zawojewski, 2007). Lesh와 Doerr의 

관점에서 수학적 모델링은 전통적 문제해결의 개념보다 확장된 응용 문제해결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해결에서 문제의 의미가 중요한 것처럼, Lesh와 Doerr의 모델링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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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는 문제란 “어떤 상황에서 문제해결자가 보다 생산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려고 할 

필요성을 느낄 때 어떤 과제나 목표 지향적 활동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Lesh & 

Zawojewski, 2007, p. 782). 즉, 생산적인 사고 방법을 기르는 것을 문제해결의 중요한 목표

로 간주하였으며, 생산적인 사고 방법을 기르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자가 수학적 모델링 

상황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 몰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학적 모델링을 응용 문제

해결이 관점에서 본 Lesh와 Doerr는 문제해결을 어떤 상황을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과정, 

즉, 수학 또는 수학 이외의 다양한 주제로부터 수학적 개념 또는 수학적 해석을 표현하고 

검증하고 수정하는 반복적인 과정으로 보았다(Lesh & Doerr, 2003; Lesh & Zawojewski, 

2007).

예측

묘사

검증 조작실세계 모델

[그림 3] Lesh & Doerr의 수학적 모델링 과정

위의 [그림 3]에 제시된 Lesh와 Doerr의 수학적 모델링 과정은 크게 실세계 부분과 수

학적 모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두 부분을 연결하는 활동인 묘사, 조작, 예측, 검

증의 과정으로 되어있다. 묘사의 단계에서는 실세계로부터 수학적 모델을 이끌어내는 것

이 활동의 주안점이며, 모델 조작 단계에서는 실세계의 문제 상황에 대한 예측을 고려하

여 이상화된 수학적 모델을 조작한다. 세 번째 예측 단계에서는 조작 단계의 결과를 실세

계 현상에 비추어서 그 관련성을 검토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검증 단계에서는 실세계 상

황에 대한 모델의 예측 정도를 검증하게 된다.

Lesh와 Doerr(2003)의 수학적 모델링 과정에서는 실세계로부터 수학적 모델을 도출하는 

활동인 모델-도출 활동(model-eliciting activities)의 역할이 매우 중요시된다. Lesh와 Doerr

에 있어서 모델-도출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문제해결 과정에서 수학적 사고에 

몰입하도록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복잡한 상황”이어야 하며, 또한 수학적 절차 또는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적합한 문제 상황이어야 한다(Lesh & Zawojewski, 2007, p. 783). 

또한 모델-도출 활동은 모델링하고자 하는 어떤 것의 구조적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

고, 이러한 모델링 활동에 몰입하는 과정 속에서 수학적 사고는 자연스럽게 발달하게 되

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Lesh와 Doerr가 제시한 모델-도출 활동을 강조한 수학적 모

델링 과정은 실생활 문제에 대한 간단한 수학적 해결만을 요구하는 전통적 해결 방법과는 

분명히 다른 측면이 있다.

3.3. Pollak의 수학적 모델링 과정

수학적 모델링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은 단계별 과정을 제시하였다. 

Pollak (1997, 2003)의 경우 8단계 모델링 과정을 제시하였으며, 그 과정은 아래의 [그림 4]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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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세계 현상
2. 중요한 개념 

찾기
3. 문제의 이상화

4. 수학적 모델 

형성

5. 모델에 적합한 

수학 영역 확인

6. 수학적 

문제해결
7. 이론 형성8. 실세계와 비교

[그림 4] Pollak의 8단계 수학적 모델링 과정

제 1단계: 실세계에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 또는 이해하고 싶어 하는 어떤 것, 즉 

실세계에 대한 문제를 찾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실세계 현상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알고자 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제 2단계: 실세계 문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변수)을 선택하고 이들 사이의 관

계를 알아봄으로써 실세계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을 발견한다. 실세계 현상과 관련된 

변수들이 무엇이고 이러한 변수들이 서로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탐색하는 활동이 이 단계

에 포함된다.

제 3단계: 변수들 가운데서 중요한 것과 무시해도 좋은 것을 결정함으로써 원래의 실생

활 상황에서 이상화된 문제 상황으로 전환하게 된다. 즉, 중요한 변수들을 중심으로 한 단

순화된 형태의 문제가 된다.

제 4단계: 이상화된 문제를 수학적 용어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수학적으로 형식화하며, 

이를 수학적 모델이라고 한다.

제 5단계: 수학적 모델이 어떤 수학적 영역과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련된 수학적 

지식과 통찰력을 문제해결에 이용한다.

제 6단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학적 방법과 통찰력을 활용하고, 이 단계에서 다양

한 문제해결 전략 등을 활용한다.

제 7단계: 수학적 문제해결 결과를 바탕으로 수학적 이론을 형성하게 된다. 즉, 이상화

된 문제에 대한 이론을 형성하게 된다.

제 8단계: 해결 결과에 대한 현실성을 검증하는 단계로서 얻어진 결과가 현실성이 있는

지, 합리적인지, 또는 수용할 만한지를 검증한다. 만약 수용할 만하다면, 문제해결을 성공

적으로 마무리한 것이며, 만약 수용하기 어렵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면 모델이 적절

하지 않기 때문이며 따라서 처음 단계로 되돌아가게 된다.

이와 같이 Pollak 제시한 수학적 모델링 과정에 따르면 수학적 모델링은 8단계의 전 과

정을 따른다. 위의 모델링 과정에 의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장제 문제는 4단계와 6단

계를 포함한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 수학교과서는 실생활 문제 상황이 문장제 문

제로 주어지며 이를 수학적 용어나 기호 등을 사용하여 수학적 모델을 만들어 내는 단계

인 4단계와 모델을 해결하는 단계인 6단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수학적 지식이 요구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이미 교과서 단원명에 제시되어 있

는 상황이다. 문제해결에서 흔히 추구되는 학습 과정인 문제 만들기(problem formulation) 

학습의 경우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를 의미한다. 문제 만들기의 경우 실세계의 상황으

로부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변수들을 선택해서 단순화된 형태의 문제를 만들고 이를 바

탕으로 수학적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포함한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수학적 모델이란 바

로 4단계의 상황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단순화된 문제 상황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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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말한다. 또한 흔히 말하는 수학을 응용한다고 하는 것은, Pollak의 모델에 의하면 4단

계에서부터 7단계까지의 과정을 의미한다. 즉, 수학 문제가 주어지고 적절한 수학적 지식

과 통찰력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말한다(Pollak, 2003).

따라서 Pollak의 모델링 과정에 의하면 수학적 모델링은 기존의 다양한 방식의 문제해결

보다도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인 문제해결에서는 대부분 문제가 이상화

된 문제들이 주어지고 이를 다양한 전략 등을 활용해서 해결하는 방식이었다면, Pollak이 

제시한 수학적 모델링의 주요한 특징은 실세계로부터 수학적 모델을 도출하는 과정과 함

께 문제해결의 결과를 원래의 실세계 상황에 비추어서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을 포

함한 8단계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이다.

Ⅳ. 초등 수학에서 수학적 모델링을 적용한 선행 연구 사례

수학적 모델링 적용에 대한 연구는 주로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초

등학교의 경우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편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수학적 모델링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 이에 여기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학적 모델링 연구 사례를 살펴

봄으로써 앞으로 초등학교 수학 수업에서 수학적 모델링의 적용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

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4.1. 국내의 모델링 적용 연구 사례

국내에서 수행된 수학적 모델링 연구들은 대다수가 중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

으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모델링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황혜정, 2007; 김인

경, 2012).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통해 국내의 전

문 학술지에 게재된 초등수학 분야에서 수학적 모델링에 대한 연구를 검색한 결과 총 4편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논문들은 김민경 등(2009a, 2010), 홍지연과 김민경

(2011), 신현용과 정인수(2012) 등이었으며, 이 가운데서도 수학적 모델링을 초등수학 지도

에 적용한 경우는 <표 1>에 제시된 것처럼 모두 3편에 불과했다. 이 밖에 학위 논문의 경

우에도 총 10여 편을 약간 넘는 것으로 검색되었다. 학술지에 게재된 초등수학에서 수학

적 모델링에 대한 논문 편수가 많지 않기도 하지만, 게재된 논문들도 모두 고학년을 대상

으로 하고 연구되었으며 또한 영역에 있어서도 측정, 규칙성과 문제해결과 같이 특정 영

역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국내의 수학적 모델링 연구 사례 (국내 학술지 중심으로)

연구자 내용 학습 요소 실험 대상 모델링 과제

김민경, 

홍지연

김혜원 (2010)

측정, 규칙성과 

문제해결, 도형, 

확률과 통계

문제해결 능력, 

응용 능력, 추상화 

능력

6학년

태양계 모형 제작, 학급 

파티에 필요한 준비물, 

설문조사, 등 8가지  

홍지연, 

김민경 (2011)
측정

입체도형의 겉넓이, 

추상화 능력
6학년 마네킹 퍼포먼스

신현용, 

정인수 (2012)

규칙성과 

문제해결
문제 해결 능력 5학년 실생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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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연구 사례 가운데서 김민경 등(2009a)의 연구는 우리나라 초등학생에게 적용하기 

위한 수학적 모델링 과정의 개발 및 그에 따른 모델링을 수학 수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

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적용한 모델은 Lesh와 Doerr(2003)가 제시한 모델링 과정과 유사한 

맥락에서 4단계로 구성되었으며, 그 구체적 과정은 [실생활 문제] - [모델] - [수학적 결론] 

- [모델 적용] 단계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제시된 수학적 모델링에 따른 교수·학습 활동 

내용은 실생활 문제 단계에서는 준비활동으로써 학급 전체 토의를 통해 주어진 문제 상황

을 이해하도록 하고, 모델 단계에서는 모델 유도활동으로써 소그룹 활동을 통해 문제를 

관찰하고 이해하며 문제의 단순화를 통해서 모델을 형성하도록 한다. 수학적 결론 단계에

서는 모델 탐색활동으로써 발표를 통해 각각의 모둠에서 개발한 수학적 모델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모델의 형식화 및 추상화를 통해서 수학적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마

지막으로 모델 적용 단계에서는 모델 적용활동으로써 학급 전체 토의활동을 통해 수학적 

결론을 해석하고, 분석 및 모델 응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

김민경 등(2010)과 홍지연과 김민경(2011)의 연구는 김민경 등(2009a)에서 개발한 수학적 

모델링 과정을 6학년에 적용하였다. 김민경 등(2010)의 연구에서 개발된 모델링 과제는 마

네킹 퍼포먼스, 스페이스, 초코칩, 파티 플래너, 모자 모델리스트, 시티 투어, 6학년 남녀탐

구생활, 웰빙 과자의 비밀 등 총 8가지 과제였으며, 이 과제들을 모델링 과정에 따라 수업

에 적용함으로써 입체도형의 겉넓이, 비와 비율, 문제해결, 분수와 소수의 나눗셈, 경우의 

수 등의 수학적 원리를 추구하였다.

이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학적 모델링을 우리나라 초등학생에게 적용한 결과 학생들

은 실세계의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수학적 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수학적 지식을 문제해결에 응용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을 보

였고, 또한 문제 상황에 내재된 수학적 구조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

타났다. 무엇보다도 위의 연구들은 국내에서 초등수학에 수학적 모델링을 적용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재 초등수학에 대한 국내의 수학적 모델링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델링 

과제를 보면 지나치게 이상화된 실세계 문제들이 제시됨으로써, 마치 실세계 문제를 기반

으로 한 수학적 문제해결 학습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학적 

모델링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은 실세계 상황으로부터 수학적 모델을 도출하고 또한 

해결 결과를 실세계 상황에 비추어서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문제 상황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주어진 실세계 

문제 상황이 학생들에게 유의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학적으로도 적절하고 또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국내의 연구들에서 수학적 모델링은 간혹 수학적 내용을 학습하기 

위한 방법으로 간주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수학적 모델링이 실세계 문제 상황의 해결 

또는 의사결정을 위해 이미 알고 있는 수학적 지식을 선택하고 적용하는 방향으로 학습의 

흐름이 전개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초등수학에서 수학적 모델

링을 적용한 연구가 아직 미미한 수준이고 또한 연구 영역 및 학년 등에 있어서도 매우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지만, 초등수학에서 수학적 모델링에 대한 개념 정립이 여전히 필요

로 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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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내용 학습 요소 실험 대상 모델링 과제

Verschaffel & 

De Corte (1997)
문제 해결 문제해결, 수와 연산 5-6학년 문장제 문제

Bonotto (2003) 수와 연산
기수법, 시간의 동치 

개념, 분수 개념
3학년 TV 프로그램 활용

Doerr & English 

(200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을 통한 

추론, 모델 도출
6학년

여름 캠프, 날씨 

문제 등. 

English & 

Watters (2004)
자료 분석

변화, 자료 분석, 

평균, 경향
3학년 버터콩 문제

English (2010) 자료 분석

실세계 문제에서 

수학적 모델 도출 

능력

4학년
100m 수영 종목 

대표 선수 선발

Mousoulides 

(2010)
자료 분석 모델 도출 과정 탐색 6학년

일하는 시간과 임금 

관계

4.2. 외국의 모델링 적용 연구 사례

외국의 경우 수학적 모델링을 학교수학에 적용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

라간다. 수학적 모델링(mathematical modeling)이라는 용어는 School Mathematics Study 

Group [SMSG]를 통해서 1966년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비록 수학적 모

델링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1960년대 중반에 Unified Sciences and 

Mathematics for Elementary Schools [USMES]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실생활 상황을 기반으

로 관련된 수학을 가르치기 위한 방법이 수학적 모델링을 학교수학에 적용한 최초의 시도

이다(Pollak, 2003). 이 프로젝트에서 학교수학의 각 단원들은 가르칠 수학 내용과 관련된 

실생활 상황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생들은 문제 상황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관

련된 수학적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고 있다. 초기의 수학적 모델링 연구들은 수학을 실생

활 문제해결에 적용한다는 관점에서 응용수학, 문제 만들기, 또는 실세계와 수학 등의 관

점에서 접근되었다.

이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학적 모델링 과정 연구가 본격화 된 것은 1990년대 이후로 

여겨진다. 이 당시의 연구로써 De Corte et al.(1995)는 초등학생들이 문장제 문제 해결 과

정에서 보이는 오류의 원인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생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음을 보

였으며, Verschaffel & De Corte(1997)과 Verschaffel (2002)는 범자연수의 연산에 관한 문

장제 문제 해결에서 실생활 맥락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 수학적 모델링 활동을 적용함으로

써 문장제 해결 능력뿐만 아니라 수학적 모델링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져왔음을 보였

다.

<표 2> 외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학적 모델링 연구

외국에서 시행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학적 모델링 연구 가운데서 English과 

Watters(2004)는 여러 가지 다른 환경의 콩 기르기에 관한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최

대의 콩을 수확하기 위한 조건을 결정하는 과제를 학생들에게 제시하였다. 또 다른 연구

인 English(2010)는 모델링 과제로써 오스트레일리아 수영 대표선수를 선발하기 위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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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가장 적합한 수영 선수를 선발하기 위한 수학적 방법을 찾도록 

하였다. 이들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실세계의 문제 상황으로부터 모델-도출 

활동을 통해 수학적 모델을 도출하고, 수학적 모델의 해결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다시 실

세계의 상황에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수학적 모델링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English & Watters(2004)과 English(2010)의 연구에서 모델링 활동은 40-60분씩 2주 이상

의 기간 동안 협동 학습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시작 단계에서는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

를 돕기 위해 전체 활동을 하고, 이후에 소그룹 중심의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모델링 수업 

동안 교사는 학생들에게 소그룹 활동에서 지켜야 할 것과 결과 보고서의 의미에 대한 교

실 규범 확립, 그리고 중요한 수학적 아이디어를 공유해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

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콩 기르기 모델링 활동에서 구한 최대의 콩을 수확할 수 있는 조

건 및 의사 결정 이유를 농부에게 편지로 쓰도록 함으로써 수학적 결과를 실생활에 적용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의 콩의 수확량까지 예측하도록 하고 있

다. 이러한 모델링 학습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다양한 수학적 지식을 실세계 문제해결

에 활용하게 되는데 이미 알고 있는 수학적 지식, 수학적 통찰력, 과제에 포함된 수학적 

개념, 문제 상황을 수학적으로 표상하는 방법, 수학적 의사결정 방법, 규칙성 등을 배울 

수 있게 된다. 또한, 실생활 문제 상황과 수학적 모델 및 수학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

음을 학생들이 경험하게 됨으로써 수학의 유용성을 체감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의 경우 국내에서보다 수학적 모델링에 대한 연구가 학습 영역 및 학년 등의 측면

에 있어서 더욱 활성화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위해서 

수학적 모델링에 대한 문헌을 분석해 본 결과 외국의 경우도 초등수학에서 수학적 모델링

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연구의 초기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분석한 

몇몇 연구들을 보면 수학적 모델링 학습에 적용된 실세계 상황들이 매우 현실적이고 실감

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수학적 모델을 도출해 내고 

해결 결과를 실세계에 비추어 검증해 보도록 하는 방법 등은 앞으로 국내의 연구에서도 

참고할 만 하다고 생각한다.

Ⅴ. 결론 및 제언

국내에서 수학적 모델링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히 진척되어 온 것이 사실이나, 대다수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며 또한 학술적인 연구 논문보다는 학위 논문 중심

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수학에서 수학적 모델링에 대한 연구 현황 

및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수학적 모델링의 배경, 수학적 모델링이 개념, 수학적 모델링

의 과정, 그리고 초등수학에서 수학적 모델링이 적용된 연구 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학교교육을 통해서 수학을 오랫동안 중요한 교과로 가르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도 수학이 그 자체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교과이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수학이 다

른 교과의 기본이 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실생활에서도 유익한 교과이기 때문

이기도 하다. 수학이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면, 수학적 모델링은 수학과 실생활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서 수학적 원리와 개념이 실생활

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경험할 수 있으며, 또한 수학적 지식을 실생활의 문제 해

결에 적용해 봄으로써 수학적 지식을 유의미하게 습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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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의 초등 수학교육 분야에서 수학적 모델링에 대한 연구는 매우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학적 모델링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먼저, 수학

적 모델링에 대한 개념 정립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이다. 비록 학자에 따라서 수학적 모

델링과 수학적 문제해결에 대한 해석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수학적 모델링이 수학적 

문제해결과 분명히 구별되는 특징이 존재한다. 지금까지 국내의 연구들을 보면 수학적 모

델링에 대한 개념적 특징 및 수학 학습에 적용하는 과정 측면에서 여전히 많은 논의가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유의미한 수학적 모델링 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수학 학습에 적

합한 유의미한 실세계의 수학적 상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 있어서 특히 국내의 

연구들에서 제시된 실세계의 문제 상황은 기존의 문제해결 학습에서 사용된 실세계 상황

과 큰 차이점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수학적 모델링의 출발이 실세계의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유의미하고 적절한 실세계의 수학적 상황을 구성하는 것이야 말로 수학적 모

델링의 핵심이다. 또한, 수학적 모델링에 대한 연구가 학습 영역 및 학년 등에 있어서 매

우 제한적이며, 교사 및 연구자들의 관심 또한 매우 취약한 것도 초등수학에서 수학적 모

델링에 대한 연구의 현실이다.

이에 초등수학에서 수학적 모델링에 대한 연구 및 적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앞으로 다

음과 같은 점들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초등 수학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수학적 모델링을 공식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수학적 모델링을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

에서 언급한 것처럼, 실세계에서는 수학적 모델링이 여러 학문 분야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수학이 실세계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학생들이 느

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학적 모델링만큼 유의미한 접근 방법은 드물다고 생각한

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경우도 수학적 모델링을 초등학교에서부터 수학 교수·학습

의 중요한 규준으로 다루고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수학적 모델링을 수학과 교육과

정 및 교과서를 통해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초등수학에서 수학적 모델링을 적용한 학습모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수학적 

모델링을 적용하기 위한 모델링 과정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연구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수학적 모델링 과정 또한 다양한 모델링 과정 가

운데 하나일 뿐이다. 이들 수학적 모델링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은 유의

미한 실세계의 문제 상황으로부터 적절한 수학적 지식과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수학적 모

델을 이끌어 내고, 수학적 모델에 대한 해결 결과를 가지고 실세계 상황으로 되돌아가 해

결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수학적 모델링 사이클을 실제 수업에 적

용할 때에는 모델링의 단계 또는 상황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

이다.

셋째, 수학적 모델링에 대한 전문 연구자 및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관심이 더욱 필

요한 시점이다. 사실 수학적 모델링이 여전히 많은 전문 연구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

할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초등 교사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주제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수

학적 모델링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비롯해서 모델링을 초등수학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지에 대한 자료조차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김민경 등(2009b)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등 교사들의 수학적 모델링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수학적 

모델링이 초등학생들의 수학적 잠재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수학적 모델링에 대

한 초등 교사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자는 수학적 모델링이 우리나라 초등 수학교육 분야에 정착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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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먼저 연구자들 사이에 수학적 모델링 연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

각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수학교육 전문 연구자들 사이에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서 교육대학교 대학원에 다니는 대학원생들이 수학적 모델링에 대한 연구에 관

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강좌 개설 등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현재 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도 수학적 모델링의 의미를 이해하고 모델링을 적용하여 초등수학을 가르

쳐 볼 수 있는 경험을 대학 수업을 통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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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Need for Applying Mathematical Modeling in the Elementary 

Schools

Oh, Youngyoul3)

The present study is to focus on thinking about the possibility of using mathematical 

modeling in the elementary schools. As well-known, mathematical education in Korea, 

even though students’ high achievement in mathematics, has a lot of problems 

regarding their attitudes toward mathematics. Mathematical modeling is regarded as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helping improve the current problems embedded in 

elementary mathematics education. Thus, this study reviewed the background that 

mathematical modeling attracted lots of attentions by many mathematics researchers, the 

definitions of mathematical modeling an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problem 

solving and mathematical modeling. In addition, the processes and main features of 

well-known three representative models of mathematical modeling were reviewed, and 

each case of research on mathematical modeling in the elementary schools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was introduced, respectively.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mathematical modeling needs to be dealt with in the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together with the improvement of teachers’ recognition for mathematical modeling. 

Key words: model, mathematical modeling, real world mathematics, problem solving, 

elementary mathematics education

논문접수: 2013. 01. 25

논문심사: 2013. 12. 17

게재확정: 2013. 12. 19

3) yyoh@snue.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