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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탐구형 자료가 과학고 수학영재의 문제해결 및 태도에 미치는 효과

- 확률․통계 영역을 중심으로 -

이 종 학 (대전송촌고등학교)✝

Ⅰ. 서 론
⓿

현재 우리나라 수학영재 교육은 초․중학교 단계에서

는 해당 대학이나 각 시․도에서 운영 중인 영재교육 센

터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고등학교 단계에

서는 영재학교, 민족사관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가 핵심

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중에서 초․중등교육법

제 90조에 의해 특수 목적고로 지정된 각 시․도의 과학

고등학교는 수학․과학 분야의 우수한 영재아들을 선발

하고, 그들의 창의성과 사고력 신장을 위한 고등학교 단

계의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과학고등학교의 수학영

재 교육에 대해서 김언주․윤여홍․문정화․김명환

(2001)은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에 참가한 학생 명

중 과학고 출신 학생이 명이라는 사실을 예로 들면서

과학고등학교가 공식적인 수학영재 교육기관으로 고등학

교 단계에서 수준이 높은 수학영재들을 지도하는데 중추

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기본적으로 과학고등학교의 수학영재 교육은 영재아

들이 학습해야 하는 수학적 개념이나 기능을 충분히 이

해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대수, 해석, 기하, 확률․통계

에 포함된 수학의 기초와 심화된 내용을 지도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과학고등학교의 수학영재 교육은 수학

영재들이 수준 있는 수학적 경험이나 다양한 상황의 탐

구 활동을 통해 심도 있는 수학적 사고를 구성하고, 또

한 이를 통해 고차원적인 문제해결 능력 및 긍정적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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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교수 학습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만 과학고등학교에서의 수학영재 교육에 대

해서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박한식

최영한(1987)은 계산과 암기 위주의 획일적인 수업에서

벗어나 수학영재들의 수학적 사고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현용․류익승․한인기

(2001)는 초․중학교 수준의 수학영재를 대상으로 한 영

재교육 자료나 사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

지만, 과학고등학교 수준에서 수학영재 교육의 사례나

교수․학습 자료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고 주장한

다. 또한 안성신(2008)은 과학고등학교는 영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다수의 고급 인재를

배출하고 있으면서도, 수학영재 교육을 위한 전문적인

교수․학습 자료는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된「고급수

학」과목 뿐이라고 말한다.

이성현․한인기(2009)는 과학고등학교에서의 수학영

재 교육은 단순한 속진이 아니라 심화되고 통합적인 주

제와 내용을 탐구하도록 해야 하고, 각종 수학 경시대회

에 지쳐 수학에 대한 좌절과 포기의 부정적인 태도를 갖

지 않도록 해야 하며, 더불어 수학영재들이 긍정적인 수

학적 태도를 형성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

한다. 또한 김태훈(2009)은 과학고등학교에서 정규 교육

과정 이외에 심화와 탐구가 아닌 속진의 형태로 과학고

교사들이 스스로 제작한 대학 수준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수 학습 자료들을 수업에서 다루고 있지만, 이보다는

고등학교 수준에서 수학영재들이 좀 더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교수․학습 상황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

의 수학영재 교육 자료의 개발과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

한다. 이에 전선미․유원석(2011)은 <표Ⅰ-1>과 같이

지금까지 개발된 수학영재 교육 자료가 초 중학교 수준

에서 기하와 수․연산 영역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고

하면서, 과학고등학교 수준에서 확률․통계 영역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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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학의 다른 영역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수학영재 교

육 자료들이 개발되어 수학영재 교육에 활용되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

영역

자료 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청, 개인, 기타)

개수 백분율(%)

수와 연산 44 22

문자와 식 32 16

함수 20 10

확률․통계 19 9

기하 54 26

종합 34 17

계 203 100

<표Ⅰ-1> 교육과정 영역에 따른 영재교육 자료

과학고등학교에서 수학영재들이 지닌 수학에 대한 지

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하기 위해서는 수학의 여러

영역별로 수준과 유형이 다양한 수학영재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개발한 자료를 과학고등학교의 수학영재 교육

에 활용해야 한다. 학교 수학의 영역 중에서 확률과 통

계 영역은 수학영재들이 수학적 지식의 유용성을 인식하

고 확률 통계적 사고를 함양하기에 적합한 내용 요소들

로 구성되어 있다. 확률과 통계 영역의 지식을 활용하여

현실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현상을 수학적으로 다루면서

수학영재들은 모델링적 관점에서 문제해결력을 함양할

수 있으며, 확률 통계적 지식을 활용하여 실생활과 연결

된 맥락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비판적이고 합리적으로 사

고하려는 수학적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이경화(2007)는

확률과 통계 영역의 내용과 문제를 탐구할 때 일반 학생

들이 직관적 판단을 주로 하는 반면에 수학영재들은 수

학적 지식과 합리적인 추론이 내재된 탐구 전략을 사용

한다고 하면서, 수학영재 교육에서 확률 통계 영역의 내

용과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영재교육 자료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또한 신보미(2011)는 확률 통계 영역에서 중학

교 수준의 수학영재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이 자료를

활용한 확률 통계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통해

서 수학영재들은 유추적 사고를 구성할 수 있으며, 문제

해결력을 함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교육이란 개인이 가진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계발함

으로써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각

자에게 적합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도와주는 일련의 의

도된 과정이다. 따라서 누구나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최

대한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의 내적인 목적이라

고 한다면, 개인의 능력과 자질, 학습 속도, 흥미, 태도와

성향, 욕구에 적합한 교수․학습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은 당연한 것이고, 다양한 수준으로 존재하는 수학영재

들에게도 그들의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계획되고 충분

한 수학영재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학영재 교육기관의 역

할을 수행하는 과학고등학교에서 확률․통계 영역의 주

제탐구형 자료를 활용한 수업이 수학 영재들의 문제해결

력 및 수학적 태도의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과학고등학교에서 확률․통계 영역의 주제탐구

형 자료를 활용한 수업이 문제해결력의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둘째, 과학고등학교에서 확률․통계 영역의 주제탐구

형 자료를 활용한 수업이 수학적 태도의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수학영재의 수학적 태도와 문제해결

영재아의 일반적인 행동 특성은 고도의 지적 능력과

창의성, 그리고 과제집착력이다. 김주훈․박경미․최고

운․이은미(1996)에 따르면 수학 영역에서 뛰어난 업적

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영재아인 수학영재는 수학적

배경 지식, 수학적 사고 능력, 수학적 창의성, 수학적 과

제집착력의 요인에서 평균 이상의 높은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이에 송상헌(1996)은 수학영재의 특성인 과

제집착력에 대해서 일정 시간 동안 문제에 몰두하는 능

력으로 인내, 지속성, 집중성,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자기신뢰감 등의 수학적 태도와 관련이 있으며, 창의성

도 역시 사고의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경험에 대한 개

방성, 호기심, 모험심, 정신적으로 끊임없이 활동하려는

긍정적인 수학적 태도의 발현이라고 주장한다.

긍정적인 수학적 태도를 함양하기 위해서 수학영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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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1> 문제해결 과정에서 수학영재의 사고 특성

수학적 능력의 특성

정보수집 수학적 사실을 형식화하여 인식하고, 문제의 형식과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

정보처리

양적, 공간적 관계와 수, 문자, 기호 등의 영역에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및 수학적 기호를 사용하여 사고하는 능력

수학적 대상, 관계, 연산을 신속하고 광범하게 일반화하는 능력

수학적 사고과정과 사용된 연산 관계를 단축시키는 능력 및 압축된 구조로 사고

하는 능력

수학적 사고에서의 사고 과정의 유연성

명백하고, 간단하며,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노력

사고 과정의 전후 방향을 신속하고 자유롭게 전환 재구성하는 능력(사고 과정의

가역성)

정보파지
수학적 기억력, 즉 수학적 관계, 유형적 특성, 논증의 골격, 문제 풀이 방법, 접

근 방법 등에 대한 일반화된 기억

은 수학 활동의 가치를 인식하고,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며, 일상에서 수학의 역할을 음미하고 이해

할 수 있도록 다양하면서도 수준 높은 수학적 탐구 활동

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렇지만 고차원

적인 수학적 탐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학을 이해

하고 해석하는 것만큼이나 필수적인 요소는 수학적 탐구

활동에서 주어진 주제나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자세를

가지고 새로운 의문을 제기하며, 주어진 주제나 문제와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다. 또한 수학적 탐구

활동을 통해 수학영재들은 일상의 문제 상황을 이해하는

데 수학적인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수학적 탐

구 활동을 수행하는 것과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것에 대

해서 자발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적인 자세와 긍정적인 수학적 태도는 수학영

재들에게 수학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

떤 형태의 어려움도 감수하고자 하는 과제집착력을 신장

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수학영재 교육은 영재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형성하고, 수학의 가치

를 알아가는 촉진제의 역할을 하는 수학에 대한 긍정적

인 태도를 갖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한 수학영재 교육은

영재학생들이 그들이 실행하고 있는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발성을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의 수학 관심 분야를 지

속적으로 탐색하고 탐구하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수학

적 태도를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

Schoenfeld(1985)는 수학 문제해결과 관련된 행동 요

인으로 자원, 발견술, 통제, 신념 체계를 제시한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통제와 신념 체계가 수학영재의 수학적

태도와 관련이 있다면, 자원은 일반적인 지적 능력과 연

관되며, 생소하고 비정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략과 기술인 발견술은 수학적 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

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경화(2003 )는 수학영재들

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수학적 사고의

특성을 <표Ⅱ-1>과 같이 제시한다. 또한 신보미(2011)

는 확률 통계 영역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수학영재의 수

학적 사고는 유추적 사고로 구체화되며, 수학영재가 구

성한 유추적 사고는 확률 통계 영역의 문제해결 과정에

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문제해결 과정에서 수학영재들은 목표에 이르는 경로

를 파악하는 능력이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뛰어나고, 계

산과 논리적 추론에 있어서도 중간 단계를 뛰어넘는 경

향이 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수학영재의 문제해결력

은 새로운 수학적 상황을 이해하고, 비형식적이고 경험

적인 시행착오를 거쳐 문제의 해법을 발견하고 반성하는

문제해결 과정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수학영재들의 문제

해결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문제해결 과정에서 문제

가 어떤 수학적 내용에서 유추되었고 문제와 유추한 수

학적 내용들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수학적 탐

구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결과를 다른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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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끌어 내고, 결과나 방법을 다른 문제에 적용할

수 있으며, 문제를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

는가의 반성 활동을 조장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수학영재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수학적 탐구 활동과 반성

활동이 가능한 교수․학습 자료를 수학영재 교육에 활용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확률․통계 영역에서 주제탐구형 자료

수학영재 교육이 추구하는 목표 중의 한 가지가 유연

하고 심도 있는 수학적 사고 활동을 통한 문제해결력의

신장과 긍정적인 수학적 태도의 향상이라고 할 때, 영재

교육을 위해 주목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영재들의 수학

적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탐구 활동의 자료로서 영재교

육 자료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고의 대상인 지식에 대해서 사

고하고, 사고의 과정을 통해 지식을 얻게 된다. 다시 말

해 사고라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내용에 해당하는 지식이라는 기존의

기반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물론 사고는 인

지적인 과정인 그 자체로 존재할 수도 있지만, 사고의

결과인 지식은 사고의 과정을 통한 소산물로 생성되는

것이다. 즉 지식과 사고는 서로 분리해서 언급할 수 있

는 것이 아니고, <그림Ⅱ-1>과 같이 서로에 대해서 상

호작용하는 유기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도구(using)

과정(through)

지식사고

<그림Ⅱ-1> 사고와 지식의 관계

따라서 수학적 상황이나 실생활과 관련된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접했을 때 문제해결의 매개체인 수학적 사

고는 지식을 탐구하고 이해하기 위해 행하는 여러 형태

의 수학적 활동의 과정에서 획득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므로 문제해결의 측면에서 수학적 사고가 문제

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고라고 한다

면, 수학영재들의 수학적 사고는 학습한 수학 지식 그

자체에서 뿐만 아니라 수학영재들이 수학을 이해하고 본

인의 지식으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여러 형태의

수학적 활동의 결과이다.

이에 최돈형(1998)은 수학적 사고를 증진할 수 있는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수학영재 교육 자료는 범교과

적인 개념이나 일반화가 가능한 주제를 주로 다루어야

하며, 폐쇄적인 문제 풀이식의 내용을 지양하여 개방적

인 탐구 과제와 문제를 자료에 수록하고, 수학영재가 스

스로 탐구할 수 있는 분야의 주제에서 점차적으로 심화

된 내용과 문제를 포함하도록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 이경화(2003)는 문제해결에 대한 Ploya의 이론을 바

탕으로 수학영재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가 갖추어

야 할 요건을 <그림Ⅱ-2>와 같이 제시한다.

문제 제기 ⇨ 유추, 형식화


풍부한 수학적 배경과의 연결 ⇨ 일반화, 특수화


관찰, 귀납 ⇨ 추측, 타당화

<그림Ⅱ-2> 영재교육 자료가 갖출 요건

전선미․유원석(2011)은 수학영재 교육에 활용하는

교수․학습 자료를 자료의 유형에 따라 주제탐구형, 과

제해결형, 문제해결형으로 분류한다. 이 중에서 주제탐구

형 자료는 주제별 교수․학습 활동지나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여 교과 내용과 연계한 주제나 문제에 대하여 수

학영재들이 점차적으로 심화된 탐구 활동을 수행하도록

구성한 것이다. 또한 주제탐구형 자료는 수학영재들이

이미 구성하고 있는 기본 지식에 기반을 두고 독창적인

탐구 활동을 통해 새로운 수학적 개념과 법칙 등을 학습

하고 이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기존의 문제와는

다른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그들만의 문제해결

전략을 탐구하거나 풀이한 문제와 전략에 대한 반성 활

동을 통해 일반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를 지

닌다. 최종현(2004)은 기존의 수학영재 교육 자료에 대한

고찰을 통해 주제탐구형 자료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다

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주제탐구형 자료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수학적 개념들을 기초로 하되, 수학영재의 수학적 사고

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탐구형 주제로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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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주제탐구형 자료는 수학영재들의 수준에서 직

관적 추측이나 엄밀한 타당화를 통해 새로운 수학적 개

념이나 법칙을 구성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제공

해야 한다.

셋째, 주제탐구형 자료는 탐구 활동의 목적과 하위

학습주제나 문제들의 연결이 타당하도록 일관성을 유지

하고 체계화되어야 한다.

Freudenthal(1973)은 확률과 통계는 실제 상황을 묘

사, 분석하고 예측하는 강력한 도구인 동시에 물리적인

세계의 여러 가지 현상이 어떻게 수학화되고 수학이 실

세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수학의

한 영역이라고 말한다. 수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 실생활

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확률․통계 영역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방대해진 정보량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지식 체계이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상황을

분석하고,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추론하

는 방법을 배우는 분야가 확률․통계이다. 그렇지만 전

선미 외(2011)에 의하면 확률․통계 영역의 영재교육 자

료는 전체 영재교육 자료의 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개발된 확률․통계 영역의 자료들은 대부분 중학교

단계의 수학영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고등학

교 수준에서 수학영재를 대상으로 확률․통계 영역의 주

제탐구형 자료를 활용한 수업이 수학영재들의 문제해결

력과 수학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없었

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주제탐구형 자료를 활용한 수업이 수

학영재들의 문제해결력 및 수학적 태도 향상에 어떤 효

과가 있으며, 수업에서 수학영재들의 문제해결력 및 수

학적 태도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D광역시에 위치하는 D과학고등학교 학년의 개 반 학

생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D과학고등학교 학년

학생들의 성적은 다른 과학고들과 비교하여 중상 수준이

고, 학부모들의 사회․경제적 환경이나 교육열은 중산층

에 속한다. 또한 이 학생들은 평균 IQ가 내외이며,

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중학교 학년에서 수학 과목

의 석차백분율이 상위 이내에 든 영재들이다.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 2개 반 중에서 임의로 한 반을 실험 집

단으로, 다른 한 반을 통제 집단으로 구성하여 양적 연

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실험 집단의 수학영재들 중에서

수업 활동에 적극적이고 의사소통이 활발하며 수학 수준

이 뛰어난 수학영재 명을 질적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선정된 수학영재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수준 높

은 수학적 힘을 가진 학생들이며, 연구를 위해 학생들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실험 집단과 통제 집

단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영재아들의 고전적 특징

중 한 가지인  요인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Ⅲ—1>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검사 결과이다.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값 -값

실험
집단

23 135.1739 8.3756

.050 .960
통제
집단

23 135.3043 9.3490

<표Ⅲ-1> 실험․통제 집단의 검사 결과

위의 표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대한 검사

를 독립표본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에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

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요인에서 동질임을 알 수 있

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차시의 실험 수업을 수행하기 위한

확률 단원의 주제탐구형 자료(부록—Ⅰ)를 제작하여 실

험 집단에 투입하였다. 제작된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

한 실험 집단의 수업은 수학 교실에서 일주일에 ～시
간씩 총 차시를 실시하였다. 한편 통제 집단의 수업

은 확률 단원의 교과서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실험 집단의 수업 기간과 동일하게 차시를

실시하였다. 실험 수업의 사전과 사후에 문제해결력과

수학적 태도에 대한 검사(부록—Ⅱ)를 실시하였다.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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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절차를 요약하면 <그림Ⅲ-1>과 같다.

표집

→

실험
집단

→

→

사전
검사

→

→

실험
수업

→

→

사후
검사

D과학
고등학
교 2학
년 2개
학급

23명

․문제해
결력
․수학적
태도

주제탐구
형 자료
를 활용
한 활동
지 중심
의 수업

․문제해
결력
․수학적
태도

통제
집단

사전
검사

실험
수업

사후
검사

23명

․문제해
결력
․수학적
태도

교과서
문제 중
심의 전
통적인
수업

․문제해
결력
․수학적
태도

<그림Ⅲ—1> 연구 절차의 개요

3. 주제탐구형 자료의 개발

주제탐구형 자료는 일방적으로 주제나 문제를 먼저

제시하기 보다는 수학영재들이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확

률․통계 영역의 상황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자료의 주제

와 문제 요인을 먼저 찾아내고, 이후 주제의 내용과 형

식화된 문제를 제시하여 발견적이고 심화된 수학적 탐구

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주제탐구형 자료는 다

각적인 탐구가 가능한 확률 문제의 특징에 따라 형식화

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문제해결 활동을 통해 수학영재

들의 수학적 배경과 연결하고, 관찰과 귀납의 활동을 통

한 정당화와 함께 연역적인 해결 방법을 도출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확률․통계 영역에서 수학영재 교육

에 활용할 수 있는 수학적 내용으로 도은정(2008)은 다

양한 상황에서의 경우의 수, 중복 조합, 포함․배제의 원

리, 카탈란 수 등을 제시하고, 정지연(2010)은 경우의 수,

공정한 분배, 확률에서의 패러독스, 게임에서 이기기 위

한 전략 등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확률적 개념과

사고가 풍부하고, 주제와 문제에 대한 탐구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는 학습 주제를 <표Ⅲ—2>와 같이 선정하였다.

영역 주제 시간

확률

․분배 문제의 공정성 2

․경우의 수와 확률의 정의 1

․다양한 확률 계산 1

․여러 가지 패러독스 1

확률의

활용

․AIDS검사를 통한 조건부 확률의

탐구
3

․다양한 게임에서 공정성과 전략 3

․몬티 홀(Monty Hall) 문제 1

<표Ⅲ-2> 주제탐구형 자료의 개발

가. 파스칼과 페르마의 서신 왕래

확률 영역의 주제탐구형 자료 중에 첫 번째는 파스칼

과 페르마의 서신 왕래에 대한 것으로 확률의 기원과 관

련된 탐구 활동을 수행하도록 제작되었다. 이 자료는 수

학영재들이 확률의 초기 개념으로서 기댓값의 정의를 이

해하고, 분배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으로 파스칼과 페르

마의 방법을 탐구하며 이를 통해 분배 문제에 대한 일반

적인 해법을 발견하도록 구성되었다. 이 자료를 통해 수

학영재들은 문제 해결자로서 종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

로운 수학적 탐구 상황에 대해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이미 알고 있는 수학적 지식과 기

능을 활용하여 탐구 상황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나. 몬티홀 문제

확률의 활용 영역으로 몬티홀 문제를 다루는 주제탐

구형 자료는 몬티홀 문제의 초기 형태와 함께 관련된 패

러독스 등을 탐색하고, 특별한 상황에서 확률을 이해하

는 타당한 방법에 대해서 탐구하도록 제작하였다. 자료

의 내용 중에서 원판 돌리기 게임은 확률에서 추이율이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 존재함을 탐구하기 위한 것으로,

일상에서는 “～보다 큰”, “～보다 무거운”, “～보다 빠

른” 등과 같은 상황에서 추이율이 성립하지만 확률․통

계에서는 추이율을 만족하지 않는 상황들이 존재한다.



주제탐구형 자료가 과학고 수학영재의 문제해결 및 태도에 미치는 효과 473

4. 자료 수집

가. 문제해결력 검사 자료

본 연구에서는 수학영재들의 확률 단원의 문제해결력

을 측정하기 위하여 확률과 확률의 활용을 문항의 내용

으로 하는 문제해결력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문제해결력

검사지는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우의 수

와 확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확률에 대한

문제해결력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지이다. 각 문항은 수

학교육 전문가의 조언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수정․

보완되었다. 검사지의 채점 방법은 개의 문항별로 문

제해결의 결과가 옳으면 점, 틀린 경우에는 점을 부

여하여 총 점 만점으로 계산하여 양적 자료를 수집하

였다. 또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한 사전 문제해결력 검사는 교육청 연합으로 실

시한 성취도 평가로 하였다. 문제해결력 검사는 실험 수

업 이전에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고, 12차시의 실험 수업

이 끝난 후에 사후 검사를 하였다.

나. 수학적 태도 검사 자료

영재들의 수학적 태도를 측정한 송상헌(1998)의 수학

적 태도 검사지를 수정․보완하여 수학에 대한 적성, 신

념, 성향의 하위 영역에 대해서 수학적 태도를 측정하였

다. 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된 수학적 태도 검사지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그렇다」의 단계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검사지에서 높은 점

수는 각 문항에 대한 강한 긍정을 나타낸다.

검사지의 채점 방법은 각 문항마다 리커트 척도의 점

수를 개의 문항별로 연구대상 학생이 표시한 리커트

척도의 점수를 부여하고 점에서 점으로, <표Ⅲ—3>

에서 “ * ” 로 표시한 부정문 형태의 역문항은 점수를

역으로 부여하여 총점을 계산하고 양적 자료를 수집하였

다. 문제해결력과 수학적 태도에 대한 양적 자료의 통계

처리는 통계프로그램 SPSS 10을 사용하였다.

영역 내용 문항 번호 항수

적성 수학적 적성
1,6,10,16,20,21,27,29,
*31,34

10

신념

수학적 흥미와 호
기심, 애착

2,11,17,22,26,28,40 7

자신감 3,12,15,23,24,30,33,37 8

성향

과제 집착성
4,5,13,25,*35,*36,*38,
39

8

보다 우아한 해법
을 찾으려는 경향

7,8,9,14,18,19,32 7

<표Ⅲ-3> 수학적 태도 검사지의 구성

다. 질적 자료

본 연구에서는 주제탐구형 자료를 활용한 수업에서

나타나는 수학영재들의 인지․정의적 영역에서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질적 연구의 대상인 명의 대화

록을 전사하였고, 자료를 각 차시별로 수합하여 교실 수

업에서 수학영재들의 문제해결력 및 수학적 태도가 실제

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분석

1. 연구문제 1의 분석 결과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한 사

전 문제해결력 검사는 교육청 연합으로 실시한 성취도

평가의 결과를 사용하였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서

사전 문제해결력 검사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Ⅳ—1>과

같았다.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값 -값

실험
집단

23 75.1739 10.8236
-.602 .550

통제
집단 23 76.6957 5.4559

<표Ⅳ-1> 사전 문제해결력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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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대한 사전 문

제해결력 검사를 독립표본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에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문제해결 능력에

서 동질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표Ⅳ—2>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대

한 사후 문제해결력 검사의 결과이다.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값 -값

실험
집단

23 11.1739 1.5855
.716 .478

통제
집단 23 11.5652 2.0851

<표Ⅳ-2> 사후 문제 해결력 검사 결과

위의 표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대한 사후 문

제해결력 검사를 독립표본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에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험 수업과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주

제탐구형 자료를 활용한 수업에서 문제해결력 및 수학적

태도와 관련한 수학영재들과의 면담 내용을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에피소드 1]은 주제탐구형 자료의 첫 번째 주제인 분

배 문제의 공정성에서 도입하기 과정으로 제시한 간단한

분배 문제의 해결에 대한 수학영재들과의 대화 내용이다.

[에피소드 1] 분배 문제

(1.1) 교사: 답을 바로 제시하지는 말고, 이 문제를 같

이 살펴봅시다. 이 문제에서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상금을 분배할 수 있죠?

(1.2) 선미:   에서 경기가 중단되었다는 것은 A가

한 번만 더 이기면 되지만, B는 두 번을

더 이겨야 한다는 거겠죠.

(1.3) 교사: 그렇죠, 한 가지 질문해 볼까? 그렇다면

내기 돈을   로 나누어 가지면 될까요?

(1.4) 현화: 그것도 한 방법이지만 그러기는 문제가

너무 쉬운데요.

(1.5) 교사: 그렇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1.6) 영훈: 문제 조건 중에 한 경기에서 A, B가 이길

확률이 


로 같다고 한 조건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 조건을 쓰지 않고 남은 경기

로만 돈을 분배하는 것은 안 될 것 같아

요.

(1.7) 교사: 그러면 선미와 영훈이가 제시한 방법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볼까.

A는 한 번만 더 이기면 되고 B는 두 번

을 더 이겨야 하는 데, 한 경기에서 이길

확률은 


로 서로 같지?

(1.8) 현화: 아, 경기가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첫 번째

경기에서 A가 이기면 게임이 끝나고, 두

게임을 B가 이기면 게임이 끝나는 사후

확률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1.9) 영훈: 맞아, 그래서 경기를 지속한다면 이라는

생각이 이 문제에서는 필요한 거야.

(1.10) 교사: 타당한 해법을 찾았다면 계산해 볼까요?

(1.11) 선미: 계산은 쉬워요. 확률의 덧셈정리와 곱셈

정리를 이용하면 되요. 처음 경기에서




, 그리고 두 번째 경기에서




×


 


이니까 A가 이기고 게임이

끝날 확률은 


+


이예요.

(1.12) 영훈: 아 그래요. 그러면 B가 게임을 끝낼 확률

은 


×


 


이겠네요.

주제 탐구형 자료를 활용하면서 교사는 수학영재들이

올바른 문제 해결 전략을 탐색하도록 조장하고(1.5, 1.7),

이에 따라 수학영재들은 문제의 의미를 파악하여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속성을 나열할 수 있었고(1.2), 잘못된 문

제 해결 전략을 암묵적으로 구별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었다.(1.4, 1.6). 또한 수

학영재들은 문제해결의 초기 전략이나 방법을 발견하여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며(1.8, 1.9), 문제해

결의 풀이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알고리즘

의 올바른 적용과 계산의 정확한 이행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다.(1.11, 1.12).

다음 [에피소드 2]는 분배 문제의 탐구와 해결 과정에

서 파스칼과 페르마의 일반적인 해법에 대한 수학영재들

과의 대화 내용이다.

[에피소드 2] 분배 문제의 일반적인 해법

(2.1) 교사: 5번의 게임이 번의 게임으로, 이겨야 할

게임 수도 변수로 표현이 됐네. 따라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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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문제의 일반적인 해법을 탐색하는 문

제겠죠?

(2.2) 현화: 재밌는 문제지만 쉽지 않네요. 전에 공부

한 분배 문제의 해법으로 해결하면 될 것

도 같은데.

(2.3) 교사: 현화가 말한 대로 이 문제의 특수한 형태

가 도입 시간에 배운 분배 문제죠. 한 번

그 풀이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

세요.

(2.4) 현화: 일반적인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변수도 3개이고…

(2.5) 교사: 그렇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2.6) 영훈: 단계가 있으니까 한 번 풀어보게 시간을

주세요.

(2.7) 현화: 그래요 선생님, 고민해보면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8) 교사: 좋아요. 그러면 먼저 앞뒤 학생들과 같이

단계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간단하면서도 수학적 상황이 풍부한 분배 문제의 일

반적인 해법과 관련한 주제탐구형 자료는 수학영재들이

흥미를 갖고 독자적인 수학적 탐구 활동을 수행하는 것

을 가능하게 하였다(2.6). 또한 이러한 활동을 통해 수학

영재들은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성향을 함양하고, 탐구

지향적인 학습 태도를 구성할 수 있었다(2.7). 그리고 문

제해결 과정에서 수학영재들은 문제의 목표를 고려하여

전에 풀어본 유사한 문제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것에

서부터 문제 해결을 시작하였다(2.2).

다음 [에피소드 3]은 주제탐구형 자료의 7번째 주제인

몬티홀 문제에서 원판 돌리기 게임에 대한 학생들과의

대화 내용이다.

[에피소드 3] 확률 상황에서의 추이율

(3.1) 교사: 두 학생 A와 B가 게임을 한다면 이길 확

률은 어떻게 되죠?

(3.2) 선미: 경우의 수는    

으로 가지이고, 확률은 두 학생 모두 



입니다.

(3.3) 교사: 그렇다면 이길 가능성이 같으므로 A와 B

에게 이 게임은 공정한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B와 C가 이길 확률은

어떻게 되죠?

(3.4) 현화: 역시 경우의 수를 먼저 찾으면 

  로 가지, 확률은 



입니다.

(3.5) 교사: A와 B, B와 C가 공정한 게임이므로 A와

C에게도 이 게임은 공정한 게임이겠죠?

(3.6) 영훈: 그럴 것 같은데요.

(3.7) 현화: 잠깐만요, 제가 경우의 수를 표로 따져 보

았거든요, 그런데 A가 이길 확률이 


입

니다.

(3.8) 선미: 현화 말이 맞는데요. 여사건으로 C가 이길

확률은 


이고요.

(3.9) 교사: A와 B, B와 C가 이길 확률이 각각 


이

라면 A와 C도 이길 확률이 각각 


이어

야 하지 않을까요?

(3.10) 영훈: 확률은 재밌는 현상이 있네요. A와 B, B

와 C일 때도 A와 C는 성립하지 않네요.

그런데 이와 유사한 문제가 전에 공부한

심프슨의 패러독스 아닌가요?

(3.11) 교사: 맞아요, 그런데 심프슨의 역설은 소집단

에서의 확률적 상황이 전체 집단에 그대

로 적용되지 않는 문제였죠.

수학영재들은 미지의 수학적 내용을 이해하고 탐구하

기 위하여 알아야 할 수학적 내용을 알고 있는 현실 상

황으로 번안할 수 있었으며, 수학적 탐구 활동에서 유사

한 확률 상황을 일반화할 수 있었다. 즉 학습한 내용 사

이의 유사성을 인식하여 기존의 지식을 통합할 수 있었

다(3.10). 또한 수학영재들은 문제 해결 전략으로 확률적

상황을 표로 구성할 수 있었으며(3.7), 다양한 방법으로

확률을 계산할 수 있었다((3.2), (3.4),(3.7),(3.8)).

이 예화들은 과학고등학교에서 수학영재들을 대상으

로 확률․통계 영역의 주제탐구형 자료를 활용한 수업이

수학영재들에게 문제해결력의 질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결과이다.

2. 연구문제 2의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연구문제 2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전 수학

적 태도 검사지를 분석하였다. <표Ⅳ—3>은 실험 집단

과 통제 집단의 사전 수학적 태도 검사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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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N 평균 표준편차 -값 -값

실험
집단

23 150.8261 14.7822
.409 .684

통제
집단 23 152.4348 17.5395

<표Ⅳ-3> 사전 수학적 태도 검사 결과

위의 표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대한 사전 수

학적 태도 검사를 독립표본 검정을 한 결과, 유의수준

  에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수학적 태도 면

에서 동질임을 알 수 있다.

<표Ⅳ—4>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사후 수학적

태도 검사 결과이다.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값 -값

실험
집단 23 159.0001 11.9697

1.709 .094
통제
집단

23 152.7826 14.0027

<표Ⅳ-4> 사후 수학적 태도 검사 결과

위의 표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서 사후 수학적

태도 검사의 평균 점수는 실험 집단이 점이 높았지

만, 유의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주제탐구형 자료를

활용한 수업이 실험 집단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실험 집단에서 사전과 사후 수학적 태도의 향상 정도를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서 사전․사후 수학적 태도 검사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표Ⅳ—5>는 통제 집단에서 사전․사후 수학적 태도

검사 결과이다.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값 -값

사전
검사 23 152.4348 17.5395

0.74 .941
사후
검사

23 152.7826 14.0027

<표Ⅳ-5> 통제 집단의 수학적 태도 검사 결과

위의 표에서 통제 집단은 사전․사후 수학적 태도 검

사의 평균점수는 점 이내의 근소한 차이가 있으며,

유의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Ⅳ—6>은 실험 집단에서 사전․사후 수학적 태도

검사 결과이다.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값 -값

사전
검사

23 150.8261 14.7822
2.061 .045

사후
검사 23 159.0001 11.9697

<표Ⅳ-6> 실험 집단의 수학적 태도 검사 결과

위의 표에서 실험 집단은 사전․사후 수학적 태도 검

사 점수를 독립 표본 검정한 결과,   의 유의수

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것은 과학고등학교에서 수학영재들을 대상으로 확률․통

계 영역의 주제탐구형 자료를 활용한 수업이 수학적 태

도의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주는 결과이다.

수학적 태도 검사지는 적성, 신념, 성향의 3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수학적 태도

검사지의 각 하위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Ⅳ-7>

과 같았다.

요인 집단 항수 평균 표준편차 -값 -값

수학적

적성

사전 10 39.1739 6.7058
.297 .769

사후 10 39.6522 4.3860

수학적

신념

사전 15 55.6022 9.0433
2.107 .047

사후 15 58.8696 10.2438

수학적

성향

사전 15 56.0000 6.9281
2.323 .030

사후 15 60.4783 6.1708

<표Ⅳ-7> 수학적 태도 검사 하위요인별 결과

위의 표에서 수학적 태도의 수학적 신념과 성향 요인

에 대하여 유의수준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주제탐구형 자료를 활용한 수업이 수학적

태도의 하위 요인 중에서 신념과 성향의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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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영재교육은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를 고려한 지극히

당연한 교육적인 배려이면서 교육이 추구하는 내재적 목

적의 구현이다. 따라서 수학영재들을 위한 일반적인 정

규교육과는 다른 별도의 영재교육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단계의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과학고등학교에서 수학영재

교육과 관련된 대표적인 활동은 각 대학이나 영재교육기

관 또는 시․도에서 주최하는 각종 수학 경시대회를 준

비하고 출전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승훈(2010)은 수학

경시대회와 관련한 영재교육 활동이 수학영재들에게 지

적 능력의 계발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만 획일적인 시험문제 풀이에 전념하게 하여, 정작 수학

영재들이 여러 방면으로 발전 가능한 자신의 다양한 수

학적 능력과 함께 수학에 대한 정의적인 태도가 바람직

한 방향으로 함양되고 있는가를 제대로 가늠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병록(2010)은 과학고등학교

의 수학영재 교육은 영재교육이 대학 진학을 위한 도구

가 아님에도 영재학생들의 진학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

적인 이유로 교실 수업에서 다양한 수학적 내용의 심화

된 탐구나 자유로운 문제 풀이를 교육 내용으로 하지 못

한다고 말한다.

이에 본 논문은 수학영재 교육에서 수학을 획일적이

고 엄밀하게 전개하는 연역적이고 형식적인 측면을 강조

하는 만큼이나, 기본 지식에 기반을 두고 새로운 수학적

개념과 법칙 등을 발견하거나 발견한 내용에 대한 수학

적 탐구 활동을 통해 수학적 지식을 전개하고 구성하는

발견적이고 형성적인 측면을 좀 더 보강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연구되었다. 수학영재 교육에 대한 이

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주제탐구형 자료를 활

용한 수업이 과학고등학교의 수학영재들에게 문제해결력

및 수학적 태도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하여 수학영재의 문제

해결과 수학적 태도, 확률․통계 영역에서 주제탐구형

자료의 특징과 성격 등에 대한 문헌(김주훈, 박경미, 최

고운, 이은미, 1996; 송상헌, 1996; 이경화, 2003; 최종현,

2004; 신보미, 2011; 전선미, 유원석, 2011; Schoenfeld,

1985)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확률․통계 영역에서 주제

탐구형 자료를 활용하는 교수․학습 상황을 구성하여

차시의 실험 수업을 실시하였고, 수집한 자료에 대해

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후 문제해결력 검사에 대한 실험 집단의 평

균은 이고, 통제 집단의 평균은 로 문

제해결력 검사지를 독립표본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에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즉

과학고등학교에서 주제탐구형 자료를 활용한 수업은 교

과서 문제 중심의 전통적인 수업과 비교하여 수학영재들

의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

타났다. 그렇지만 면담 결과의 분석을 통해 주제탐구형

자료가 문제해결력의 질적인 측면에서 수학영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 수학영재들은 주제탐구형 자료를 활용하여 문제

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의미를 간단하게 파악하여

문제를 구성하는 속성들을 나열할 수 있었고,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쉽게 찾을 수 있었다.

(2) 수학영재들은 먼저 문제의 목표를 판단한 다음

그에 따른 문제해결 전략을 찾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간

단한 문제는 이해와 동시에 알고리즘화된 문제해결 전략

을 제시할 수 있었으며, 익숙하지 않은 문제들은 이전에

풀어 본 유사한 문제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전략에서

부터 문제해결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수학영재들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알고리즘의 올바른 적용과 계산의 정확한

이행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

(3) 수학영재들은 문제해결 전략으로 확률적 상황을

정확하게 표로 구성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확률 계산

을 쉽게 수행할 수 있었다. 또한 수학영재들은 학습한

내용과 기존의 지식 사이의 유사성을 인식하여 내용과

지식을 통합할 수 있었다.

둘째, 평균이 각각  , 인 실험 집단

의 사전․사후 수학적 태도 검사 점수를 독립표본 검

정한 결과,   의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과학고등학교에서 주제탐구형 자료를 활용

한 수업이 수학영재들의 수학적 태도를 향상시키는데 어

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1) 실험 집단은 수학적 태도의 가지 하위 요인 중

에서 수학적 신념과 성향 요인에 대하여 유의수준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실험 집단에서 수학적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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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에 대해서 평균이 각각 , 인 사전․

사후 점수를 독립표본 검정한 결과,   의 유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수학적 성향

에 대해서 평균이 각각 , 인 사전․사

후 점수를 독립표본 검정한 결과,   의 유의수

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주제탐구형 자료

는 수학영재들의 수학적 신념과 성향 요인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면담 결과의 분석을 통해 주제탐구형 자료는 수

학영재들이 설정한 주제에 흥미를 갖고 수학적 탐구 활

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주제

탐구형 자료를 활용한 수학적 활동을 통해 수학영재들은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성향을 함양하고, 탐구 지향적인

학습 태도를 구성할 수 있었다.

과학고등학교에서 수학영재들은 확률․통계 영역의

주제탐구형 자료를 활용한 수업을 통해 문제해결력의 질

적인 측면에서 실증적인 영향을 받으며, 이와 함께 긍정

적인 수학적 태도를 함양할 수 있었다. 수학적 주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심화된 수학적

내용과 문제들로 이루어진 주제탐구형 자료를 활용한 수

업은 수학영재들이 이미 구성하고 있는 기본 지식에 근

거를 두고 독창적인 탐구 활동을 통해 새로운 수학적 개

념과 법칙 등을 학습하고 이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하도

록 하였다. 또한 주제탐구형 자료는 기존의 문제 형태와

는 다른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그들만의 문제해

결 전략을 탐구하거나 풀이한 문제와 전략에 대한 반성

활동을 통해 일반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

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학영재들은 수학에 대한 긍정

적인 태도를 구성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 결과들은 과학고등학교의

수학영재 교육에서 주제탐구형 자료가 수학영재들의 문

제해결력과 수학적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가진다. 과학고등학교의 수학영재 교

육에서 주제탐구형 자료는 문제해결력의 질적인 측면과

수학적 태도에서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가 있으므로 과학

고등학교의 수학영재 교육에서 주제탐구형 자료를 개발

하고 활용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과학고등학교에서 수학 영재교육 자료로서 주제탐구형

자료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연구가 필요

하며, 또한 수학 영재교육 자료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더 많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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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Project Based Material on Problem solving Ability and Attitude 
of Mathematically Gifted in Science High School 

- Focusing on Probability and Statistics -

Lee, Jong Hak✝⓿
Daejeon Songchon High Schoo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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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of gifted students' improvement on mathematical attitude and 
problem-solving ability through project-based materials in science high school. For this study, research 
questions are established as follows.  

1. Does the project-based materials-used instruction have a positive effect on improving problem-solving 
ability?

2. Does the project-based materials-used instruction have a positive effect on improving mathematical 
attitude ?

To solve these research questions, this study employed a survey and interview type investigation for gifted 
students' mathematical attitude and problem-solving ability. A subject of  classes were randomly selected 
among the 11th grader in D science high school and designated one class as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other class as the control group. Twelve hours of the project-based materials-used instruction and the 
traditional textbook-oriented instruction had been carried out in each class. Findings o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roject-based material-used instruction is shown to be more effective in enhancing problem-solving 
ability than the traditional textbook-oriented instruction.

Second, the project-based material-used instruction is shown to be more effective in improving mathematical 
attitude than the traditional textbook-oriented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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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주제탐구형 자료 —1

1. 파스칼과 페르마의 서신 왕래

가. 도입하기

de Me're'의 문제와 상금의 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ascal과 Fermat가 서신 왕래를 통해 확률의 개념화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

[de Me're'의 문제]

첫 번째 게임에서는 주사위 한 개를 네 번 던질 때 적어도 한 번 6이 나오면 이기는 것으로 한다. 두 번째 게

임에서는 주사위 두 개를 24번 던질 때 (6, 6)이 적어도 한번 나오면 이기는 것으로 한다. 어느 쪽이 유리한가?

[상금의 분배 문제]

A, B 두 사람이 5번의 게임을 이길 때, 내기 돈 을 모두 차지할 수 있는 경기가 있다. A가   으로 유리

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경기가 중단된다면 내기 돈을 어떻게 나누어야 공정한가?

나. 분배 문제의 일반화

A, B 두 사람이 번의 게임을 이길 때, 내기 돈 을 모두 차지할 수 있는 경기가 있다. 경기의 중간에 A가

더 이겨야 할 게임 수는 , B가 더 이겨야 할 게임 수는 인 상황에서 게임이 중단되었다고 하자. 이 때, A, B

두 사람이 전체 내기 돈 1을 어떻게 나누어야 공정한가?

1. A가 더 이겨야 할 게임 수는 , B가 더 이겨야 할 게임 수는 인 상황에서 게임이 중

단되었다고 할 때, 전체 내기 돈 중에서 A의 기댓값(expectation)을 라 하자.

2.   ,   


   ⋯ 

1) 다음은 를 구하는 과정이다. ( )에 알맞은 용어나 식을 쓰시오.

A가 더 이겨야 할 게임 수는 개이고, B가 더 이겨야 할 게임 수는 개인 상태에서 한

번 더 게임을 한다면 A가 이기는 경우와 B가 이기는 경우인 ( )가지 경우만 나타난다.

이 때 A가 이긴다면 A는 더 이겨야 하는 게임은 없으며, B는 이기지 못하였으므로

이고, 의 값은 ( )이다.

하지만 B가 이긴다면 이고, 의 값은 ( )이다.

그러므로 를 구하면  


( )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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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와 를 이용하여  를 식으로 나타내시오.

3) 다음 표를 완성하시오.

A의 승패  





게임이 중단되었을 때 A, B의 승수  




× 


 

A가 이기는 경우   

A가 지는 경우   



게임이 중단되었을 때 A, B의 승수  

A가 이기는 경우   

A가 지는 경우  

게임이 중단되었을 때 A, B의 승수  

A가 이기는 경우   

A가 지는 경우  

게임이 중단되었을 때 A, B의 승수  

A가 이기는 경우  

A가 지는 경우  

4) Pascal은 가 큰 값일 경우에 의 간단한 해법을 찾았는데, 그 방법은 아래와 같이

  


로 계산하고, 파스칼의 삼각형의 수와 대응시키는 것이다.

  


와 Pascal의 수삼각형을 이용하여     인 경우의 A의 기

댓값 을 구하면  






이다.

1 1

1 2 1

1 3 3 1

1 4 6 4 1

1 5 10 10 5 1

…

Pascal의 수삼각형

분자 는 수삼각형에서 번째 행에 있는 숫자 중에서 왼쪽부터 개의 숫자를 더하는 것이

고, 분모 는 번째 행의 숫자를 모두 더한 것으로 이다. 수학적 귀납법을 사용하여

  


을 증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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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탐구형 자료 —2

7. 몬티홀(Monty Hall) 문제

가. 도입하기

1889년 프랑스의 수학자 버트란트가 제시한 문제로 특별한 경우에서의 확률 계산을 다루는 몬티 홀(Monty

hall) 문제의 초기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버트란트(J. Bertrand)의 상자 패러독스]

1) 각각 금화 2개가 들어있거나, 은화 2개가 들어있거나, 금화와 은화가 한 개씩 들어있는 3개의 상자가 있다.

3개의 상자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고, 그 상자에서 임의로 1개의 동전을 꺼내 보았다. 다음은 꺼낸 동전이

금화라고 할 때, 남은 하나의 동전도 금화가 들어있는 상자를 고를 확률을 구한 것이다. 어느 내용이 옳다고 생각

하는가의 이유를 제시하시오.

[풀이-1] 확률에 대한 정의에 의해 시행에서 모든 경우의 수는 금화 2개가 들어 있는 상

자와 금화와 은화가 각각 1개씩 들어있는 상자의 2가지이고, 각각의 상자가 선택될 가능성은

같으므로, 꺼낸 동전이 금화라고 할 때 똑같은 동전이 들어 있는 상자를 고를 확률은 


이

다.

[풀이-2] (1) 기본적으로 6개의 동전을 선택할 가능성은 모두 같다. 또한 선택한 동전을

은화만 두 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꺼내거나 금화와 은화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은화가 아닌

금화로 꺼낼 수는 없다. 따라서 금화와 은화가 들어있는 상자나 금화가 2개 들어있는 상자에

서 금화를 꺼내는 2가지 경우가 있으므로 구하는 확률은 


이다.

(2) 금화 2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금화를 고를 확률을  , 은화 2개가 들어있는 상

자에서 금화를 고를 확률을  , 금화와 은화가 한 개씩 들어있는 상자에서 금화를 고를

확률을 라고 할 때, 3개의 상자 중에서 어느 한 개의 상자를 선택할 가능성은 모두

같다. 또한   ,   ,   

이다. 따라서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의해

꺼낸 동전이 금화라고 할 때, 남은 하나의 동전도 금화가 들어있는 상자를 고를 확률은










 


이다.

2) 바구니(가)에는 검은 공(B) 개와 흰 공(W) 개가 들어 있고, 바구니(나)에는 검은 공(B) 개와 흰 공(W)

개가 들어 있다.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바구니(가)에서 공 한 개를 꺼내고, 뒷면이 나오면 바구니(나)에서

공 한 개를 꺼낼 때, 흰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한 것이다. 어느 내용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이유를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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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1] 확률에 대한 정의에 의해 확률을 계산할 때 확률의 분모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

의 수는 문제에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검은 공(B) 개와

흰 공(W) 개가 들어 있는 바구니 (가)에서 공 한 개를 꺼내고, 뒷면이 나오면 검은 공(B)

개와 흰 공(W) 개가 들어 있는 바구니 (나)에서 공 한 개를 꺼내는 시행이다. 가능한 모

든 경우의 수의 집합을 S라 하면, S{(앞면,B), (앞면,B), (앞면,W), (뒷면,B), (뒷면,B), (뒷

면,B), (뒷면,W), (뒷면,W)}이고, nS  이다. 흰 공이 나올 경우의 수의 집합을 A라 하

면, A{(앞면,W), (뒷면,W), (뒷면,W)}이고, nA  이다. 따라서, 흰 공이 나올 확률

PA nS
nA




이다.

[풀이-2] 바구니(가)에서 흰 공을 꺼낼 확률은 


× 


 


이고, 바구니(나)에서 흰 공을

꺼낼 확률은 


× 


 


이다. 따라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이다.

3) 세 학생 A, B, C가 그림과 같은 원판을 돌려서 큰 숫자가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을 할 때, 이 게임은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가?

나. 몬티홀 문제로의 일반화

몬티홀 문제는 미국의 TV쇼 사회자의 이름에서 유래한 확률적 문제이다.

[몬티홀 문제]

TV 방송 프로그램에서 사회자는 출연자에게 세 개의 문중에서 한 개의 문을 선택할 기회를 주고, 출연자가 상

품이 있는 문을 선택하면 그 상품을 준다. 단, 세 개의 문중에서 한 개의 문 뒤에만 상품이 있고, 출연자가 한 개

의 문을 선택하면 사회자는 출연자가 선택한 문 이외의 상품이 없는 문을 열고 보여주면서 출연자에게 선택한 문

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때, 출연자가 상품을 타기 위해 문을 바꾸는 것이 유리한가? 아니면 문을

바꾸는 것이 불리한가를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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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수학적 태도 검사지

이 검사지는 수학에 대한 생각, 신념, 정의적 특성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 검사의 결과는 연구 목적 이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내용을 잘 읽어보고, 해당란에 V표 해주십시오.

2학년 ( )반 ( )번

문항 1 2 3 4 5

1) 나는 수학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한다.

2) 나는 수학 문제를 잘 푸는 정도가 아니라 수학에 대한 강한 흥미와 애착이 있다.

3) 나는 수학이라면 자신 있고 처음 보는 문제를 대하더라도 두렵지 않다.

4) 나는 직접 풀어 본 수학 문제는 잘 잊어 먹지 않고, 중요한 내용은 거의 정확하게 기억해 낸다.

5) 나는 수학 문제를 푸는 동안에는 대단히 집중하는 편이라서 다른 사람이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
우도 있다.

6) 나의 계산은 빠르고 정확하다.

7) 나는 내가 풀어놓은 문제에 대해 설명을 하거나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을 할 때 내 친구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말할 수 있다.

8) 나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수학적인 아이디어를 적절한 수학적 용어와 기호를 사용하여 깔끔하고 정확
하게 잘 나타낼 수 있다.

9) 나는 수학 문제나 내용의 사소한 부분에 얽매이지 않고 무엇이 중요한 핵심 내용인지와 전체적인 관계
를 잘 파악할 줄 안다.

10)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수학적 원리나 내용을 다른 교과나 일상생활에 잘 적용시키고 관련시킬 줄 안다.

11) 나는 교과서나 참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나 풀이법을 보면서 틀린 곳이나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해 내기도 한다.

12) 나는 주변의 수학적 상황에 대해 민감한 관심을 보이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려고 한다.

13)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수학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묻거나 책을 보고서라도 반드시 해결해
내고야 만다.

14) 나는 같은 종류의 수학 문제를 풀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만 풀지 않고 더 좋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한다.

15) 나는 내가 발견한 새로운 수학적 아이디어나 결과가 옳다고 확신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반론에 대해
끝까지 토론해서 결국은 이겨낼 수 있다는 고집과 소신이 있다.

16) 나는 주어진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갖가지 문제 풀이 전략들을 많이 알고 있으며 그것을 적
절히 잘 사용할 줄 안다.

17) 나는 내게 주어진 수학 문제를 잘 푸는 데서 그치지 않고 문제의 조건이나 상황을 바꾸어서 내가 직접
문제를 만들어 내는 경우도 있다.

18) 주어진 문제에 대한 간단하고 직접적인 답보다는 일반화된 공식이나 원리를 찾아내고 만들어 내기도
한다.

19) 나는 문제를 풀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돌아보기도 하면서 틀린 것은 고치고 더
발전시켜 나가는 편이다.

20) 나에게는 본래 타고난 수학적 소질이나 적성이 있는 것 같다.

21) 나는 수학공부가 쉽다.

22) 나는 수학 공부 시간이 즐겁다.

23) 나는 수학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쉽다.

24) 나는 수학 공부만큼은 잘 할 수 있다.

25) 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수학 공부를 한다.

26) 나는 다른 학생보다 수학을 더 잘하고 싶다.

27) 나는 수학 공부를 지금보다 더 하려고 한다.

28) 나는 수학이 앞으로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한다.

29) 나는 수학 시간이 기다려진다.

30) 나는 수학 시험을 본 후 점수를 빨리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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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1 2 3 4 5

31) 나는 수학 시간이 끝났을 때 무엇을 배웠는지 잘 모르겠다.

32) 나는 수학 시간에 배운 것을 응용해 보고 싶다.

33) 나는 수학 공부를 잘해서 칭찬을 받을 수 있다.

34)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할수록 재미있는 것 같다.

35) 수학 공부는 선생님에게 혼나지 않을 정도로만 한다.

36) 나는 수학을 잘 할 수 없다.

37) 나는 수학 시간에 발표하는 것을 좋아한다.

38) 나는 수학 시간에 모르는 것이 있어도 질문하지 않고 넘어간다.

39) 나는 수학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40) 나는 수학 공부를 잘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려고 노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