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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진 호 (대구교육대학교)
김 인 경 (청주대학교)
1980년대 이후로 현재까지 수학적 문제해결은 수학교육
학의 주요 연구 주제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초
창기에는 문제 그 자체에 대한 연구, 학습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및 메타인지에 대한 연구,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방법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최근
들어서는 문제해결을 통한 수학교육 및 모델링을 통한 문
제해결이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처럼 문제해결
과 관련된 연구주제들은 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자들
의 관심을 끌고 있다. 따라서, 수학적 문제해결 영역에서
미래에 어떤 주제들이 더 연구될 필요가 있는지를 델파이
를 기법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Ⅰ. 도 입
인간사회는 수렵사회, 농경사회, 산업사회, 과학사회,
지식기반사회 등으로 끊임없이 변모해 오고 있다. 한
편, 앞으로 다가올 인간 사회를 지식융합사회라고 한
다. 이처럼 사회 형태가 변하면 변화된 사회에서 삶을
살아야 하는 아동들을 교육하는 목적도 변한다. 과거
에는 많은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필요했었던 반면에,
현재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인간상은 지식을 창
출할 수 있는 창의력을 갖춘 인간이다(교육부, 1997;
교육과학기술부, 2007, 2009; NCTM, 1989, 2000). 즉,
단순히 많은 지식을 알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주
어진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간이 아니
라,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자신의 지적능력을 활용
해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간
을 육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된 것이다. 이 둘은
얼핏 보기에는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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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상황에서 이 둘의 견해에 따라 실천되는 교실 풍경
은 학습자, 교사, 학습내용 등에서 전적으로 달라진다
(김진호, 2010; Gainsburg 2006; Hamilton 2007; Zawojewski et al. 2008; Zawojewski & McCarthy 2007).
즉, 이들의 고민은 이전 사회 형태에서 요구되는 인간
상을 육성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던 교육방법으
로는 변한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간을 육성해 낼 수 없
다는 데에 있다(구광조, 전평국, 강완, 1996; 김진호,
2010).
이런 맥락 속에서, 최근 들어 연구자들은 학습자들
이 수학 수업을 통해서 스스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수학적 문제해
결을 통한 수학 학습을 지지하고 있다(Baroody, 1998;
Lester, 2003). 이런 지지는 그 동안 Polya의 문제해결
전략, 발견술 등을 수학 수업의 실제에 적용하려는 시
도들이 수학적 문제해결 능력 신장에 실패한 것을 통
하여 알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길양숙, 1991; Schoenfeld, 2007; English, & Sriraman 2010). 이런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교육과정 및 초등수학교과서에도 반
영될 필요가 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II장 2절 참고).
이런 관점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당국(류성림 등,
2011) 또는 수학교육단체들(NCTM, 1989, 2000)은 자
국의 교육과정에 수학적 문제해결을 주요 학습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한편, 수학적 문제해결에 관심을 가진 것은 오랜 역
사를 갖고 있다. 수학적 문제해결을 무엇으로 보느냐
에 따라서 일부 연구자(Silver, 1985)는 소크라테스 시
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가 하면, 일부 연구자(강옥기,
신성균, 강완, 류희찬, 정은실, 박교식, 우정호, 1985)는
1930년대를 기점으로 삼기도 한다. 이처럼 오랜 역사
를 갖고 있는 수학적 문제해결은 그 만큼 다양한 연구
가 진행되어 온 연구영역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많은
연구자들의 수학적 문제해결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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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흥미로운 사실이 하
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수학적 문제해결과 관련된 연
구주제들의 흥망성쇠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황치홍, 2
001; Hino, 2007; Lester, 1994, 2003; Lesh, 2010;
Silver, 1994; Schoenfeld, 2007; Stacy, 2007). 수학적
문제해결 그 자체에 대한 연구가 수학 교육의 연구의
중심에 서 있던 시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시기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시들해진 시기도 있다(Hino, 2007;
Lester, 1994; Schoenfeld, 2007). 또한 수학적 문제해결
과 관련된 하위 연구 주제들도 같은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최근에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
습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된 연구는 감소되
고 있는 반면에, 학습자의 수학적 문제 해결을 통한
학습자의 수학 지식의 학습이란 주제는 새롭게 부각되
고 있는 연구주제이다(Stacy, 2007: NCTM, 1980a). 한
편, ERIC에서 “수학적 문제 해결, 성차”를 검색어로
1980년부터 2011년까지 수학적 문제 해결과 관련된 연
구물을 검색하면 단 10편이 검색된다. 이 수치로 볼
때, 수학적 문제해결과 관련된 성차에 대한 연구는 거
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한편
으로, 공학의 발달로 인하여 공학을 이용한 수학적 문
제 해결은 새로운 연구 주제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와 같은 경향은 우리나라의 연구물들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권정은, 최재호, 2008; 류희찬, 권성룡, 김남균,
2005; 황치홍, 2001; 황혜정, 2007).
요약하면, 수학적 문제해결은 학교수학에서 기본 목
적 중의 하나이며 다양한 연구주제들이 연구 되어 오
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
어야 할 영역이라는데 연구자들은 동의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그렇다면 미래에 수학적 문제해결에서
분야에서 어떤 주제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를 알아보는데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델파
이 기법을 이용하였다.

학교육에서 주요 이슈가 된 것은 NCTM(1980b)이 An
agenda for action: Recommendations for school
mathematics of the 1980s을 출간한 이후이다. 1960년
대와 1970년대의 수학교육을 비판하면서 NCTM이 낸
8가지 권고 중 첫 번째 권고가 “문제해결이 1980년대
학교 수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였으며, 이를 위해서
다음의 것들이 실천되어야 한다고 하며 실천안을 내
놓았다(NCTM, 1980b, pp. 1-5)
① 수학과 교육과정은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조직되어야
만 한다.
② 충분한 수학적 응용 가능성이 있는 광범위한 전략,
과정, 표현 양식을 포함할 수 있는, 수학에서의 문제해결에
대한 정의와 용어들이 개발되어야 하고 확장되어야 한다.
③ 수학교사는 문제해결이 수업의 중심이 되는 교실 환
경을 창출해야만 한다.
④ 문제해결의 교수학습에 필요한 적절한 교육과정 자료
가 모든 학년급을 위해서 개발되어야 한다.
⑤ 수학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이 응용문제의 해결에 참여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연구자들과 연구지원 기관들은 문제해결의 본질과 문
제해결자들을 발달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하는
데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NCTM(1989)이 Standards를 출판 한 직후인 1990
년대 초반까지의 연구물들을 토대로, 이와 같은 실천
안들이 성공적으로 실천되었는지 살펴보고, 그 이후의
연구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이 권고안이 나오기 이전의 수학적 문제해결
에 대한 연구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수학교육자
및 교육학자들이 수학적 문제해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획기적인 계기가 두 개 있었다. 하나는 관찰가능하
지 않은 인간의 사고를 제외한 자극과 반응을 중심으
로 인간의 행동을 연구한 Thorndike, Spiner, Gagne
등을 중심으로 한 행동주의자들과 달리, 인간의 사고
및 사고과정에 관심을 갖은 형태주의심리학과 Piaget
II. 수학적 문제해결 연구 동향
를 비롯한 구성주의의 출현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문제
해결에 성공적인 한 수학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중 일
1. 미국의 문제해결 연구 동향
어나는 내면의 정신작용을 학습자들도 경험하여 학습
자들이 성공적인 문제해결자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한
수학교육 분야에서 수학적 문제해결에 대한 관심이 Polya(1945, 1954, 1981)의 일련의 저술들의 출현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수
인간의 사고과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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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한 것은 인간의 사고를 컴퓨터에 비유한 정보
처리 심리학의 출현(Simon & Newell, 1972)과 행동주
의 심리학의 후예인 행동주의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인
간의 사고 과정에 관심을 갖는 Anderson(1976)과 같은
인지심리학자들의 출현이다. 하지만 이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점차 그 세력을 잃어
간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밝혔듯이, 1990년대 들어서
면서 우리 사회는 학습자 스스로 지식을 창출할 수 있
는 창의력을 갖춘 인간 육성을 그 교육의 사상으로 삼
게 되는데, 이 두 이론에서는 인간의 창의성을 설명할
수 없었다. 대신에,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구성주의가
1990년대 이후로 각 연구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게 된다.
즉, 1990년대 이후로는 구성주의의 견해에서 인간의
사고과정을 탐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이 당시의 수학적 문제해결을 다룬 연구물들
을 요약한 Kilpatrick(1969)은 이 연구물들이 이론적이
지 못하고, 체계적이지 못하고, 협력적이지 못하고, 전
형적인 교과서 형식의 문장제에만 거의 독점적으로 관
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문제해결 행동에 대한 양적
연구에만 완전히 매몰되어 있다고 특징지었다. 이 당
시의 연구에 사용된 문제들은 정형적인 문제들과 비정
형적인 문제들이었는데, 학습자들은 비정형적인 문제
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문제해결 발견술과 전략에 대한 개념을 소개한 Polya
의 제안은 이 당시에 각광받게 되었다(English &
Sriraman, 2010). 수학교육자들은 그가 제안한 것이 학
습자들이 익숙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할 때 발생하는
막힘 현상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따
라서,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문제
해결 과정과 전략적 사고에 초점을 두었다. 하지만, 학
생들에게 발견술과 전략을 지도하는 것은 학생들의 문
제해결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Lesh, & Zawojewski, 2007; Lester & Kehle, 2003;
Schoenfeld, 1992, 2007; Silver, 1985).
한편, 수학적 문제해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던
초기 연구의 많은 부분은 “문제” 그 자체에 대한 이해
를 위한 연구가 활발하였다(Lester, 1994; Lester &
Kehle, 2003). 문제의 정의, 문제의 유형, 좋은 문제의
조건들, 문제의 난이도와 같은 하위 영역들이 연구되
었다. 이 중 문제의 난이도에 대한 연구의 집합체는
“task variables in mathematical problem solvin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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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in & McClintock, 1979/1984). 이들이 확인한 문
제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내용과 맥락 변인,
구조 변인, 구문론 변인, 발견술 행동 변인의 네가지
변인이다. 초기에는 이들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선형
회귀모형으로 후에 정보처리 기법을 이용해 실행되었
다. 그 이후에, 이 계통의 연구는 과제 변인과 문제해
결자의 특성 사이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것으로 대체
되었다(Kilpatrick, 1985). 이는 당연한 연구 주제의 발
전이다. 즉, 문제란 문제해결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
은 채 다루어질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이다1)(김진숙,
1997; Krulik & Rudnick, 1995).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이들이 주로 다루던 문제들은 주로 문장제였다. 수학
적 문제해결 연구가 1990년대 중반에 잠시 반성기를
겪다가(Lester, 1994; Hino, 2007), 최근 들어서 수학적
문제해결이 재조명되면서 문제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는데, 이들이 관심있는 문제는 개방형 문제, 실
생활 문제, 실생활적 문제, 여러 수학 지식을 통합하는
문제 등이다(류성림 등, 2011).
한편, 1980년대 들어서면서, 학습자의 문제해결과정
에 대한 연구는 Chi, Feltovich, Glaser(1981)의 연구를
필두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문제해결과정의 차이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게 된다. 이런 접근의 배경에는 전
문가들의 문제해결과정을 비전문가 즉 학습자들에게
습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2). 문제해결에 있어
서 전문가와 비전문가에 대한 연구물들의 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Lester & Kehle, 2003). 첫째, 좋은
문제해결자는 나쁜 문제해결자보다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 즉, 그들이 아는 것, 그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안
다. 또한, 그들의 지식은 풍부한 스키마와 잘 연결되어
형성되어 있다. 둘째, 좋은 문제해결자는 문제의 구조
적 특징에 대해 그들의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고,
나쁜 문제해결자는 표면적 특징에 초점을 둔다.
Krutetskii(1976), Kilpatrick(1985), Schoenfeld(1985),
Silver(1985) 등은 숙련자들이 좀 더 많은 수학을 알고
1) 수학적 문제해결과 관련된 연구 영역 중의 하나로 정서,
태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본
논문의 범주를 넘어선다. 이에 대해서는 Cai(2010)을 참고
하기 바란다.
2) (수학적) 문제해결과정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에 대한 심
층적 논의는 Gok(2010), Mayer(1998), Mayer & Wittrock
(2006)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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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뿐만 아니라 초보자보다 수학의 어려움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한
다.
이처럼, 1990년대 초반까지 수학적 문제해결과 관련
된 많은 연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의 연
구물들을 검토한 연구들에 따르면, 이들의 노력은 실
패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Lester, 1994;
Schoenfeld, 1992, 1994). 이와 같은 지적이 지난 20여
년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2000년대 들어
서도 수학적 문제해결에 대한 연구들에 대해서 같은
결론을 얻고 있다(English & Sriraman, 2010; Lester
& Kehle, 2003; Schoenfeld, 2007).
많은 연구들이 실패한 것은 Polya의 제안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연구자들의 접근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첫 번째, 문제해결 중심의 수학 수업에서 중요
한 것은 참된 문제(A genuine problem)를 제공했어야
하는데(NCTM, 1989, p.10), 이 당시 미국의 수학교실
에서 “문제해결”은 1단계 또는 2단계로 해결되는 문제
와 같은 단순한 문장제 수준의 문제들이었다. 이런 경
향은 NCTM(1989)이 Standards를 출간한 후에 제작된
미국 및 여러 나라의 수학교과서에서도 볼 수 있었다
(교육부, 1989; Baroody, 1993; Schoenfeld, 2007). 두
번째, 교수법적인 측면에서 이 시기의 연구들은 발견
술적 기능의 개발을 지나치게 강조하였으며, 이로 인
해 학생 자신이 자신의 활동을 조정하는 관리적 기능
을 무시한데 그 실패의 원인이 있다(Garofalo & Lester, 1985). 즉 문제해결 전략은 가르친다고 해서 이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자로서 학습자 스스
로 그 전략들을 구성해 냈을 때 이것의 학습효과가 있
는 것이다. 또한, 발견술적 기능의 개발을 지나치게 강
조한 교수법을 적용하여 수학적 문제해결을 지도함으
로써, 학생들의 활동은 발견술과 수학적 전략의 부재
를 가져왔고 더 나아가 메타인지의 발달을 촉진시키지
못하였다. 그 결과로 기계적이며 생각 없는 풀이방법
들 및 주요어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을 보였다
(Greer, 1997; Schoenfeld, 1992; Yoshida, Verschaffel,
& De Corte, 1997). 심지어, 성공적인 수학 학습이 발
생한 연구에서 조차 학습 전이는 일어나지 않았다
(Silver, 1985). 이렇게 학습된 수학 지식은 학습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없다(Hiebert, Carpenter,
Fennema, Fuson, et al. 1996) 즉, 학습자에게 문제해

결전략을 지도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수업의 결과는 학
습 전이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Skemp, 1987). 세
번째, Polya가 제시한 전략과 발견술이 기술적이었지
처방적이지 못하였다는 데서 그 실패의 원인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Levin, 1976; Schoenfeld, 1992). 네
번째, 문제해결이 많은 교실에서 전통적인 수업 방법
으로 교수된 것이 학습자의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는
데 걸림돌이었다(English & Sriraman, 2010). 문제해결
에 대한 예전의 견해나 현재의 견해는 문제해결을 하
나의 독립된 주제인 양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NCTM
(1980a, 1989)에서 알 수 있듯이, 문제해결은 그 자체
로 수학교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시도
한 연구들은 문제해결력이 기본 개념과 절차를 먼저
학습하고 난 후 “문장제”를 해결하면서 연습하면 발달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되었었다. English와 Sriraman
(2010)의 초기 수학적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물들의 실
패의 원인에 대한 지적은 그 핵심을 짚은 것이라 볼
수 있다. 학습자의 수학적 문제해결력 향상에 적합한
참된 문제를 제공하지도 못하였지만, 참된 문제가 제
공했다하더라도 부적절한 수업 방법을 사용하면 그 결
과는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이는 개혁 기반 교육과
정에 따라 개발된 수학교과서를 가지고 전통적인 방식
으로 수업을 하면 그 수업효과는 의도했던 결과를 가
져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Senk & Thompson,
2003). 다섯 번째,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관련 정부
기관 및 전문 기관들이 그들 자신 이미 문제해결에 대
해 분명히 이해하고 있고 현재 드러난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개별 연구들을 통해서 해
결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는데 있을 수 있다(Lesh,
2010).
199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학습자들의 수학적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려는 연구자들의 노력이 잠정적
인 실패로 확인되고, 수학적 문제해결 연구는 점차 줄
여들게 되고(JRME에 게재된 수학적 문제해결 관련 논
문편수는 1980년대에는 31편, 1990년대는 22편, 2000년
에서 2003년에는 4편이다. 자세한 것은 Lester &
Kehle, 2003 참고) 이에 관한 지식의 축적은 뒤처지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간의 연구들이 아무런 진
전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NCTM(1980b)이
제안한 권고들이 전면적으로 새로운 조명을 받게 되었
으며, 더 나아가 분명하게 Standards에서 수학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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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은 이것 자체로 독립적으로 다루어져서는 안 되고
다른 standards와 통합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는 점이 부각되었으며, 수업 및 교육과정의 중심이 되
어야 함이 확인되었다.
연구자들은 1990년대 중반 수학적 문제해결에 관한
연구가 숨고르기를 하는 원인으로, 수학적 문제해결을
이론화하는 작업이 쉽지 않으며(Schoenfeld, 2007), 수
학적 문제해결과정을 밝혀내고 이를 수학교육에 적용
하려 하였지만 그것이 자신들이 예상하였던 것 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Lester, 1994;
Lester & Kehle, 2003) 이를 통해서 여러 연구자들은
수학적 문제해결의 연구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
가야 한다고 제언한다. 지금까지의 연구 주제들이 원
자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주제간 통합
이 이루어져야 한다(Hino, 2007), 인지심리학에서 벗어
나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한 수학적 문제해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Stacy, 2007), ICT를 활용한
모델링을 통한 수학적 문제해결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English & Sriraman, 2010), 전통적인 실험설계에서
벗어난 디자인 실험(Design Experiments)을 통한 교실
수업 연구로의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Cobb, Confrey,
diSessa, Lehrer, & Schauble, 2003).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위와 같은 새로운 요구에
부응해서 수학적 문제해결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국면
을 맞게 된다. 연구자들은 규준을 성취할 수 있는 수
업을 설계하여 실험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실험을
디자인 실험이라고 하는데, 전형적으로 디자인 실험은
직접적으로 문제해결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적
이해, 즉 학습할 수학 지식을 새로운 방법 그리고/또는
교수법으로 수학 지식을 지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공적인 학습 환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방법론적
그리고 개념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 2000년대 들어서
새롭게 대두된 모토가 문제해결을 통한 수학학습이다
(Lester, 2003; Schoen & Charles, 2003). 문제해결을
통한 수학 교수는 이미 1980년대 꾸준하게 가능한 한
가지 접근으로 제기되었지만(Baroody, 1993; Branca,
1980; Schroeder & Lester, 1989), 앞서 논의하였듯이
이 시기는 문제해결전략 및 발견술 지도로서의 목적을
띄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접근은 수학교육과정 발달사
적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였지만(Lester, 1994), 문제해결을 통한 수학 학습이 학습자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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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데는 동의를 하고 있
었다. 이 새로운 접근과 전형적으로 관련된 많은 아이
디어들(아동관의 변화, 교사의 역할의 변화, 학습자가
학습할 수학 내용으로서의 지식관에 대한 변화, 수업
을 위한 문제의 개발 및 선택, 모든 학습자가 학습하
는 학습공동체 형성, 협력학습, 교육과정 및 수학교과
서의 개발, 새로운 교수법 등)이 광범위하게 연구되었
고 현재 문제해결 수업을 통한 수학 학습과 관련해서
교사들이 던지는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연구결과물을
토대로 하는 답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Cai(2003), Lindquist(1989), Schoenfeld(2006)을 참
고하기 바란다.)
수학적 문제해결과 관련된 모든 새로운 견해들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본고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본고
에서는 문제를 중심으로 다른 요소들과 관련지어가면
서 논의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학습자료 중의 하나인 문제는 그 문제가 학습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이후 학습 장면에 지
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1990년대까지 주로 이루어지던 수학적 문제해결 접근
이 실패를 한데는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학습자에게 주어진 문제들이 단순한 문장제라는 데 있
다. 즉, 이런 문제는 주로 교사가 그 풀이과정을 설명
하고 학습자는 경청하고 나서,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유사문제를 내고 학습자들은 이들을 푼다. 이후 교사
와 학습자가 학습자들의 반응을 평가하는 수업을 진행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참문제는 상황을 제시하고,
학습자들이 이 상황으로부터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적절한 해를 개발해 낼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NCTM, 1989). 이를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은 주어
진 상황을 탐구하고, 그 상황이 제공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얻어진
해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그 해가 주어진 문제 상황
에 적합한지 반성해야 한다. 이에 적합한 소재는 바로
실생활에서 얻어지는 소재들이다.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재정 지원을 받아 개발된 모든
초·중·고 개혁기반(또는 규준기반) 교육과정은 실생활
상황을 그 학습소재로 한다(Senk & Thompson, 2003).
또한, Burns와 동료연구자들도 실생활소재를 중심으로
한 수학 수업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Burns & Wickett,
2001; Wickett, Ohania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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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단순히 자신
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 지
식을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현재 교실 공간에 있는 모든 학습자들은 저마다
다른 지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마다 다른
이해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이다(김진호, 2010; Cai,
2003). 그런 점에서 보면 참문제는 다양한 접근이 가능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교사는 이런 학습자의 지적 능력을 인정해야지
만 개혁기반 수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 교사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교사는 학습목표라는 하나의 지식에
초점을 둔 수업을 하게 되고 학습자들의 사고의 다양
성은 존중받지 못하게 된다(Kamii, 1994). 한편, 대부분
의 교사들은 이런 문제로 진행되는 수업 관행에 익숙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수업 관행에 익숙해
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사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관
행 중에 두 가지를 꼽는다면, 하나는 주어진 수학교과
서의 계열에 따라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들의 이해 정도에 따라서 수업자료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학적 의사소통이 활발한 교실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런 관행에 익숙해 질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워크샵이나 각종 연수를 받는
것 보다 수학 학습 상황에서 수학적 아이디어를 분석
하고 연결성을 발견하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Ball, 1993; Bransford, Brown, & Cocking, 2000).
수학적 문제해결이란 주제는 끊임없이 새로운 연구
주제가 생겨난다는 점에서 수학교육 분야에서 마르지
않는 샘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이 연구가 미래
의 연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해 본다.
2. 우리나라에서의 수학적 문제해결 연구 동향
우리나라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갖고 있는 국가
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수학적 문제해결에 대해
언급하면서 수학과교육과정 및 (초등)수학교과서를 언
급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수학과교육과정에서
수학적 문제해결이 주요 목표로 제시되는 것은 제4차
수학과교육과정으로, 시기적으로 보아 미국에서 수학
적 문제해결이 강조되던 시기와 거의 같은 시기임을
알 수 있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교육과정 개정과 동시에 2학년에서 6학년

초등수학교과서에 “여러가지문제” 단원을 구성할 수
있었던 반면에, 국가 교육과정이 없는 미국에서는
NSF의 지원을 받아 개발된 개혁 수학교과서들이 제작
되면서 비로서 문제해결이 수학교과서에 반영되기 시
작하였다. (Schoenfeld, 2007) 1970년대 및 1980년대 초
반에 수학적 문제해결과 관련된 연구물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문 연구자 또한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이런 과감한 시도는 획기적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
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학습자의 문제해결력을 신장
시키기 위한 문제의 게재에 불과하다(백석윤, 1993).
수학적 문제해결을 수학교육과정에 반영하려는 근본적
인 철학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당시의 일부 수학교육관
련 종사자들은 “기존의 수학교육이 바로 문제해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는 주장
을 내세우며(백석윤, 1993), 수학적 문제해결을 마치
“문제풀기” 또는 “문장제의 풀이”로 오해하고, 이런 경
향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박교식,
1996; 정인수, 2003).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시작한 교육과정상의 수
학적 문제해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진들이 다
양한 연구들을 진행하였다(강옥기, 정은실, 박교식, 강
문봉, 1989; 강옥기, 신성균, 강완, 류희찬, 정은실, 박교
식, 우정호, 1985; 성인서, 1987; 신성균, 강문봉, 황혜
정, 1993; 양인환, 1991).
수학적 문제해결의 강조는 제5차 및 제6차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지도내용면에서 문제
해결 전략이나 내용, 방법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문제해결 교육에 적극성을 띈다. 교육과정상에서는 수
업 방법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
등수학교과서는 학습자들에게 문제해결전략을 지도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단원을 활용한다. Kim(2002)
이 지적하였듯이, 한 단원에 한 두 전략을 독립적으로
배정하는 방식보다는 다양한 전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배정하는 방식이 채택해야하지 않았나 싶다. 그러나
실제 교실수업에서는 창의적인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교육이 강조되지 않고 있었다(조경원, 김경자,
노선숙, 2000).
이후, 제7차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문제해결전략
중심의 수학적 문제해결에서 벗어나 문제해결을 통하
여 교수·학습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문제해결이
마치 독립된 내용지식인양 다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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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반성의 결과이었다. 이런 시도는 수학의 내용을 문
제해결방식을 통하여 문제해결의 정신에 입각한 방식
으로 교수·학습하고자 하는 것이다(교육부, 1997). 이는
수학적 문제해결에 있어서 그 강조점의 변화라는 점에
서 매우 주목받아야 한다. 이런 강조점의 변화는, 앞
절에서도 진술하였듯이, 세계적인 변화와 같이 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도이다. 하지만, 이런 교육과정에서
의 강조는 다시 한 번 수학교과서에는 반영되지 못한
다. 제7차 수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수학교과서는
여전히 문제해결전략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박교식, 2001; 방정숙, 김상화, 2006). 이런 점은
다른 영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수학과교육과정과 수
학교과서 사이의 괴리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김진락, 1992; 소경희, 2000; 이부다, 김진호, 2010). 더
심각한 괴리 문제는 교육과정내에서 발생하는 괴리이
다. 제7차 수학과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이처럼 문제해
결을 통한 수학 학습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문제해결전략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고자 한다고
진술하고,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 진술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문제해결 과정(문제의
이해 → 해결계획 수립 → 계획 실행 → 반성)에서 구체적
인 해결 전략(그림 그리기, 예상과 확인, 표 만들기, 규칙성
찾기, 단순화 하기, 식 세우기, 거꾸로 풀기, 논리적 추론,
반례 들기 등)을 적절히 사용하며, 문제해결의 결과뿐만 아
니라 해결과정과 그 방법도 중시하도록 한다. (p. 13)

문제해결전략 지도로서의 수학적 문제해결이 아닌
문제해결을 통한 수학 학습으로서의 수학적 문제해결
로의 패러다임적 전환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최소한 2007 개정교육과
정에서는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7).
수학적 문제해결력 신장은 ...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지속적
으로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교육목표에서 뿐만 아니라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에 걸
쳐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p. 40)

개정교육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선언한 위와 같은 진
술이 반영된 수학교과서의 제작 및 이를 반영한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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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새로운 연구대상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문제해
결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 본 결과로부터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수학적 문제
해결과 관련된 교육과정의 진술은 세계적인 동향과 그
맥락을 거의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실
천하기 위한 수업자료인 수학교과서에는 제대로 반영
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싶다. 앞으로는 이런 괴리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제, 우리나라의 수학교육에서 문제해결에 대한 연
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자. 문제해결에 대한
연구는 주로 1980년대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는
데 1990년대 초반까지 그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백석윤, 1993). 첫째, 수학교육에 문제해결의
소개를 겸한 기초 이론적 정리, 둘째, 수학적 문제해결
력에 대한 분석, 셋째, 문제해결의 지도-학습 방법에
대한 고찰, 넷째, 문제해결 결과의 평가 방법에 대한
고찰, 다섯째, 문제해결 교육을 위한 문제의 탐색 및
개발 등이며, 이 중에 문제해결 학습-지도를 위한 방
법의 모색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주제들을 바탕
으로, 국내에서 1980∼1995년에 78편, 1996∼2000년에
89편의 문제해결력에 관한 연구가 수행 되었다(방승진,
이상원, 황동주, 2002).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수학교육과
관련한 주된 학회지에 실린 논문 중(박교식, 2005 참
조) 문제해결과 관련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웹이나 공학을 활용한 문제해결, 수학적 의사소
통과 문제해결과의 관계, 문제중심 수업 또는 이와 관
련된 학습자료 개발, 문제해결 과정에서의 메타인지적
활동 또는 직관과 논리의 역할, 문제 만들기 활동과
문제해결력과의 관계, 문제해결 과정에서 학생들이 사
용하는 전략 분석 또는 학생들이 경험하는 오류나 사
고과정 분석, 수학적 문제해결력과 관련된 정의적 요
소 분석, 교사의 문제해결 지도에 관한 접근 방식에
따라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등 다른 관련된 구성 요소
와 연계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
다(방정숙, 김상화, 2006).
한편, 황치홍(2001)은 1980년대부터 2000년까지의
국내 문제해결 관련 연구―국내 석박사 학위논문, 학
회지 논문 등―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 및 그
동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문제해결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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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도, 문제해결 교수, 문제해결 전략 등에 대한 연구
가 주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특히 문제해결 학습지도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면서도, 컴퓨터와
문제해결이라는 주제가 새로운 주제로 활발하게 연구
되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해결과 평가, 문제해결과 태
도 등 일부 주제들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상태라서 이
주제에 대한 연구들이 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의 문제해결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의 문제해결 연구 동향과 큰 차이점이 있다. 미국
의 연구 동향은 문제해결내의 특정한 주제에서 다른
특정한 주제로 변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특정한 주제에 따른 흐름이 있는 것이 아
니라 처음부터 폭넓게 문제해결내의 여러 분야가 동시
에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초기
에 문제해결과 문제의 정의, Polya의 이론에 관한 연
구 등 문제해결 이론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 집중적으
로 연구가 이루어졌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방법
추세 외삽법(Trend Extrapolation), 추세 영향 분석
(Trend Impact Analysis), 교차 영향 분석(Cross Impact Analysis), 델파이기법(Delphi Technique) 등 다
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미래예측을 할 수 있다(Phi
Delta Kappa, 1984) 이런 기법들 중 델파이기법은 추
정하려는 문제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을 때는 “두
사람의 의견이 한 사람의 의견보다 정확하다.”는 계량
적 객관의 원리와 “다수의 판단이 소수의 판단보다 정
확하다.”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에 논리적 근거를
두고 있다(이종성, 2006). 델파이기법은 예측하려는 문
제에 관하여 전문가들의 견해를 유도하고 종합하여 집
단적 판단으로 정리하는 일련의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델파이 과정은 이론적으로는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
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하지만(Hsu & Sandford,
2007), 대부분의 경우에 3～4회에 걸친 질문으로 충분
하다(이종성, 2006; Ludwig, 1997; Custer, Scarcella &
Stewart, 1999). 4회에 걸친 델파이 과정의 절차는 다

음과 같다. (보다 자세한 과정은 Hsu & Sandford,
2007; Yousuf, 2007 참조)
제1회: 추정하거나 해결하려는 문제에 해당하는 분
야의 전문가 또는 이해집단 구성원을 선정하여(패널이
라고 함) 이들로 하여금 상호접촉하지 않고 연구문제
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여 일련의 판단
을 수집한다.
제2회: 1회 개방형 설문으로 수집한 비체계적인 개
방형 응답들을 편집하여 구조화된 폐쇄형 질문들을 만
들어 다시 패널들로 하여금 질문의 각 항목내용의 중
요성, 희망, 가능성 등에 대하여 동의하는 강도(보통
likert형 청도)를 평정하도록 한다.
제3회: 2회에서 회수한 패널들의 반응에 대하여 집
중 경향과 변산도(중앙값과 사분점간 범위: 사분범위라
고도 함 또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다. 3회 설문
의 각 패널들에게 각 질문의 집중 경향과 변산도 측정
값(통계적 집단 반응)과 패널 본인의 제2회 반응을 피
드백하여 질문에 대한 반응을 재고하고 수정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한다. 제3회 질문의 각 설문에 대한 반
응란에는 동의의 강도뿐만 아니라 다수의 의견으로부
터 벗어난 반응을 할 때에는 다수의 의견과 달리하는
이유를 적을 수 있는 란을 포함한다.
제4회: 제3회에서 회수한 패널들의 반응에 대하여
집중경향과 변산도를 다시 산출하고 다수 의견으로부
터 벗어난 소수의견을 수합한 보고서와 함께 질문을
반복한다. 패널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할 때까지
몇 차례 질문을 반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과 여러 가지 제약에 의해 3회
에 걸쳐서 델파이 과정을 시행하였다.
2. 연구 대상
델파이기법에서 연구 대상의 선정은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생산된 연구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델파이
기법에 관한 문헌에서, 연구 대상을 선정하는 준거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Kaplan, 1971).
델파이 연구 대상의 선정은 수행 중인 연구 주제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의 정도에 의존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1회 델파이 과정을 위해서 문제해
결과 관련한 책을 저술하거나 학술지에 문제해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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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을 다수 게재하거나 문제해결과 관련한 프로젝트
에 참여한 7명의 초등수학교육자를 선정하였다. 그러
고 나서, 제2회 델파이 과정에 참여할 전문가는 초등
수학교육자(교육대학교수), 초등수학교육 박사학위자,
초등수학교육 박사과정생으로 총 67명을 선정하였다.
이메일을 통한 설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들의 이메일
을 각 교육대학교 홈페이지, 대한수학교육학회 및 한
국수학교육학회 인명록, 한국교원대학교 동문회 명부
를 통해서 이들의 이메일 주소를 확보하였다. 확보한
이메일이 변경되어 설문에 참여하지 못한 연구자를 제
외하고 7인의 패널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67명이 참
여하게 되었다. 2회 델파이 설문에 실제적으로 참여한
전문가는 총 41명이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제3회 델파
이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 중 제3회 델파이 설문에 응
답한 전문가는 총 38명이었다.
3. 연구 절차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제1회 델파이 과정을 위해서
7인의 패널을 선정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제1차 델파
이 설문을 실시하였다. (<부록 1> 참고) 각 패널은 연
구진이 제시한 개방형 질문(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문제
해결 중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주제를 적어주세
요.)에 대해서 4～6개의 반응을 하였다.
연구진은 이들의 반응을 정리하고 주제별로 분류하
여 세부 문항까지 총 23개의 설문 문항으로 제2회 델
파이 과정을 위한 2차 델파이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이 23개의 문항은 문제해결에서 예비교사교육과 교사
교육과 관련한 문항 5개(문항 1.(1)에서 문항 3), 문제
와 관련한 문항 7개(문항 4에서 문항 10), 학생관련 문
항 5개(문항 11에서 문항 15), 문제해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에 관련된 문항 6개(문항 16에서 문항 21)로
구성되어있다.(<부록 2> 참고)
<표 1> 각 주제에 관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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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초등수학교육 박사과정생 20명, 총 67명을 대상으
로 제2회 설문을 실시하였다. 실시 방법은 전체 대상
자에게 전자메일을 사용하여 설문지를 보내고 답메일
을 받았다. 1차로 전체 전자메일을 2월 22일에 보내어
응답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개별 메일을 보내거나
직접 설문을 하거나 전화를 통하여 응답하도록 요구하
였다. 2차 설문에 응하지 않은 설문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에 반응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2
월 22일부터 4월 8일까지 제2회 설문의 응답자는 초등
수학교육자 20명, 초등수학교육 박사학위자 5명, 초등
수학교육 박사과정생 16명으로 총 41명이다. 그래서 2
회 설문의 응답률은 61.19%이다. 2회 설문지의 응답에
관하여 사분점간 범위를 구하였다.
그러고 나서, 제3회 설문을 제2회 설문에 응답한 설
문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제3회 설문은 각 설문
자가 응답한 내용과 전체 응답자가 응답한 결과를 비
교하여 다른 경우에 자신의 응답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델파이 방법에서 이런 과정은 합의를
위한 과정으로 생략해서는 안 되는 과정이다. 제3회
설문 또한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5월 12일부터 28일까
지 실시되었다. 제2회 설문과 마찬가지로 응답이 없는
경우는 직접설문, 전화 설문, 전자메일을 이용해 재차
삼차에 걸쳐 설문에 응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연구
대상자 중 개인 사항으로 인하여 빠진 3명을 제외하고
38명이 응답하여, 응답률 92.68%이다.
2회 응답반응과 3회 응답반응을 비교분석하여 2회
응답보다 3회 응답에서 의견이 좀 더 수렴되었는지,
어느 문항이 변화가능성이 큰지, 작은지 등을 분석하
였으며, 연구대상을 전문연구가인 교수 집단(이하 전문
연구 집단)과 초보연구가인 박사 및 박사과정생 집단
(이하 초보연구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4. 자료분석 방법

1) 합의와 수렴에 대한 분석 방법
설문지의 각 항목의 변화가능성과 희망에 관한 설
문 참여자의 합의는 표준편차로, 두 집단 간의 합의(희
망)는 일원분산분석(F-prob)으로 분석하였다. 델파이
절차를 적용한 목적의 하나는 횟수를 거듭함에 따라
설문 참여자들의 응답이 수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
초등수학교육자 35명, 초등수학교육 박사학위자 12 이다. 제2회와 제3회의 각 항목에 대한 응답의 표준편
문제해결에서의 주제
예비교사교육과 교사교육
문제
학생
문제해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

문항
1.(1) ∼ 3
4 ∼ 10
11 ∼ 15
16 ∼ 21

김 진 호․김 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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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비교하고, 수렴에 대한 분석은 3회 결과를 바탕 집단과 초보연구자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의 의견을
으로 하였다.
비교하였다.
2) 변화가능성과 희망
제1차 델파이 설문으로 얻은 23개 주제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그 주제가 앞으로 연구되어야할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의견을 나타낸 것을 변화가능성이라고 보
았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그
주제가 앞으로 연구되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나타낸
것을 희망이라고 보았다. 이는 모두 5점척도
(Likert-type의 응답척도)로 제시하게 하였다.
변화가능성의 정도는 Likert-type의 응답척도를 퍼
센트로 전환하기 위하여 다음 선형 공식을 적용하여
퍼센트로 환산하였고, 그 환산값은 <표 2>와 같다.
(이종성, 2006)

1. 합의와 수렴
델파이기법 중 반복해서 같은 문항으로 여러 번 설
문 조사를 하는 이유는 응답자들의 반응들의 합의와
수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본 연구에서, 3회
설문의 합의 정도는 변화가능성에서 전척도대비
11.83%에서 20.30%까지 나타났으며, 희망에 대한 합의
는 10.46%에서 19.69%로 나타났다. 이는 각 문항의 표
준편차 값의 범위를 나타낸다.
연구 대상은 전문연구자 집단과 초보연구자 집단으
로 구성되어있다. 이 두 집단 간의 합의도 이루어졌는
지도 살펴보았다. 변화가능성에서는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의 응답 중 유의미한 차를 나타내는 문
<표 2> Likert-type척도의 퍼센트 환산값
항은 존재하지 않았다. 희망에서는 t-검정을 실시한 결
Likert-type 척도
%
과 두 집단의 응답 중 유의미한 차를 나타내는 문항은
1
96.00
총 7개가 존재했다. 문항 8, 9는 문제와 관련된 문항이
2
73.25
고, 문항 13, 14, 15는 학생과 관련된 문항이며, 문항
3
50.50
4
27.75
17, 18은 문제해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한
5
5.00
Y=-22.75+118.5 (단, X: Likert-type 척도상의 응답, Y: %) 문항이다.
<표 4> 집단간 유의미한 차를 나타낸 항목
이와 같이 퍼센트로 환산된 변화가능성 확률은 다
문항 집단 인원 평균 표준편차 t
p
시 정상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변화가능성 정도를
교사
18
85.89
14.01
8 교수 20 70.98 20.75 2.567 0.015
<표 3>과 같이 분류하였다(이종성, 2006). 희망가능성
도 같은 척도를 사용하였다.
9 교사 18 80.83 11.04 2.340 0.025
<표 3> 변화가능성 확률에 따른 변화가능성 정도

변화가능성 확률(%)
67이상
51∼66
50이하

IV. 연구 결과

변화가능성 정도
높다
있다
낮다

13
14
15
17
18

교수
교사
교수
교사
교수
교사
교수
교사
교수
교사
교수

20
18
20
18
20
18
20
18
20
18
20

69.84
75.78
55.05
83.36
72.11
84.63
70.98
88.42
75.53
90.94
75.53

16.95
13.26
18.96
14.01
17.27
17.88
19.39
11.04
19.39
9.73
19.39

3.862
2.189
2.248
2.480
3.044

0.000
0.035
0.031
0.018
0.004
p<0.05

선정된 67명의 설문대상자 중 이들의 여러 가지 사
정으로 인하여, 제2회 설문에는 41명, 제3회 설문에는 결론적으로, 변화가능성에 대한 교사와 교수의 응답
38명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었다. 이 전문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를 나타낸 것이 존재하지
가들의 제2회 응답과 제3회 응답을 비교하고, 어떤 주 않으므로, 모두의 합의를 이끌었다고 말할 수 있다. 희
제를 중요시하는지 살펴보고, 전문가들을 전문연구자 망에서만 23문항 중 7개의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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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었다. 16개의 문항에서는 전문연구자 집단과 초보
연구자 집단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전제적으로, 각 문항에 대해 다양하게 반응이 나온
것은 아니다. 3회 설문에서는 50%이하의 %가 한 문항
도 없었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각 문항이 추후 연구될
필요가 있는 주제들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사과정의 교사 몇 명과 인터뷰해 본 결과, 그
들은 제1회에서 전문가들이 주제를 잘 선정해서인지
모두 변화되어야 하거나 희망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
다. (<표 8>, <표 10> 참고)이는 제1회에서 전문가 패
널이 미래의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주제를 잘 선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변화가능성과 희망
3회에 걸친 델파이 설문을 통하여 변화가능성과 변
화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인 희망을 분리하도록 노력
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제2회와 제3회의 변화
가능성, 제2회와 제3회의 희망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
여 보았다. 이를 위하여 <표 5>를 살펴보면, 제2회 설
문 및 제3회 설문의 변화가능성의 평균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 따라서, 제4회 설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전문가들 간에 의견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희망에 대한 수치도 마찬가지이다.
<표 5> 각 부분의 평균과 표준편차

2회 변화가능성
3회 변화가능성
2회 희망
3회 희망
합계

문항
23
23
23
23
92

평균
62.84
62.82
77.57
78.38
70.40

표준편차
5.37
6.03
6.43
6.69
9.73

제2회와 제3회의 변화가능성을 한 집단으로 두고,
제2회와 제3회의 희망을 한 집단으로 구성하여, 전문
가 집단이 변화가능성과 희망을 따로 분리하여 생각하
여 델파이 설문에 응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표 6>
참고). 집단간 비교를 위한 F값 46.544에 대한 유의확
률은 0.000으로, p<0.05가 성립한다. 따라서 변화가능
성과 희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이러
한 경우 네 개의 영역 사이의 차이가 있는 지 검증을
위해 사후비교(Post Hoc Tests)를 추가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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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각 부분에 따른 분산분석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5281.251 3 1760.417 46.544 0.000
집단-내 3328.388 88 37.823
합계 8609.639 91
p<0.05

그리하여, 제2회와 제3회의 변화가능성과 희망이 분
리되어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것을 세분화하여 살펴보
면(<표 7> 참고), 제2회와 제3회 변화가능성의 차이와
제2회와 제3회의 희망에 대한 차이는 유의확률 p<0.05
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즉, 제2회의 변화가능성과 제3회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제2
회의 희망과 제3회의 희망에 대한 의견에도 차이가 없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가 제4회의 델파이 설
문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이다. 제2회의 변화가능성과
희망, 제3회의 변화가능성과 희망, 제2회의 변화가능성
과 제3회의 희망, 제3회의 변화가능성과 제2회의 희망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문가들이 변화가능성과 희망을 분리하여
생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7> 모든 통계치의 순위 상관계수

제2회 변화 제3회 변화 제2회 제3회
가능성 가능성 희망 희망
제2회 변화
1.000 0.000 0.000
가능성
제3회 변화
0.000 0.000
가능성
제2회 희망
0.978
제3회 희망
p<0.05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제3회의 변화가능성과
희망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1) 변화가능성
변화가능성에서 각 문항의 변화가능성의 정도는
아래 <표 8>와 같다. 변화가능성이 낮은 문항은 하나
도 없었고, 변화가능성이 높은 문항은 5개 문항이며,
나머지 문항은 모두 변화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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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각 문항의 변화가능성의 정도

변화가능성 정도
높다
있다
낮다

문항
1.(1), 1.(2), 2, 3, 4
1.(3), 5∼21
없음

변화가능성에서 평균가능성이 가장 높은 문항을 순
서대로 정리하면 <표 9>과 같다. 문제 3은 문제해결을
통한 수학학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반드시 학
습자의 현재의 이해를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해 가야
한다는 점과 유감스럽게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
을 통해서는 이 주제를 성취해 낼 수 없음을 전문가들
이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문
항 1.(1)은 수학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지식(MKT:
Mathematical knowledge for Teaching)에 대한 연구
가 활발한 가운데 이 중 한 분야로 문제해결을 지도하
는데 필요한 수학지식(MKPS: Mathematical knowledge for problem solving)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항 1.(2)와 문항 2는 예
비교사 교육에서 여전히 폴리아의 문제해결 4단계 중
심의 문제해결 교수법과 교사들 사이에서 문제해결과
문제풀기를 혼돈하고 있음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항 4는 문제에 관한
문항이다. 문제해결을 통한 교육의 시작은 좋은 문제
로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이런 인식은 시
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제7차 교육과정
이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 교육과정이 개정되었고 현재
도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여
전히 전문가들이 이런 인식은 초등수학교과서에 제시
된 문제들이 문제해결을 통한 수학학습에 적합하지 못
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앞서 진술하였듯이, 문제해결을 통한 수학학습에서는
개방형 문제를 통한 수학학습을 위해서 개방형 문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는데 반해, 현재의 초등수학교과서
의 접근은 학습한 내용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해서 개
방형 문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예비초등교사와 초등교사 교육이 앞으로
더 많이 연구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높은 변화가능성을 보인 항목

문항
3
1.(1)
1.(2)
2
4

평균가능성
문항 내용
(%)
예비초등교사/초등교사의 학생들
의 문제해결 과정에 대한 이해 증 73.85
진
예비초등교사/초등교사의 문제해
결이나 문제해결 교육에 대한 70.26
PCK
예비초등교사/초등교사의 문제해
결이나 문제해결 교육에 대한 인 69.66
식
문제해결 교수법(교사교육관련)
69.66
좋은 문제 개발
68.46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제2회 및 제3회 설문에 참여
한 전문가들은 모든 문항에 대해서 변화가능성이 있다
고 판단하였다.

2) 희망
희망에서 각 문항의 평균희망지수의 정도는 다음
<표 10>과 같다. 연구를 희망하지 않는 문항은 하나도
없었고, 1개의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이 모두 높은
희망지수를 나타내었다. 이 한 개의 문항은 ‘학년 또는
학년군별 문제해결능력의 세분화’에 관한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한다는 문항 13으로, 64.87%의 희망지수를 나
타내었다.
<표 10> 각 문항의 희망의 정도

희망 정도
높다
있다
낮다

문항
1.(1)∼12, 14∼21
13
없음

희망에서 평균희망지수가 높은 항목을 정리해보면
<표 11>과 같다. 변화가능성과 순위가 다르기는 하지
만 변화가능성과 마찬가지로 문항 4를 제외하고, 다른
문항들은 예비초등교사와 초등교사 교육에 관한 것이
다. 이로 미루어, 전문가들은 앞으로 변화도 가능하지
만 무엇보다 전문가들이 예비초등교사와 초등교사 교
육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희망이 크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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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음을 밝혀둔다.
또한, 본 연구는 국내의 초등수학교육자들만을 대상
평균희망
문항
문항 내용
지수(%) 으로 하였기 때문에, 국외의 (초등)수학교육자들을 대
문제해결이 89.41 상으로 같은 연구를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 외국에서
1(1) 예비초등교사/초등교사의
나 문제해결 교육에 대한 PCK
최근 들어서, 문제해결과 모델링 같은 새로운 연구
문제해결이 89.41 는
1(2) 예비초등교사/초등교사의
주제가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반면에, 국내에서는
나 문제해결 교육에 대한 인식
2 문제해결 교수법(교사교육관련)
85.82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우리나라에서
4 좋은 문제 개발
85.82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한 연구주제들에 선호가 있을 수
예비초등교사/초등교사의
문제해결이
1(3) 나 문제해결 교육에 대한 수업분석 84.63 있다.
본 연구에서 제1회 델파이 설문에서 전문가들에 의
학생들의 84.63
3 예비초등교사/초등교사의
문제해결 과정에 대한 이해 증진
해서 생성된 연구주제들이 모든 연구자들에게 의해 재
조명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또한, 이들 연구결과들이
수학교육의 실제 및 실행에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
V. 맺음말
<표 11> 높은 희망을 보인 항목

본 연구는 수학교육학 분야의 주요 연구 관심사인
문제해결 분야에서의 미래에도 연구되어야 할 연구 영
역이 무엇인지를 알아 본 연구로, 이를 알아보기 위해
서 전문가들의 견해에 대한 합의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델파이 기법을 사용하였다. 앞 절에서 논의들이 반드
시 미래에 연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
는다. 다만, 초등수학교육 전문가들은 이런 견해를 가
지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델파이 제1회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23개 문항에
대해서 제2회와 제3회에 보인 모두 전문가들의 반응이
단 한 문항에 대해서도 “변화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희망하지 않는다”고 한 반응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
문제해결과 관련해서 연구해야 할 주제들이 많음을 입
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 문제해결이 수
학교육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분야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이 선정한 문제해결
에 관련된 주제의 변화가능성 및 희망에 대해서 높은
가능성을 보인 문항들이 모두 예비초등교사 교육과 초
등교사 교육과 관련된 문항이었던 점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도 진술하였듯이, 델파이방법에서는 제1회 설문
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
하면, 제2회 및 제3회 델파이 설문은 이들이 생성해
낸 설문 문항에 대한 변화가능서과 희망 정도를 점검
해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진이 선정한 제
1회 델파이 설문 전문가가 아닌 다른 전문가를 선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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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ematical problem solving have placed as one of the important research topics which
many researcher have been interested in from 1980's until now. A variety of topics have been
researched: Characteries of problem; Processes of how learners to solve them and their
metaoognition; Teaching and learning practices. Recently, the topics have been shifted to
mathematical learning through problem solving and the connection of problem solving and
modeling. In the field of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where researcher have continuously been
interested in, future research topics in this domain are investigated using delphi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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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델파이 제1회 설문지
문제해결에서 중요한 주제: 델파이 제1회 설문

*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문제해결 중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주제를 적어주세요.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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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델파이 제2회 설문지(델파이 제3회 설문지도 동일)
문제해결에서 중요한 주제 : 델파이 제2회 설문
*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해당 부분에 √ 표시하세요.

변화가능성
희망 척도변화에 대한
본 응답척도에는
변화에 척도
대한 동의 여하에 본 응답 척도에는
관계없이 변화가 가능한 정도를 추정 표시하여 주관적인 희망을 표시하여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가능성
바랍니다.
거의 확실 대단히 가능성이 이 거의 꼭
하다 가능 있다 희박하 불가능하 필요하 바람직 보통 바람직
유해
주제
(96% 하다 (36~65%) 다 다 (5% 다 하다 이다 하지
않다 하다
이상) (68~95%)
이하)
(6~35%)
P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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