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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수학영재와 일반학생의 패턴의 유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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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수학영재와 일반학생들의 대수에서의 패턴 일반화 방법은 

어떠한지 알아보고, 패턴을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조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수학영재 78명과 일반학생 78명을 대상으로 증가패

턴인 , , , , ,  형태의 6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검사지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두 집단 모두  유형에서 상징적 일반

화를 가장 잘 하였고,  유형은 상징적 일반화를 한 학생이 가장 적었다. 또 시각

적인 패턴으로 도형이 등장하는 경우 도형 하나하나가 개수로서의 의미라면 문제를 

이해하는 데 큰 혼란이 없지만, 도형의 변이나 둘레 등 구성 요소의 의미를 파악해

야 하는 문제라면 혼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의 유형

에서는 처리 기술의 오류가 초등수학영재(10.9%)와 일반학생(17.1%)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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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수학은 패턴의 과학이라고 할 정도로 수학교

육에서 패턴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 말이 

내포하는 바는 오늘날의 수학은 산술이나 기하

만이 아니라 패턴에 관한 열린 탐구임을 의미하

는 것이다. 이 세계는 패턴, 즉 규칙으로 가득 

차 있다. 크게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규칙

에서 빅뱅 이후 우주가 팽창하는 규칙까지, 작게

는 한옥집의 추녀가 그리는 선과 청자의 우아한 

곡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무수한 규칙 속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며 그리는 삶의 

경로 또한 하나의 규칙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

들을 발견해 가는 가운데, 또한 수학이 그 규칙

들의 본질을 파헤치는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Stewart, 1995). 여러 가지 패턴을 사용하여 

수학을 학습하는 궁극적인 목적 중의 하나는 결

국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규칙을 찾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전

략이며, 수의 규칙성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은 

함수의 개념 이해와 대수 지도에 있어 기본적인 

것이다. 규칙성의 연구는 초등학교 아동에게 동

기를 유발하고, 사고력을 기르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규칙성은 모든 학년에서 모든 

수학 수업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

서 제7차 수학과 교육과정 이후 2009 개정 수학

과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각 학년에서 규칙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수학적 활동을 요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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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규칙성 영

역에서 □, △ 등을 이용한 식 만들기, 규칙 찾

기, 규칙과 대응, 정비례와 반비례등 대수와 관

련된 내용을 초등학교에서 다루고 있다(교육과

학기술부, 2011).

NCTM(2000)에서도 여러 내용 영역 중 대수 

규준을 제시하여 대수적 사고의 발달을 위해 다

양한 활동을 제안하고 있는데, 특히 3～5학년의 

대수 규준에서는 ‘특정한 상황에서 성립한 내용

을 일반화하여 설명하기’, ‘학생이 직접 발명한 

표기법, 표준 기호, 변수를 사용하여 규칙성을 

기술하고, 일반화하고, 상황을 술명하기’ 등 일반

화의 사고에 대해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IC 교과서에서도 대수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MIC 교과서의 대수 과정에서 가장 흥미

로운 점은 기호나 문자의 도입이 학생들의 필요

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MIC

교과서에서 대수 도입 상황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패턴 탐구 활동이다. 곧 그들은 

패턴을 이러한 대수 학습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

으며, 이러한 패턴이 일반화의 사고를 통해 변

수, 대수식, 방정식 등의 형식적인 대수 학습으

로 전개될 수 있음을 일련의 교과서를 통해 보

여주고 있다(전주희, 2005).

이와 같이 국내외 수학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에서는 패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기호

와 식을 활용하여 패턴을 일반화하는 활동의 경

험을 통해 대수적 사고를 계발시키고자 함을 강

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수를 지도하고자 할 때 

패턴을 일반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강현영

(2007), 김남균․김은숙(2009), 김성준(2003), 김은

숙(2009), 이명기․나귀수(2012), 전주희(2005), 정

홍춘(2008), 최수미․정영옥(2010), Lannin(2005),

Lee(1996), Mulligan & Mitchelmore(2009) 등의 연

구를 들 수 있고, 수학영재와 관련한 연구로는 

최병훈․방정숙(2012), 송상헌․임재훈․정영옥․

권석일․김지원(2007)의 연구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 선행연구들은 주로 초․중등 일반학

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으로 패턴의 일반화가 

대수적 사고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내용들

이었다. 그러나 패턴의 유형에 따라 초등수학영

재와 일반학생의 일반화 능력에 어떤 차이를 보

이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증가패턴의 유형에 따라 초등

수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일반화 방법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초등수학영재와 

일반학생이 패턴을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

는 오류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여 초등

수학영재 담당 교사들과 일반 교사들이 대수를 

지도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시사점을 제공

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패턴의 일반화

가. 패턴의 유형

패턴은 대수를 포함한 수학의 여러 분야에서 

강조되는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오늘날 이러한 

패턴의 중요성은 무엇보다 대수 교육과정을 개

선하기 위해 강조되고 있다(김성준, 2003). 패턴

에는 수의 열 또는 표에서 규칙을 찾는 패턴, 그

림으로 표현되는 맥락 안에서 규칙을 찾는 패턴,

계산 절차에서의 패턴, 1차식이나 2차식으로 표

현되는 패턴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특히 그

림으로 표현되는 맥락에서 규칙을 찾는 시각적

인 패턴은 점으로 된 패턴, 타일 패턴, 성냥개비 

패턴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강현영, 2007).

우리나라의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주로 시각

적 패턴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론적으로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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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내용
다음 단계 이행에서의

어려움

1단계 시작하는 단계

적용, 탐구, 정당화해야 할 패턴을 발견할 수 있

도록 몇 개의 수들로 이루어진 예나 기하적 형

태를 보여주는 단계

주어진 패턴에서 그 패

턴이 의도하고 있는 내

용을 파악하는 것(인지

수준의 어려움)

2단계
일반화를 형성하는

단계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직관적으로 일반적인

패턴을 찾는 단계

(추가적인 예를 만들기/큰 수가 포함된 예제 풀

기/거꾸로 과제 해결하기)

언어 형태로 명확히 인

식하고 표현하는 것(언어

화 수준의 어려움)

3단계
일반화를 명확하게

하는 단계

일반적인 규칙을 찾아 언어 또는 기호로 기술하

는 단계 언어화된 패턴을 기호

등을 이용하여 대수적으

로 표현하는 것(기호화

수준의 어려움)4단계 정당화의 단계 찾아낸 규칙에 대해 항상 참임을 증명하는 단계

<표 Ⅱ-1> 패턴의 일반화 단계

등학교 수업에서 시각적 증가패턴은 수 패턴에 

대한 시각적 표상이며, 변수 개념을 비형식적으

로 도입하는데 활용될 수 있고, 등식을 일반화하

는 데 활용가능하다(최신애, 2000; 교육과학기술

부, 2011).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도 시

각적 증가패턴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특히 학생

들은 , 와 같이 좀 더 복잡한 식으

로 표현되는 패턴에서 규칙을 찾는 것을 어려워

한다고 한다(강현영,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오는 패턴은 시각적 패턴으로 제시되며,

, , , , , 로 표현되는 

증가패턴만을 다루기로 한다.

나. 패턴의 일반화 단계

패턴의 일반화는 패턴을 통해 과정을 표현하

는 것이며, 여기서 대상과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다. 특히 변수와 대수식 개념은 본질적으로 패턴

의 일반화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데, 패턴을 일

반화하는 과정은 그 자체가 하나의 대상으로, 이

것은 구체적인 수가 아니라 그것을 대상으로 하

는 일반적인 수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일반적인 수는 변수의 전-개념(pre-concept)으로,

그리고 이러한 일반적인 수들이 연산을 통해 표

현되는 식은 대수식의 전-개념에 해당하는 것이

다. 따라서 패턴의 일반화는 본격적인 대수 학습 

이전이라 하더라도, 패턴을 인식할 수 있는 수준

에서 다루어질 수 있으며, 이것은 이후 대수 학

습에서 대수적 사고를 이끌어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김성준, 2003). Lannin(2005)에 의하면 일

반화는 학생들이 문자나 기호로 표시하고 자신

이 가진 선행지식과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부

분이다. 특히, 이러한 연결성을 이용하여 수학 

활동에서 일반화를 탐구하는데 적절한 소재는 

패턴을 활용하는 것이다. 일반화를 위한 전형적

인 패턴 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규칙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최병훈․방정숙, 2012 재인

용). 학생들은 패턴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일반적

인 규칙을 찾게 되고, 이 과정에서 먼저 일상 언

어로 규칙을 설명한 후 기호나 수식을 이용하여 

일반화를 시도한다(강현영, 2007). 지금까지 패턴

의 일반화에 대한 단계는 여러 학자들이 시도하

여 왔다.

Lannin(2005)은 실험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사

용하는 일반화 전략을 다섯 단계로 분류하였다.

먼저 비명시적과 명시적 단계로 구분한다.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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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Generalization)

단계
산술

(Arithmetic)

대수

(Algebraic)

사실

(Factual)

상황

(Contextual)

상징

(Symbolic)

의미

산술의 영역에 있
음. 패턴의 규칙을
알아냈지만, 차례
대로 모든 단계를
반복적으로 계산하
여 값을 구함.

반복하여 계산하지 않
아도 연속되는 단계의
규칙을 일반화할 수 있
음. 구체적인 상황(단
계)에서 값을 구하고
일반화표현은 안 됨.

일반화를 표현할 때, 문
맥상 일반적인 대상을
‘다음 그림’이나 ‘윗줄’
과 같은 방식으로 언어
적으로 명시할 수 있음.

일반적 대상이나 기능
을 문자와 숫자로 이루
어진 상징을 통해 일반
화를 표현하고 기호를
통해 공식으로 구체화
함.

예시

<문제> 새들은 다음 그림과 같이 V형태를 띄며 날아갑니다. 몇 마리씩 날아가는지 알아봅
시다.

(1) 7단계의 수는
얼마입니까?

☞ 7단계 새의 수
는

‘3+2+2+2+2+2+2=1
5’

그래서 15마리

(2) 20번째 단계의 수는
얼마입니까?

☞ 날개모양을 보니

1단계는 ‘1+2’

2단계는 ‘2+3’

3단계는 ‘3+4’, …

20단계는 ‘20+21’

이므로 41마리

(3) 그보다 더 큰 어떤
단계가 되던 새가 몇
마리인지 알아낼 수 있
습니까?

☞ 양쪽에 각각 그림단
계 수만큼 새가 있으므
로 두 배를 하고 가운
데 한 마리를 더하면
된다.

(4) 이 패턴에서 전체
새의 수를 찾아내는
방법을 기호를 사용하
거나 공식으로 쓰거나
말로 설명해 보시오.

☞ ① 

② 단계+단계+1

③ □×2+1

→문자나 기호를 사용
하여 식의 형태로 표
현함

<표 Ⅱ-2> Radford(2006)의 일반화 단계와 분석 기준

시적 단계로서 그리거나 세기(counting), 순환적

인 관계 인식(recursive) 단계가 있다. 명시적 단

계로서 전체-부분(whole-object), 추측과 확인

(guess and check), 상황적 인식(contextual)단계가 

있다(정홍춘, 2008 재인용).

Friedlander & Hershkowitz(1997), Friedlander &

Tabach(2001)는 대수를 학습하기 이전 단계나 대

수를 시작하는 단계로의 의미 있는 접근을 유발

하는 문제 상황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갖고 대

수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패턴을 일반화하고 정

당화하는 단계까지 <표 Ⅱ-1>과 같은 네 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고, Lee(1996)는 패턴의 일반화 

단계 과정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세 수준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물론 학생의 능력이나 지식 또는 과제의 성격에 

따라 이러한 다양한 단계를 추가하거나 생략하

는 등의 폭넓은 범위의 구조는 가능하다(김성준,

2003; 박은정, 2006; 최병훈․방정숙, 2012 재인

용).

Radford(2006)는 <표 Ⅱ-2>와 같이 학생들이 

패턴의 일반화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다양한 전

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Radford(2006)의 

대수의 일반화 단계 4단계를 참고하여 이명기와 

나귀수(2012)가 <표 Ⅱ-2>와 같이 설정한 분석 

기준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일반화 방법을 분석

하고자 한다. <표 Ⅱ-2>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

로 갈수록 높은 수준의 일반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고, 따라서 상징적 일반화 단계가 가장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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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일반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할 수 있다.

2. 수학적 오류

오류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잘못되어 이치에 

어긋남’, ‘이치에 틀린 인식’, ‘착오’ 등으로 기술

하고 있다. 오류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

렵지만 오류는 학습하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잘

못되어 교정을 필요로 하는 징후이다(류성림,

1993). 학생들이 수학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오류는 단순한 실수에 의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가령 기초적인 사실을 잠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나 부주의로 인하여 다른 연산을 실

행하는 경우, 자릿수를 제대로 찾지 못한 경우 

등이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학

생들이 보이는 대부분의 오류가 단순한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즉 주의력을 가지고 

침착하게 계산한다 해도 알고리즘 자체에 체계

적으로 오류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학생들

이 하는 단순한 실수로 문제를 풀 때 더욱 집중

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도록 지도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이 어떤 체계적인 오류를 가지

고 있다면 오류를 정확하게 교정해주어야 한다.

Brousseau(1986)는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의 특

징을 다음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김송이, 2011

재인용).

첫째, 오류는 종종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에 관

한 오개념의 결과이다.

둘째, 오류는 때로는 교사에 의한 체계적인 지

도 과정의 결과로서 일어난다.

셋째, 오류는 학생들이 결함이 있는 절차를 사

용하고 교사에 의해 잘못 인식된 오 개념을 가

짐으로서 발생하기 쉽다.

넷째, 학생들은 종종 문제해결을 위해 자신의 

독창적이고 비형식적인 방법을 창안하는데 이것

들은 더욱 일반적인 문제 형태의 특별한 경우에 

기초한 귀납적 추론 과정의 결과이며 그런 방법

들이 때로는 심각한 오류를 일으킨다.

김송이(2011)는 중학교 1학년 학생 130명을 대

상으로 ‘문자와 식’ 단원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

지는 문제에서 학생들이 범하는 오류를 분석 연

구하여 오류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김송이(2011)

의 오류 분류에 따르면 이해의 오류(57.8%)가 가

장 높았고 이것은 학생들이 ‘문자와 식’ 단원에

서 기본적인 개념이나 문자식에 대한 정리를 이

해하지 못한 채 논리적으로 부적절한 추론을 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전체 오류의 유형은 

<표 Ⅱ-3>과 같다.

오류의 종류 오류(명) 백분율(%)

이해의 오류 595 57.8

처리 기술의 오류 319 31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오류 90 8.7

애매한 오류 25 2.5

합계 1029 100

<표 Ⅱ-3> 전체 오류의 유형

본 연구에서는 오류 유형을 김송이(2011)의 분

류를 참고하여 이해의 오류, 처리 기술의 오류,

애매한 오류로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초등수학영재 78명(K도 산하 

교육청영재교육원 소속 초등수학영재 6학년 38명,

D시 D대학교 영재교육원 소속 초등수학영재 6학년

40명)과 일반학생 78명(G시 S초등학교 6학년 일반

학생 25명, K시 G초등학교 6학년 일반학생 25명,

D시 D초등학교 6학년 일반학생 28명)의 총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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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초등수학영재는 각 영

재교육원에서 교사의 관찰․추천, 영재창의성 검

사, 심층면접의 과정을 거쳐 영재대상자로 선발

되어 영재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고, 일반학

생은 영재교육대상자는 제외한 학생들이다.

2. 검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도구는 선행 연구(강

현영, 2007; 김은숙, 2009; 이명기, 2011)와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초등 수학 교과서(교육과

학기술부, 2010a, 2010b)를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제작된 검사도구는 수학교육 전문가, 초등수학교

육을 전공한 5명의 초등학교 교사들에 의해 타

당성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의 검사지는 증가패

턴인 , , , , ,  형태의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별 세부 문

항이 5개씩 있다. 6개 문항에 대한 대략적인 정

보는 <표 Ⅲ-1>과 같고, 1번 문항을 예로 들면 

<부록 1>과 같다.

문항 패턴의 유형 식(일반화)

1  

2  

3  

4  

5    

6  

<표 Ⅲ-1> 문항 정보

3. 연구 절차

본 검사를 실시하기 전 연구 대상이 아닌 6학

년 1개 반과 영재학급 1개 반을 대상으로 예비

검사를 실시하여 전체 소요 시간, 문항의 수 및 

이해수준, 검사 실시상의 유의점 등을 확인하였

다. 본 검사는 2012년 7월경에 초등수학영재  6

학년 78명과 6학년 일반학생 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검사 시기는 서로 비슷한 시기에 실

시하되, 담임교사와 영재 담당 교사의 재량에 따

라 적절한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하도록 허용했

다. 단, 검사시간은 한 차시 수업시간인 40분으

로 했고, 시간이 부족하거나 추가 시간을 원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5분만 더 줄 것을 허용했다.

감독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주의 사항도 똑같이 

알려주도록 했다. 먼저, 학생들에게 풀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가급적이면 식이나 그림, 풀이 

과정, 말로 된 설명 등 어떤 것이든 활동지에 쓴 

것은 지우지 않도록 안내했다. 그리고 시험지는 

모두 6면으로 이루어진 것과 검사 시간을 알려

주었다. 그리고 검사 문항 중 세부 (3)번은 그림

을 자세히 그리지 않고 간단히 그려도 좋다는 

것까지만 안내했다. 학생들이 인쇄 상태나 시간

에 대한 질문이 아닌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한다

면 대답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같이 교사들은 

안내자 역할만 하도록 했다.

4. 자료 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Radford(2006)의 대수의 일반화 

단계 4단계를 참고하여 이명기와 나귀수(2012)가 

앞의 <표 Ⅱ-2>와 같이 설정한 분석 기준을 바

탕으로 학생들의 일반화 방법을 분석하고자 한

다. 각 문항별 세부 문항의 구체적인 분석 내용

은 <표 Ⅲ-2>와 같다.

(1)번, (2)번은 학생들이 패턴의 규칙을 알아낼 

수 있는지 판단해 보기 위한 문항이다. 그림의 

모양과 개수를 잘못 그리거나 규칙을 찾지 못하

면 오답으로 간주한다. (3)번은 산술의 영역에서 

대수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묻는 단계이

다. 즉, 일정한 값씩 증가하는 규칙만 찾아내어 

‘큰 수’의 값을 구할 수 있다면 산술적 일반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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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문항 문제

분석 내용

산술적

일반화

사실적

일반화

상황적

일반화

상징적

일반화

(1) 다음 단계를 그리기 ○

(2) 패턴의 규칙 설명하기 ○

(3) 큰 단계의 수 찾기 ○ ○

(4) 큰 단계의 수 찾는 방법 설명하기 ○

(5) 일반화하기 ○

<표 Ⅲ-2> 세부 문항의 분석 내용

분석한다. 반복하여 계산하지 않아도 규칙을 일

반화 하여 ‘큰 수’의 값을 구할 수 있다면 사실

적 일반화로 분석하여 대수적 일반화가 가능한

지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이다. (3)번을 틀리거나 

쓰지 못해도 (1)번의 4, 5, 6단계를 맞게 쓰면 산

술적 일반화까지는 가능하다고 분석한다. 대수적 

일반화 수준까지는 접근하지 못했어도 산술적으

로는 몇 단계 나아갔다고 보기 때문이다. (4)번,

(5)번은 패턴을 일반화하는 데에 있어 문맥상 언

어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상황적 일반화인지 아

니면 기호를 써서 일반화된 식을 유도할 수 있

는 상징적 일반화 단계인지 확인할 수 있는 문

항이다. 일반화 방법은 순차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학

생들은 경우에 따라 상황적 일반화를 생략하고 

상징적 일반화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패

턴을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말로 설명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숫자와 기호로만 설명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이다.

오류의 유형은 연구 대상자들이 검사지에 직

접 기록한 풀이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분류하였다. 이 때,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각 문제의 소 문항 (5)번까지 진술한 학생 

중에서 정답자수와 무응답 자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에 대하여 문제해결 과정에서 생기는 수학

적인 오류만을 가지고만 오류의 유형으로 분류

하였다.

오류의 분석은 국내외의 자료를 참고하여 

Hadar & Zaslavsky(1987)의 6가지 오류모델, 김옥

경(1991)의 오류모델, Holtan & Knifong(1976)의 

오류범주, 김송이(2011)의 4가지 오류모델을 토

대로 다음과 같이 3가지의 오류 유형으로 분류

하였다.

① 이해의 오류: 패턴 문제 해결에 대한 개념,

원리, 법칙 등을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오류를 말하며 논리적으로 부적절한 추론

을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② 처리 기술의 오류: 대수적인 조작과 관련된 

규칙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에 생기는 오류

를 말한다. 식을 세웠으나 규칙을 잘 몰라서 틀

린 경우가 해당된다.

③ 애매한 오류: 위의 두 가지 오류에 분류하

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학생의 풀이 및 답을 해

석하기가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Ⅳ. 결과 분석

1. 학생들의 일반화 방법 비교

Radford(2006)의 일반화 단계를 기준으로 각 

문항별로 초등수학영재와 일반학생들이 어느 단

계까지 일반화가 가능한지 분석했다. 산술적 일

반화보다 대수적 일반화가 고차적이고, 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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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패턴의

유형
집단

산술적

일반화

대수적 일반화

오답사실적

일반화

상황적

일반화

상징적

일반화
전체

1 
MG 1(1.3) 3(3.8) 6(7.7) 68(87.2) 77(98.7) 0(0)

NMG 7(9.0) 12(15.4) 7(9.0) 45(57.6) 64(82.0) 7(9.0)

2 
MG 0(0) 3(3.8) 2(2.6) 72(92.3) 77(98.7) 1(1.3)

NMG 3(3.8) 5(6.4) 5(6.4) 65(83.4) 75((96.2) 0(0)

3 
MG 12(15.4) 1(1.3) 3(3.8) 58(74.4) 62(79.5) 4(5.1)

NMG 35(44.9) 8(10.3) 3(3.8) 32(41.0) 43(55.1) 0(0)

4 
MG 14(17.9) 5(6.4) 1(1.3) 56(71.8) 62(79.5) 2(2.6)

NMG 25(32.1) 5(6.4) 5(6.4) 26(33.3) 36(46.1) 17(21.8)

5  
MG 7(9.0) 4(5.1) 2(2.6) 62(79.5) 68(87.2) 3(3.8)

NMG 35(44.9) 2(2.6) 2(2.6) 23(29.4) 27(34.6) 16(20.5)

6 
MG 10(12.8) 13(16.7) 7(9.0) 44(56.4) 64((82.1) 4(5.1)

NMG 32(41.0) 20(25.6) 18(23.1) 2(2.6) 40(51.3) 6(7.7)

<표 Ⅳ-1> 초등수학영재(MG)와 일반학생(NMG)의 패턴 유형에 따른 일반화 방법의 응답률(MG: 78명,

NMG: 78명, ( )는 %)

일반화에서 상징적 일반화로 갈수록 고차원의 

일반화 수준으로 판단한다. 각 일반화 단계까지 

도달한 학생 수는 <표 Ⅳ-1>과 같다.

표를 해석할 때 유의할 점을 예로 들면, <표 

Ⅳ-1>에서 1번 문항의 ‘사실적 일반화’에 해당하

는 3명은 사실적 일반화 할 수 있는 학생이 3명

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적 일반화까지만 할 수 

있는 학생이 3명이라는 뜻이다. 즉, 사실적 일반

화 방법을 사용한 학생이 상징적 일반화 방법까

지 사용했다면 상징적 일반화까지 도달한 학생

으로 기록되는 것이다.

초등수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일반화 방법에서 

나타난 응답률 중에서 특징적인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패턴의 유형에서 수학영재들이 일

반학생들보다 대수적 일반화의 수행이 높게 나

타났다. 수학영재의 대수적 일반화의 수행 정도

는 (), ,  , ()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고, 일반학생의 수행 정도는 ,

, ,  , , 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수적 일반화의 수행 정도가 가

장 높은  유형은 수학영재(98.7%)와 일반학생

(96.2%)의 응답 비율이 거의 같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유형은 수학영재(87.2%)와 일반학

생(34.6%)의 수행 정도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수적 일반화에서 수학영재보다는 일

반학생이 곱셈과 덧셈의 연산이 동시에 포함된 

이차식을 더 어려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대수 교육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

인 상징적 일반화 수행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수

학영재와 일반학생 모두에서  유형에서 상징

적 일반화 수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

명기와 나귀수(201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두 집단 모두에서 상징적 일반화 수행이 가장 

낮게 나타난 패턴 유형은  유형이다. 이것은 

초등학생들에게는 지수로 나타나는 패턴 유형을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상징적 일반화 중에서 두 집단의 차

이(53.8%)가 가장 많이 나는 유형이기도 한데,

이것은 수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영재성의 차이에

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다.

다음으로 두 집단에서 상징적 일반화의 차이가 

많이 나는 패턴 유형을 차례로 나타내면 

(50.1%), (38.5%), (33.4%),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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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1A-1 S1A-2

[그림 Ⅳ-1]  유형: 산술적 일반화의 예

GS1F-1 S1F-2

[그림 Ⅳ-2]  유형: 사실적 일반화의 예

(8.9%)이다. 따라서 상징적 일반화에서 일반학

생은 수학영재보다 미지수가 지수인 식, 이차식,

일차식의 순으로 더 어려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패턴 유형별 반응의 분석

여기서는 각 패턴 유형별 수학영재와 일반학

생의 반응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가. 증가패턴  유형

 유형은 교과서에 여러 번 나오는 형태인

데, 수학영재는 오답을 적은 학생이 한명도 없었

고, 일반학생은 7명이 오답을 적었다. 수학영재

는 77명(98.7%), 일반학생은 64명(82.0%)의 학생

이 대수적으로 일반화가 가능했고, 특히 수학영

재는 68명(87.2%), 일반학생은 45명(57.6%)이 상

징적 일반화 식으로 표기했다.

1) 산술적 일반화

산술적 일반화 방법을 나타낸 수학영재 1명

(1.3%)과 일반학생 7명(9.0%)은 모두 둘레의 길

이가 1씩 늘어난다는 규칙을 알고 있다. [그림 

Ⅳ-1]에서 GS1A-11)은 5단계의 둘레의 길이를 구

하고 20단계 이상 큰 단계의 답을 구했지만 사

실적 일반화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S1A-2는 

둘레의 길이가 1씩 늘어나는 것을 알고 1을 연

1) 본 연구에서는 예시로 제시한 학생들의 검사지를 구분하고 정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학생들
의 이름을 붙인다. GS1A-1의 G는 영재, S는 학생을 의미하고 1은 문제번호를 의미하며 A는 산술
(Arithmetic)의 A를 의미한다. G가 없으면 일반학생이다. 하이픈(-)뒤의 숫자는 유사한 사례의 다른 학생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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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1C-1 S1C-2

[그림 Ⅳ-3]  유형: 상황적 일반화의 예

S1S-1 GS1S-2

[그림 Ⅳ-4]  유형 : 상징적 일반화의 예

속하여 더하는 방식으로 일반화를 시도한 경우

이다.

2) 대수적 일반화

가) 사실적 일반화

수학영재는 3명(3.8%), 일반학생은 12명(15.4%)

이 사실적 일반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일반학

생이 수학영재보다 4배 정도 많았다. 이 학생들

은 1을 연속하여 더하지 않고도 다른 규칙을 파

악하여 큰 단계의 수를 구할 수 있었다. [그림 

Ⅳ-2]에서 수학영재의 GS1F-12)은 단계에 2를 더

하는 규칙을 알아내고 구체적으로 21단계만을 

예로 들어 일반화하여 전형적인 사실적 일반화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일반학생의 S1F-2는 

GS1F-1과는 다른 규칙을 알아내고 나름대로의 

식까지 세우기도 했다.

나) 상황적 일반화

수학영재는 6명(7.7%), 일반학생은 7명(9.0%)으

로 비슷한 비율로 상황적 일반화 방법을 나타내

었는데, 이들은 주로 증가하는 수와 둘레 길이의 

관계를 탐색했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이 발견

한 규칙을 설명했다. [그림 Ⅳ-3]에서 수학영재의 

GS1C-13)은 규칙을 일반화하여 상황적 일반화 

2) GS1F-1의 F는 사실(Factual)의 F를 의미한다.

3) GS1C-1의 C는 상황(Contextual)의 C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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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S-1 S2S-2

[그림 Ⅳ-5]  유형: 상징적 일반화의 예

수준까지 도달했고, 일반학생의 S1C-2는 GS1C-1

과는 다른 방법으로 일반화 하여 상황적 일반화 

수준까지 도달했다.

다) 상징적 일반화

수학영재는 68명(87.2%), 일반학생은 45명

(57.6%)이 상징적 일반화를 나타내었는데 수학영

재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Ⅳ-4]의 

GS1S-2처럼 수학영재는 ‘’의 형태로 일반화

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상징적 일반화에 도달

한 학생들은 20단계보다 큰 단계에서 둘레의 길

이를 구할 수 있고 과정을 설명할 수 있었다. 일

반학생의 S1S-14)은 각 단계를 거치면서 표를 만

들어 규칙을 찾아내고 상징적 일반화까지 도달

했으나 수학영재의 GS1S-2는 (3)번에서 벌써 규

칙을 찾아내고 바로 그 규칙에 수를 대입하여 

21단계의 도형의 둘레 길이를 찾아냈다. (3)번에

서 벌써 상징적 일반화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수학영재 중에는 처음 삼각형의 세 변에 [(늘

어나는 삼각형 수)-1]을 더하는 규칙을 생각하여 

둘레의 길이를 ‘  ’과 같은 식으로 

상징적 일반화한 경우도 있었다.

나. 증가패턴  유형

 유형은 4학년부터 두 수의 관계 알아보고 

대응 표를 만드는 활동으로 여러 번 제시되고 

있는 형태의 패턴이다. 따라서 수학영재는 77명

(98.7%), 일반학생은 75명(96.2%)의 학생이 대수

적으로 일반화가 가능했고, 이 중에서도 사실적 

일반화(수학영재: 3명(3.8%), 일반학생: 5명

(6.4%))나 상황적 일반화(수학영재: 2명(2.6%), 일

반학생: 5명(6.4%)) 보다는 상징적 일반화(수학영

재: 72명(92.3%), 일반학생: 65명(83.4%)) 방법으

로 대부분 나타냈다. 상징적 일반화를 한 학생들

은 모두 큰 단계의 수를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일반화 과정을 말로 자세히 설명하고 공식을 쓴 

학생이 있었다. 공식의 형태는 학생들마다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표현하여 다양했다. [그림 Ⅳ-5]

에서 수학영재의 GS2S-1은 한 단계가 늘어날 때 

마다 2개씩 늘어나므로 ‘(단계)×2’를 이용했고 

4) S1S-1의 뒤의 S는 상징(Symbolic)의 S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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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3A-1 S3A-2

[그림 Ⅳ-6]  유형: 산술적 일반화의 예

이를   로 상징적 일반화 했다. 또 ‘ , ’

등의 문자를 사용한 학생들도 많았다. 일반학생

의 S2S-2와 같이 저학년 때부터 사용했던 □, △

를 사용하여 일반화 한 학생도 있었는데, 위 줄

과 아래 줄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단계를 △로 

하고 전체 타일의 수를 □로 하여 ‘△×2=□’로 

표현하였다.

다. 증가패턴  유형

 유형에 대해 학생들의 일반화 방법을 

살펴보면, 수학영재의 12명(15.4%), 일반학생의 

35명(44.9%)이 산술적 일반화 단계까지만 도달했

다. 수학영재의 62명(79.5%), 일반학생의 43명

(55.1%)이 대수적으로 일반화가 가능했는데, 이 

중 사실적 일반화는 수학영재 1명(1.3%), 일반학

생 8명(10.3%)이고, 상황적 일반화는 수학영재와 

일반학생 모두 3명(3.8%)으로 같게 나타났으며,

상징적 일반화는 수학영재 58명(74.4%), 일반학

생 32명(41.0%)으로 수학영재가 일반학생보다 상

직적 일반화 방법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유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일반화 방법의 

변화이다. 앞의 와 의 두 유형은 수학영

재와 일반학생 모두 대수적으로 일반화를 시도

하는 학생이 많았으나 이 문제에서는 산술적으

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학생이 많이 늘어났다. 먼

저 산술적 일반화를 살펴보면 [그림 Ⅳ-6]과 같

이 수학영재의 GS3A-1은 24번째 단계에서 가로

에 바둑알이 25개여서 25×2, 세로에 바둑알이 

23개여서 23×2를 하고 이 둘을 더 해서 전체 바

둑알 수를 구했다. 일반학생의 S3A-2는 21단계

의 전체 바둑알 수를 네 변의  바둑알 개수를 

모두 세어서 구했다. 전형적인 산술적 일반화로 

볼 수 있다.

상징적 일반화를 살펴보면 [그림 Ⅳ-7]과 같이 

일반학생의 S3S-1은 기호를 사용하기 보다는 ‘단

계’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단계)×4+1=개수’로 

나타냈고, 수학영재의 GS3S-2는 단계를 , 개수

를 로 하여 ‘  ’로 나타냈다.

라. 증가패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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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S-1 GS3S-2

[그림 Ⅳ-7]  유형: 상징적 일반화의 예

S4S-1 GS4S-2

[그림 Ⅳ-8]  유형: 상징적 일반화의 예

 유형의 문제를 산술적으로 일반화 한 수

학영재는 14명(17.9%), 일반학생은 25명(32.1%)이

었다. 일반학생이 일차식인  유형보다 산

술적 일반화가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대수적으

로 일반화한 수학영재는 62명(79.5%), 일반학생

은 36명(46.1%)이었는데, 이 중 사실적 일반화는 

수학영재와 일반학생 모두 5명(6.4%)이고, 상황

적 일반화는 수학영재 1명(1.3%), 일반학생 5명

(6.4%)이며, 상징적 일반화는 수학영재 56명

(71.8%), 일반학생 26명(33.3%)으로 수학영재가 

일반학생보다 상직적 일반화 방법이 2배 이상 

많음을 알 수 있다.  유형은 연속적으로 같

은 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술적으

로 일반화한 학생들 대부분은 4단계까지만 구하

는 데 그친 경우가 많았다. 또  유형은 이차

식이지만 수학영재는 2명(2.6%)으로 오답비율이 

낮지만 일반학생은 17명(21.8%)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오답 학생 수가 급증하였다. 수학영재가 다

른 문제에 비해 산술적 일반화 방법을 사용한 

학생 수가 많아졌고, 일반학생은 이차식 문제 중

에서는 산술적 일반화 방법을 사용한 학생 수가 

다른 문제에 비해 적었다.

상징적 일반화의 예는 [그림 Ⅳ-8]과 같다. 일반

학생의 S4S-1은 제곱을 사용하지 않고 ‘(단계)

×2×(단계)=(삼각형의 개수)’로 상징적 일반화 한 

반면에 수학영재의 GS4S-2는 ‘(단계 기본 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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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5S-1 S5S-2

GS5S-3

[그림 Ⅳ-9]  유형: 상징적 일반화의 예

형 개수)=×’로 상징적 일반화한 예이다.

마. 증가패턴  유형

 유형을 산술적으로 일반화 한 수학영

재는 7명(9.0%), 일반학생은 35명(44.9%)이었다.

수학영재는  유형보다 줄어든 반면 일반학생

은 오히려 늘어난 특징이 있다. 대수적으로 일반

화 한 수학영재는 68명(87.2%), 일반학생은 27명

(34.6%)으로 수학영재와 일반학생의 격차가 가장 

많이 난 유형이다. 이 중 사실적 일반화는 수학

영재 4명(5.1%), 일반학생 2명(2.6%)이고, 상황적 

일반화는 수학영재와 일반학생 모두 2명(2.6%)이

며, 상징적 일반화는 수학영재 62명(79.5%), 일반

학생 23명(29.4%)으로 수학영재가 일반학생보다 

상직적 일반화 방법이 2배 이상 많음을 알 수 

있다. 상징적 일반화의 예는 [그림 Ⅳ-9]와 같다.

수학영재의 GS5S-1은 패턴에서 찾아낸 규칙인 

‘(단계)×(단계)+1=(개수)’를 ‘ ’로 상징적 

일반화하였다. 일반학생의 S5S-2는 타일을 윗줄,

가운데, 아랫줄로 나눈 경우로 윗줄과 아랫줄은 

단계 수와 같은 수이고 가운데는 한 변이 ‘(단

계)-1’인 정사각형의 형태를 갖고 있다. 따라서 

‘(단계 수)×2+(단계-1)2=(전체)’로 상징적 일반화 

했다. 거듭제곱으로 표현한 학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선행학습을 한 학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학영재의 GS5S-3은 타일을 가운데 직사각형과 

양쪽 낱개 2개로 나눈 경우이다. 가운데 직사각

형 모양의 타일은 가로가 ‘(단계)+1’이고, 세로가 

‘(단계)-1’이고, 이 둘을 곱한 후 양쪽 타일 2개를

더하는 것이다. 그러면 ‘  ’로 

상징적 일반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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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패턴의

유형
집단 정답자 수

오류 유형

오답이해의

오류

처리

기술의

오류

애매한

오류
전체

1 
MG 68(87.1) 2(2.6) 6(7.7) 1(1.3) 9(11.6) 1(1.3)

NMG 45(57.7) 10(12.8) 10(12.8) 5(6.4) 25(32.0) 8(10.3)

2 
MG 72(92.3) 0(0) 4(5.1) 1(1.3) 5(6.4) 1(1.3)

NMG 65(83.3) 2(2.6) 6(7.7) 1(1.3) 9(11.6) 4(5.1)

3 
MG 58(74.3) 2(2.6) 12(15.4) 4(5.1) 18(23.1) 2(2.6)

NMG 32(41.0) 9(11.5) 20(25.7) 5(6.4) 34(43.6) 12(15.4)

4 
MG 56(71.8) 0(0) 12(15.4) 6(7.7) 18(23.1) 4(5.1)

NMG 26(33.4) 9(11.5) 9(11.5) 3(3.8) 21(26.8) 31(39.8)

5 
MG 62(79.4) 2(2.6) 5(6.4) 2(2.6) 9(11.6) 7(9.0)

NMG 23(29.5) 3(3.8) 7(9.0) 7(9.0) 17(21.8) 38(48.7)

6 
MG 45(57.6) 8(10.3) 12(15.4) 2(2.6) 22(28.3) 11(14.1)

NMG 2(2.6) 6(7.7) 28(35.9) 6(7.7) 40(51.3) 36(46.2)

합계
MG 361(77.1) 14(3.0) 51(10.9) 16(3.4) 81(17.3) 26(5.6)

NMG 193(41.2) 39(8.3) 80(17.1) 27(5.8) 146(31.2) 129(27.6)

<표 Ⅳ-2> 초등수학영재(MG)와 일반학생(NMG)의 패턴 유형에 따른 오류 유형(MG: 78명, NMG: 78명,

( )는 %)

바. 증가패턴  유형

 유형은 생소하기 때문에 일반학생은 산술

적 일반화에만 도달한 학생이 32명(41.0%)으로 

많았으나 수학영재는 10명(12.8%)으로 비교적 적

은 편이었다. 대수적으로 일반화 한 수학영재는 

64명(82.1%), 일반학생은 40명(51.3%)으로 생각보

다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중 사실적 

일반화는 수학영재 13명(16.7%), 일반학생 20명

(25.6%)이고, 상황적 일반화는 수학영재 7명

(9.0%), 일반학생 18명(23.1%)이며, 상징적 일반

화는 수학영재 44명(56.4%), 일반학생 2명(2.6%)

으로 수학영재에 비해 일반학생은 상직적 일반

화를 거의 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상징적 일

반화를 하는 학생들은 주로 거듭제곱의 표시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2를 단계 수만큼 곱한 

다는 규칙을 찾아내고 ‘’을 사용해서 ‘(일 때 

전체 쌀가마니 수)=’으로 상징적 일반화 하거

나 ‘’를 사용해서 ‘(개수)=’로 상징적 일반화 

했으며, 일반학생 중에는 교과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 △’를 사용해서 ‘ㅁ=△’로 상징적 일

반화를 하였다.

3. 오류의 유형

가. 문항별 오류 유형 빈도 분석 

초등수학영재 78명과 일반학생 78명을 대상으

로 실시한 검사지를 가지고 문항별로 오류유형

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각 패턴

의 문제들을 상징적 일반화까지 도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오류 유형을 분석할 때 

각 문제의 소 문항 (5)번까지 진술한 학생 중에

서 정답자수와 무응답 자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

에 대하여 문제해결 과정에서 생기는 수학적인 

오류만을 가지고만 오류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패턴의 유형에 따른 오류의 유형별 빈도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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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의 오류 처리 기술의 오류

S1W-1 GS1W-2

애매한 오류

S1W-3

[그림 Ⅳ-10]  유형: 오답의 예

보면 <표 Ⅳ-2>와 같다. 수학영재와 일반학생 모

두 처리 기술의 오류가 가장 많았다.

<표 Ⅳ-2>를 보면 두 집단 모두 처리 기술의 

오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집단은 

유형에서 오류가 가장 적고,  유형에서 오류

가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유형별로 

오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한다.

1)  유형의 오류

수학영재는 68명(87.1%)이 정답을 했고, 오류 

유형 중에서는 처리 기술의 오류가 6명(7.7%)으

로 가장 많았다. 일반학생은 45명(57.7%)이 정답

을 했고, 오류유형 중에는 이해의 오류와 처리 

기술의 오류가 각각 10명(12.8%)으로 많았다. 그 

예를 보면 [그림 Ⅳ-10]과 같다.

2)  유형의 오류

수학영재는 72명(92.3%)이 정답을 했고, 이해

의 오류는 한명도 없었으며, 처리 기술의 오류가 

4명(5.1%)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학생은 정답자 

수가 65명(83.3%)이였고, 처리 기술의 오류가 6

명(7.7%)으로 제일 많았으며, 애매한 오류가 1명

(1.3%)로 가장 적었다.

3)  유형의 오류

수학영재는 58명(74.3%)이 정답을 했고, 무응

답과 이해의 오류는 각각 2명(2.6%)으로 가장 적

었으며, 처리 기술의 오류가 12명(15.4%)로 가장 

많았다. 일반학생은 정답자 수가 32명(41.0%)이

였고, 처리 기술의 오류가 20명(25.7%)으로 제일 

많았으며, 애매한 오류가 5명(6.4%)로 가장 적었다.

4)  유형의 오류

수학영재는 56명(71.8%)이 정답을 했고, 처리 

기술의 오류가 12명(15.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해의 오류는 없었다. 일반학생은 정답자 수가 

26명(33.4%)으로 초등수학영재와 차이가 많이 났

으며, 애매한 오류가 3명(3.8%)으로 가장 적었다.

아예 시도를 하지 못하고 무응답인 경우가 31명

(39.8%)으로 많았다.

5)  유형의 오류

수학영재는 62명(79.4%)이 정답을 했고, 처리 

기술의 오류가 5명(6.4%), 이해의 오류와 애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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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가 각각 2명(2.6%)이었다. 무응답이 7명

(9.0%)이였다. 일반학생은 정답자 수가 23명

(29.5%)으로 영재학급과 차이가 많이 났으며, 이

해의 오류가 3명(3.8%)으로 가장 적었고, 처리 

기술의 오류와 애매한 오류가 각각 7명(9.0%)이

였다. 일반학생의 무응답이 38명(48.7%)으로 패

턴 유형 중 가장 많았는데, 연산이 두 가지가 들

어있어서 어려워하는 것 같다.

6)  유형의 오류

수학영재는 45명(57.6%)이 정답을 했고, 애매

한 오류는 2명(2.6%)으로 가장 적었으며, 처리 

기술의 오류가 12명(1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응답이 11명(14.0%)으로 패턴 유형 중 가장 많

았다. 일반학생은 정답자 수가 2명(2.6%)이였고,

무응답이 36명(46.2%)으로 비교적 많았으며, 이

해의 오류와 애매한 오류가 각각 6명(7.7%)이였

다.  유형은 단계가 늘어날수록 숫자가 기하

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아예 패턴의 규칙 찾

기를 포기하고 무응답 학생이 많았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패턴의 유형에 따른 초등수학

영재와 일반학생의 일반화 방법에 대한 차이와 

패턴을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 유

형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제시된 증가패턴의 유형 중 초등수학

영재가 가장 상징적으로 일반화를 잘 한 패턴은 

 유형이고, 그 다음으로 상징적 일반화를 잘

한 패턴은 , , , ,  순으

로 나왔다. 일반학생이 가장 상징적으로 일반화

를 잘 한 패턴은  유형이고, 그 다음으로 상

징적 일반화를 잘한 패턴은 , , ,

,  순으로 나왔다. 두 집단 모두  유

형을 가장 잘 상징적 일반화했고,  유형을 가

장 어려워했다. 순서를 정하기는 어렵지만 두 집

단 모두 연산이 한 종류가 포함된 패턴 유형에

서부터 시작하여 연산이 두 개 이상 들어있는 

패턴 유형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패턴의 일반화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둘째, 초등수학영재는 , , , ,

,  유형 모두에서 79%이상 대수적으로 

일반화가 가능했다. 그러나 일반학생은 ,

 유형에서만 79%이상 대수적으로 일반화가 

가능했고, ,  유형에서 50% 정도가 대수

적으로 일반화가 가능했으며, ,  유형

에서는 30～40%가 대수적으로 일반화가 가능하

여 두 집단 간의 대수적으로 일반화 한 학생 수

에 많은 차이를 보였다. 대수적 일반화에서 수학

영재보다는 일반학생이 곱셈과 덧셈의 연산이 

동시에 포함된 이차식을 더 어려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증가패턴 중에서 이차식 유

형을 활용한 대수적 일반화를 수학영재의 판별

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일반학생들은 단계별 수들의 공통성을 

찾지 못해 식을 일반화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 

할 경우 얼마씩 증가했는지에 의존하여 산술적

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수학영재 보다 더 

많았다.

넷째, 초등학생들은 패턴을 일반화한 식이 일

차식인지 이차식인지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차식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상황이 주어진다면 

수학영재와 같이 우수한 초등학생도 충분히 해결

할 수 있었다. 특히  유형은 이차식으로 증가

하는 수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점에만 초점

을 둔 일반학생들은 오답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

다. 초등수학영재는 56명(71.8%)이 상징적 일반

화 방법을 사용한 반면, 일반학생은 26명(33.3%)

이 상징적 일반화 방법을 사용하는 데 그쳤다.

다섯째, 시각적인 패턴으로 도형이 등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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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도형 하나하나가 개수로서의 의미라면 문

제를 이해하는 데 큰 혼란이 없지만 도형의 변

이나 둘레 등 구성 요소의 의미를 파악해야 하

는 문제라면 일반학생들은 일부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유형은 전체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초등수학영재는 오답이 0명 이

었으나 일반학생은 7명(9.0%)으로 이 학생들은 

둘레의 개념을 혼동하여 틀린 경우였다. 따라서 

패턴을 지도할 때 다양한 요소에 주목하면서 패

턴을 찾도록 상황을 다양하게 제시해서 연습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검사지를 분석한 결과 학생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의 유형을 보면 초등수학영재와 일

반학생 모두 처리 기술의 오류가 각각 10.9%와 

17.1%로 가장 높았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에게 

대수적인 조작과 관련된 규칙을 식으로 정확하

게 나타내거나 기호를 이용하여 설명하는 방법

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

일곱째, 모든 패턴의 유형에 대한 오류 빈도수

를 보면 초등수학영재는 17.3%이고, 일반학생은 

31.2%였다. 이것은 초등수학영재에 비해 일반학

생들이 패턴에 대한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특히 이차식에서 대수적 일반화를 잘 하지 못하

는 데서 기인하는 것 같다. 따라서 일반 학급에

서  유형을 무리하게 지도할 필요는 없으나 

, 와 같은 이차식 유형의 패턴 일반화 

활동을 심화활동으로 경험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수를 학습한 학생들은 산술적 사고에서 벗

어나 대수적인 방법으로 패턴의 규칙을 찾고 각

자 나름의 기호나 문자로 일반화할 수 있어야한

다. 그러기 위해서 개개인의 일반화 수준에 맞는 

지도가 필요하지만 먼저 학생들에게 다양한 맥

락과 형태의 패턴을 충분히 제공하고, 두 변수간

의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오류를 분석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도방법을 연구하여 교육 현장에서 쉽게 적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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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ison between Methods of Generalization

according to the Types of Pattern of Mathematically

Gifted Students and Non-gifted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Yu, Mi Gyeong (Sunsan Elementary School)

Ryu, Sung Rim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es7402@sch.ac.k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methods of generalization and errors pattern

generated by mathematically gifted students and

non-gifted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In this

research, 6 problems corresponding to the  ,

 ,   ,  ,    ,  patterns were

given to 156 students. Conclusions obtained

through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both group

were the best in symbolically generalizing 

pattern, whereas the number of students who

generalized  pattern symbolically was the least.

Second, mathematically gifted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were able to algebraically

generalize more than 79% of in  ,  ,

  ,  ,    ,  patterns. However,

non-gifted students succeeded in algebraically

generalizing more than 79% only in  , 

patterns. Third, students in both groups failed in

finding commonness in phased numbers, so they

solved problems arithmetically depending on to

what extent it was increased when they failed in

reaching generalization of formula. Fourth, as for

the type of error that students make mistake,

technical error was the highest with 10.9% among

mathematically gifted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also technical error was the highest as 17.1%

among non-gifted students. Fifth, as for the

frequency of error against the types of all patterns,

mathematically gifted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marked 17.3% and non-gifted students were 31.2%,

which means that a majority of mathematically

gifted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are able to do

symbolic generalization to a certain degree, but

many non-gifted students did not comprehend

questions on patterns and failed in symbolic

generalization.

* Key Words : mathematically gifted student, type of pattern, method of generalization,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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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문제 1(패턴유형: )

다음은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삼각형을 배열한 것입니다. 만들어진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 보시오.

(1) 5단계의 그림을 그려보시오. 5단계의 둘레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2) 이 패턴의 규칙을 설명해 보시오.

(3) 20번째 단계보다 더 큰 단계를 하나 골라 그려 보고 둘레의 길이가 얼마인지 설명해 보시오.

(4) 그 보다 더 큰 어떤 단계가 되던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써 보시오.

(5) 전체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기호를 사용하거나 공식으로 쓰거나 말로 설명해 보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