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지 20 (2) 311-331.        Journal of Elementary Mathematics Education in Korea 20 (2) 311-331.
2016. 05. 31                                                                                  May 31. 2016.

반성적 문제 만들기 활동이 초등학생들의 

문제해결력 및 수학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1)

배준환2) ․ 박만구3)

본 연구는 학습자 스스로 수학적 오류를 분석하고 반성적 문제 만들기 활동을 하
도록 한 것이 문제해결력과 수학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5학년 2개 반(62명)을 대
상으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 반성적 문제 만들기 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구하고자 하는 것을 파악하는 능력과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선별하여 활용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학생들의 문제해결력 향상에 효과적이
었다. 또한, 학습자가 가지고 있었던 수학적 오개념을 수정하고 올바른 수학적 개
념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반성적 문제 만들기 활동은 학생들의 수학
적 의지를 향상시키고 반성적 사고를 촉진시키며, 반성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스
스로 자신의 문제를 풀이 과정을 점검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학습자는 반성적 문제가 올바르게 만들어졌는지 점검하고 이것을 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토의 활동에서 타인과의 수학적 의사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과 함
께 끝까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집착력을 강하게 나타냈다.

주제어: 반성적 문제 만들기, 문제해결, 수학적 태도

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지금 학교에서 여전히 이전의 교과 내용이나 지식과 유사한 내용을 배우는 학생들은 지

금과는 매우 다른 환경에서 사회의 주역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런데 21세기 정보화 사회

에서 요구되는 능력은 단순히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능을 종합하여 새로운 상황에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다. 

비정형적인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스스로 문제 

상황을 탐색하면서 문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며, 자신이 만든 문제를 선행 지식

과 연결시키고 수학적 사고를 활용하여 만든 문제를 직접 해결할 필요가 있다(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Mathematics[NCTM], 2000).

본 연구의 시작은 연구자들의 경험으로부터 학교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시작하였다. 첫째, 학생들은 문제를 풀이한 결과에만 관심이 있고, 문제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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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여부 및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적다. 둘째, 단답

형 문항에 비해 독해 능력 부족 및 수학적 용어의 이해 부족,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과 구

하고자 하는 것을 파악의 미흡, 장문의 길이에 따른 수학적 불안 등으로 서술형 문항에서 

풀이의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이 많다. 셋째, 학습자가 수학적 반성 활동의 부재로 인해 자

신이 틀린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올바르게 수정하려는 노력이 적기 때문에 비

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반복적으로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자주 있다.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15)에서는 교과 역량의 하나로 문제해결

을 강조하고 있고, 학교군이나 학년군과 상관없이 거의 모든 영역에서 문제해결을 강조하

고 있다. 특히, 각 영역에서“문제해결 전략 비교하기, 주어진 문제에서 필요 없는 정보나 

부족한 정보 찾기, 조건을 바꾸어 새로운 문제 만들기, 문제해결 과정의 타당성 검토하기 

등을 통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게 한다.”(p.28)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문제해결 능력

을 함양하기 위하여“문제해결력을 높이기 위해 주어진 문제를 변형하거나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해결하고 그 과정을 검증하는 문제 만들기 활동을 장려한다.”(p.38)라고 기술하면

서 문제 변형이나 만들기를 강조한다. NCTM(2000)은 수학 교실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문제 

만들기를 통한 문제해결 학습은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수학적 힘을 기르도록 돕는다고 주

장하고 있다. 

국내외 많은 연구들(Cunningham, 2004; Inprasitha, 2015; Lavy & Shriki, 2013; Kilpatrick, 

1987; NCTM, 2000; Polya, 1957; Silver, 1994; Yerushalmy, Chazan, & Gordon, 1990; 김준

겸, 임문규, 2001; 배준환, 2015; 이대현, 2012; 정성건, 박만구, 2010; 한국교육개발원, 

1985)에서도 학습자의 문제 만들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학습자는 문제 만들기를 통하

여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수학적 용어와 개념과 원리를 포함한 수학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의적 요인에 있어서도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수학적인 의사소통을 하면

서 수학적인 개념과 상황에 대해 이해 가능한 수학적 용어로 표현하면서 창의적인 사고를 

함양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 분수의 나눗셈에서 문제 만들기는 분수에 대한 이해를 반

성적으로 되돌아보면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한다(Brown & Walter, 1990; Rosli, Goldsby, 

& Capraro, 2013; Schoenfeld, 1992; 노지화, 고호경, 허난, 2016). Schoenfeld(1992)는 학생

들은 문제제기 활동에서 오개념을 확인할 수 있고 어떤 전력을 사용하느냐를 관찰하여 학

생들의 수학적 사고를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p.44). 수학적 반성 활동과 문제 만들

기와 관련하여, Brown과 Walter(1990)는 문제 만들기는 학습자가 수학적 기초를 이해하고 

문제해결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으며, 낮은 성취도를 보이는 학습자도 문제 만들기를 

통해 수학적 자신감과 흥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모든 학생들이 문제 만들기를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는 학습자의 문제 만들기의 방식에 대한 형태 분석에 그친 연구가 

많았다는 점과 기존의 수학 문제 만들기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실험 연구가 주를 

이루어 현실 상황과 동떨어진 문제 만들기가 이루어졌기에 초등학생의 수준을 고려한 것

이라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반성적 문제 만들기 활동에서는 초등학생이 문제 속

에서‘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어떠한 조건이 있는지’를 스스로 체감하고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연스럽게 문제를 만들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학적 

반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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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반성적 문제 만들기의 의미

Silver(1993)는 문제생성(Problem generation)으로 표현하면서 문제를 만드는 모든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였다. NCTM(1989)은 학생들이 주어진 상황을 활용하여 문제를 새로 꾸

미거나 주어진 문제의 조건을 바꾸어 새로운 조건의 문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문

제 만들기는 문제해결 활동 전반에 걸쳐 일어날 수 있는데, 반성적 문제 만들기 활동은 문

제해결활동이 끝난 후의 상황에 초점을 둔 것이다. 반성적 문제 만들기는 자신이 이전에 

해결한 문제의 풀이 과정 속에서 틀린 부분을 스스로 분석하거나 수학적 의사소통을 통하

여 그 원인을 파악하고,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오류의 원인이 되었던 요인인 문제 이해 능

력, 구해야 하는 것의 혼동, 계산과정에서의 실수, 수학적 개념과 원리의 잘못된 활동 등

을 바탕으로 문제 만들기를 하는 것이다. 이는 정지호, 임문규(1992)의 수학적 문제로부터

의 문제 만들기와 Hashimoto(1987)의 발전적 전개에 의한 만들기와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

는 틀린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만들어서 해결하고, 만든 문제와 원 문제의 해결과정과 비

교하면서 자신의 문제 해결과정을 반성해 보는 데 주목하였기에 이와 같은 활동을‘반성

적 문제 만들기’로 정의 하였다.

2. 문제 만들기의 의의

임문규(1992)의 문제 만들기의 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문제 만

들기는 수학적 사고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반성적 문제 만들기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전문가 수준의 수학을 하기 보다는 실생활 소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학적 

추론, 정당화 등의 수학적 사고를 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반성적 문제 만들기 

과정에서 교육적이면서도 흥미로운 학습 소재와 문제 만들기 방식을 학습자에게 안내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이 틀린 문제를 보다 친숙하게 접근하도록 한다. 이 활동은 자신의 

문제 풀이 습관을 점검해보면서 자연스럽게 반성적 사고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문제를 올

바르게 구성하기 위해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문제 만들기 활동은 문제

를 만드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를 일깨우고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만들기 위한 창의적

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셋째, 문제 만들기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얼마나 수

학적 지식을 이해하고 있는지 연구하는데 도움이 된다. Silver(1993) 등의 많은 학자들은 

학생들이 만들어낸 문제 만들기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만들어진 문제의 수학적 복잡성과 

의미론적 복잡성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이 문제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나타

나는 수학적 지식의 이해도의 변화를 파악하였으며, 학생이 이해한 수학적 지식이 문제 

만들기로 연결된다고 보았다. 반성적 문제 만들기에서도 학생들의 오개념 실태를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수학적 개념을 정립하는 과정을 관찰함으

로써 학생의 수학적 지식의 실태를 알 수 있다. 넷째, 문제 만들기는 학생들이 수학에 대

한 흥미와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한다. Brown과 Walter(1990)는 문제 만들기는 수동적으

로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문제를 구성하기 위해 참여하므로 학생들

의 관심을 자극하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불안을 문제 만

들기 과정을 통하여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하였다. 반성적 문제 만들기 활동에서도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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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알고 있는 수학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문제를 만들었고, 학습자 본인이 이해하고 있

는 수준의 용어를 사용하여 문제를 서술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보

다 자신감을 가지고 접근하였다는 점과 문제를 만드는 시작점부터 해결전략을 미리 구상

했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흥미와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된

다. 즉, 반성적 문제만들기 활동은 인지적 측면에서 학습자에게 탐구를 위한 발판을 제공

하고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 및 수학적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파지, 다른 수학적 개념과 

원리에 대한 전이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심리적 측면에서는 학습자가 풀이한 문

제를 바탕으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를 해결한다는 학습 부담감을 줄여줄 것

이라 기대된다. 장기적으로는 학습자가 평가 결과에 대한 부적절한 반응의 변화를 꾀하여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고자 하는 도전 욕구를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인 밑

줄 긋기, 소리 내어 읽기 등의 필요성을 느끼게 할 수 있다.

3. 관련 선행 연구

정성건, 박만구(2010)는 수학 문제 만들기 활동이 문제해결력과 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

에 대하여 문제 만들기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은 문장제 문제를 만들기보다는 단편적인 수

식으로 문제를 만들려는 경향이 있었으나 충분한 피드백을 통하여 자신감을 얻고, 쉬운 

용어와 기호를 사용하는 것에서 복잡한 용어와 숫자를 활용하여 문제를 만드는 모습을 보

였다. 이 연구에서 일부 학생들은 필요한 단어를 잘못 사용하거나 빼고 기술하는 모습, 비

현적인 문제를 만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는 문제 만들기 활동이 언어적인 문

장 해석능력, 표현능력과 중요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만든 문제

를 짝과 선생님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오류를 발견하고 잘못된 개념을 바르게 수정

하여 조건에 알맞게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으며,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되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문제 만들기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

들은 문제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찾아 6가지 영역(조건형, 그림형, 수식형, 정보형, 활동

형, 자유형)의 문제 만들기를 하여 수학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창의적인 문제를 만들었다

고 하였다.

황정하(2011)는 문제 만들기를 활용한 오답 노트 작성 방법이 수학 학업 성취도와 수학

적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봄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이 범한 오류를 스스로 교정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주도 학습능력을 기를 수 있고 자가진단을 통한 오류 분석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보았다. 연구 결과로 문제 만들기를 활용한 오답 노트 작성은 중·하위권 학생

의 수학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켰고, 중위권 집단의 수학적 태도의 긍정적인 효과가 가장 

크다고 주장하였다. 채송화(2014)는 현실적 소재를 활용한 문제 만들기 과정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수학학습 능력 증진과 더불어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명확하게 정립할 수 있

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수학적 아이디어 생성을 위한 수학적 의사소통의 양적·질적인 

측면에서도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현실적 소재를 활용한 문제 만들기 활동이 다

양한 실생활의 사례 제공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수학에 대한 즐거움과 수학에 대한 긍정

적인 태도를 함양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Silver(1996)는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야기 형식의 연산 문제를 만든 것을 분석하

였다. 그는 문제제기와 문제해결간의 관계에 대하여 우수한 문제 해결자는 질 높은 수학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학생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동안 초기에는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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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순한 문제를 제기하지만, 나중에는 초기의 문제보다 수학적으로 복잡한 문제제기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수준별 집단을 살펴볼 때, 상위그룹의 학생이 하위 그룹의 학생

보다 수준 높은 문제를 만든다고 하였다. Silverman et al.(1992)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

이 이야기 형식의 문제를 만듦으로써 문제 만들기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교과서

에서 서술형 문제를 발견하는 등 유용한 경험하면서 수학적 흥미를 느낄 수 있었지만 학

생들이 만든 문제의 질은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다. Van Harpen과 Sriraman(2013)은 학생

들의 수학적 지식과 문제 만들기 능력와의 관계를 미국과 중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학생의 수학적 지식은 수학적 창의성과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고 수학적 개념과 원

리를 이해하는 능력이 우수할수록 학생들의 문제 만들기 활동에도 도움을 준다고 주장하

였다.

선행 연구들이 주는 시사점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반성적 문제 

만들기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학습 방법을 안내하는 등 예비학습을 실시하여 

학습 과정에 익숙해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의 문장 이해 능력과 표현능력을 충분히 

관찰하고 분석하여 문제해결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피드백 하였다. 또한, 수준별 집단 

별로 반성적 문제 만들기의 결과물을 분석하여 상·하 그룹의 학생들의 문제해결력과 수

학적 태도의 변화를 비교하였고, 수학적 오류를 범한 문제를 대상으로 비슷한 유형의 문

제를 다양하게 만들어 봄으로써 수학적 반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신 또는 다른 학

생이 만든 문제를 수학적 의사소통을 통하여 점검해보게 하여 반성적 문제 만들기를 한 

내용의 질을 스스로 판단해 보도록 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소재한 Y초등학교 5학년 2개 반(62명)을 대상으로 2014

년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였다. 제1저자가 담임교사로 있는 5학년 A학급을 실험집단으

로, 같은 학교 5학년 B학급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집단의 선정을 위해 실험 처

치 전, 사전 문제해결력 검사와 사전 수학적 태도 검사를 하여 실험집단과 동일한 비교집

단을 선정하였다. 그 외에도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실험집단(남 16

명, 여 15명)과 비교집단(남 15명, 여 16명) 간의 교사의 교육 경력과 성향(교육관, 교과서 

활용 정도) 학급 인원 수, 성별, 학생들의 생활환경, 학급 분위기, 교육 활동(학원 및 방과 

후 활동)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2.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는 반성적 문제 만들기 활동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문제해결력 및 수

학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사전․사후 검사 통제 집단 설계 

(pretest-posttest-control group)를 적용하였으며, 사전 사후 문제해결력 검사, 태도 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 결과 처리는 i-STATistics 2.01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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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 도구

가. 수학 문제해결력 검사

반성적 문제 만들기 활동이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사

전․ 사후 문제해결력 검사지를 제작하였다. 사전 문제해결력 검사 문항은 수학교과서 5-1 

의‘약수와 배수’,‘약분과 통분’,‘분수의 덧셈과 뺄셈’,‘분수의 곱셈’단원에서 교

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참고하여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제작한 검사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교육 경력 10년차 이상 3명의 초등교사의 검토와 지도교수를 검

증을 받은 후 수정․ 보완하여 테스트를 실시하였으며, 검사 결과 처리는 i-STATistics 2.01

을 사용하였다. 사후 문제해결력 검사 문항은 수학교과서 5-2의‘분수와 소수’,‘분수의 

나눗셈’,‘소수의 곱셈’,‘소수의 나눗셈’단원에서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참고하여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사후 문제해결력 검사지는 3명의 초등교사와 지도교수로부터 검

토를 받아 수정․보완하였다. 

나. 수학적 태도 검사

실험집단이 연구를 통하여 수학학습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수학적 태도 

검사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 각각 사전․사후 동형으로 실시하였다. 수학적 태도 검사지

는 한국 교육개발원(1992)에서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으며,‘수학적 자신감’,‘수학에 대한 

융통성’,‘수학에 대한 의지력’,‘수학에 대한 호기심’,‘수학에 대한 반성’,‘수학에 

대한 가치’의 6개 영역이고, 각 영역별로 4문항씩 총 24문항으로 <표 1>과 같이 구성하

였다. 문항에 대한 구성은 긍정적인 문항이 23개이며, 부정적인 문항(17번 문항)으로 부정

적인 문항은 역 채점 방식으로 점수를 주었다. 반응척도는 ‘매우 그렇다(5점)’,‘대체로 

그렇다(4점)’,‘보통이다(3점)’,‘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전혀 그렇지 않다(1점)’의 

5단계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그러므로 본 검사지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반응

을 나타내며, 검사 결과 처리는 i-STATistics 2.01을 사용하였다.

하위 변인 문항 수 문항의 예 문항 번호

수학에 대한 

자신감
4 나는 항상 수학을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1∼4번

수학에 대한 

융통성
4 나는 수학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풀기를 좋아한다. 5∼8번

수학에 대한 

의지력
4 나는 수학 학습을 잘하기 위해 노력한다. 9∼12번

수학에 대한 

호기심
4 나는 숫자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 13번∼16번

수학에 대한 

반성
4 나는 수학문제를 풀고 난 후, 검토를 한다.

17∼20번

(17번: 부정적인 

문항)

수학에 대한 

가치
4 누구나 수학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21∼24번

<표 1> 수학적 태도 검사 문항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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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업의 실제 및 활동 자료 개발

가. 수업 계획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수학교과서의 수와 연산 단원 4개 단원에 대하여 각각 4차시 분

량(총 16차시)을 개발하였다. 수업은 수학적 원리학습과 더불어 형성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형성평가에 대한 반성적 문제 만들기 활동은 그 다음 차시에 지도하였다. 정답 제시한 참

여자는 어려움을 느꼈던 문제와 비슷한 문제를 만들어서 자신의 문제해결과정을 반성해보

도록 하였다. 또, 모둠 토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참여자들의 활동을 도와줄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수준이 다른 학생에 비하여 낮은 학생들은 연구자들의 피드백과 

동료 학습자들의 수학적 의사소통을 통하여 숫자나 단어의 단순 변경을 통한 문제 만들기

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상황과 구조를 변경한 문제 만들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리고 원 문제의 수학적 개념에서 벗어난 문제는 본 연구의 취지와 다르므로 배제하였으

며, 원 문제와 비슷한 문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수학적 개념의 습득 및 정립, 자신의 문제

해결과정의 반성이 될 수 있는데 중점을 두었다. 비교 집단의 학생들은 형성평가 후, 틀렸

던 문제에 대하여 바르게 풀이과정을 서술하는 형식의 전통적인 오답노트 작성을 실시하

였다.

나. 형성평가 자료 개발

형성평가 문항은 해당 차시별로 수업에 대하여 학습자의 학습목표 도달 정도를 파악하

고 문제해결 과정에서 학생들의 풀이과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며 수학적 사고력을 요

구하는 서술형 문항을 개발하였다. 형성 평가의 문항은 수학적 의사소통이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해결 방법을 도출할 수 있는 문제, 수학의 영역에 관계없이 복합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 개별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준의 문제, 학습자의 수

준보다 한 단계 심화된 문제를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및 선행연구의 사례를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문항에 대한 검토는 사전․사후 문제해결력 검사의 검토에 참여한 교사 3명이 

하였으며, 문항의 수는 차시별로 3문제로 각 단원별로 총 12문제이다.

다. 수업 모형

<표 2> 반성적 문제 만들기 수업 모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형성

평가

실시
→

틀린 

문제 

오류 

분석

→

틀린

문제와 

비슷한 

문제 

만들기

→

반성적  

문제

검토
→

만든 

문제

해결

하기

→

만든

문제와

원 문제 

와의 

비교

→

반성 

활동지 

작성, 

수학

일기 

쓰기

반성적 문제 만들기 수업모형의 단계별 활동은, 학생들은 1~2단계(1차시)에서는 형성평

가 실시 결과, 틀렸던 문제와 그 잘못된 풀이과정을 확인하고, 풀이과정 속에서 무엇이 잘

못되었는지(구하고자 하는 것, 조건의 활용, 잘못된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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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단계(2차시)에서는 틀렸던 문제와 비슷한 문제(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수학적 용어를 사

용하여 구하는 것 또는 조건 등의 문제 정보 변경)를 만들기 후, 모둠학생들과 만든 문제

를 검토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6단계(3차시)에서는 반성적 문제와 원 문제와 

그 해결과정을 비교 하면서, 원래의 문제의 올바른 풀이과정을 기술하고, 그 과정에서 알

게 된 수학 개념과 원리를 정리하였다. 7단계(4차시)에서는 틀린 문제와 비슷한 문제를 만

들면서 느꼈던 자신의 문제 풀이 습관을 검토함으로써 문제 해결 활동을 반성해 보도록 

하였다. 

라. 반성적 문제 만들기의 지도 방안과 수업 사례 분석

임문규(1992), 채송화(2014), 황정하(2011)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반성적 문제 만들기의 

단계별 지도 방안을 다음과 같이 구상하여 실시하였다.

<표 3> 반성적 문제 만들기 단계별 지도 방안

단 계 지도 방안

원 문제의 

확인

· 틀린 문제를 이해(구하고자 하는 것, 조건)를 위해 밑줄 긋기 유도하기 

· 틀린 문제에서 오류를 발견과 틀린 문제에서 활용된 수학적 개념과      

   원리의 파악을 위해 모둠 내, 전체 학습자 간 수학적 의사소통하기

· 문제 만들기 방식의 이해를 위한 사전 안내와 학습자에게 개별 피드백하기

계획하기
· 수학적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수학적 의사소통하기

· 상황·구조, 그림, 기호 숫자 등을 변경하여 만든 문제 사례 찾아보기

반성적 

문제 만들기

· 구하고자 하는 것과 조건을 명료하게 제시, 문제의 조건과 자료 간에    

   일관성 유지, 수학적 개념을 묻는데 적절한 상황과 구조, 문법적으로 틀린  

   문제를 만들지 않았는지 검토하기(수학적 의사소통과 피드백)

만든 

문제해결하기 

· 만든 문제를 수립한 전략대로 스스로 해결하기

· 주어진 조건을 모두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는지 점검하기

· 만든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였는지 동료평가하기
만든 문제에 

대한 

수학적 반성

· 반성적 문제 만들기를 하면서 알게 된 점, 느낀 점을 활동지 및 일기쓰기

·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문제 만들기 과정 및 결과를 설명하기

반성적 문제 만들기 활동의 수업 사례를 분석하는 과정은 위의 각 단계의 지도방안에 

따른 실험집단의 모둠과 전체의 반응에 대하여 녹화하였으며, 프로토콜 분석을 실시하였

다.

5. 자료 수집

가. 문서자료

수와 연산 영역(수학 5-2)에서 5학년 학생들의 사전·사후 문제해결력 검사의 결과물에 

대하여 공분산 분석을 i-STATistics 2.01로 하였고, 수학적 태도 검사는 사전·사후 검사 

결과물에 t검증을 i-STATistics 2.01로 하였다. 보다 세밀하게 문제해결력과 수학적 태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수와 연산 영역에서 원리 학습 2차시 분량동안 원리학습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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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형성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형성 평가한 문항 가운데에서 틀린 문제를 오류 수

정하기 위한 반성적 문제 만들기 활동지(Ⅰ·Ⅱ)를 학생들이 기록하게 하였다.

나. 관찰자료

반성적 문제 만들기 활동을 학생들의 사전지식과 태도, 활동 중의 활동의 참여정도, 자

연스러운 학습상황의 관찰 내용, 교사-학생간의 대화, 학생 간의 대화를 기록하였다. 활동 

후의 학생들의 수학적 문제 풀이 습관의 변화를 중심으로 관찰 후에 기록하였다. 관찰자

료 중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설명하였고, 참여자들이 모둠 간 토의에서 반성적 문제 만

들기 결과물을 분석하고, 그 분석한 내용을 전체 학급 토의에서 모둠별로 발표한 것을 정

리하였다.

Ⅳ. 결과 분석

1. 문제해결력 검사 분석

반성적 문제 만들기 활동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 실시한 사전·사후 검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사전 문제해결력 검사 결과

<표 4> 사전 문제해결력 검사 결과

집단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 p

비교집단 81.548 7.131 31
0.894 0.378

실험집단 82.903 9.435 31

실험집단과 비교 집단이 동질집단인지를 판명하기 위하여 사전 문제해결력 검사를 실시

하였고  평균 점수의 차에 대하여 t 검정을 하였다. 그 결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처치 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문제해결력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t=0.894, p=0.378).

나. 사후 문제해결력 검사 결과

교수법 사례수

사전 

문제해결력검사(공변량)

사후 문제해결력 

검사

사후 문제해결력 

검사(조정)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비교집단 31 81.548(7.131) 81.548(8.683) 81.626(1.561)

실험집단 31 82.903(9.435) 86.194(8.631) 86.116(1.561)

<표 5> 사후 문제해결력 검사 결과

사후 검사는 사전 검사를 공변량으로 설정하고 독립변수를 교수법 (반성적 문제 만들기

와 전통적 교수법)으로, 종속변수를 사후 문제해결력으로 설정하여 통계치를 얻었다. 사전



배  준  환  ‧  박  만  구320
검사결과, 실험 집단의 평균은 82.903이었고, 실험 처치 후 조정된 실험집단의 평균은 

86.116로, 평균이 3,213이 증가 하였고, 실험처치 후의 조정된 비교집단의 평균인 81.626보

다 4.49가 높은 평균치를 보여주고 있다. 

<표 6> 사후 문제해결력 검사의 공분산 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제곱평균 F p

사전 문제해결력검사(공변량) 54.963 1 54.963 0.730  0.378

사후 문제해결력검사(조정) 310.392 1 310.392 4.123* 0.047

잔 차 4441.553 59 75.281

합계 4830.968 61

* p < 0.05

사전 문제해결력 검사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사전 검사 결과를 공변량으로 실시한 사

후 문제해결력 검사의 공분산 분석 결과, 교수법(반성적 활동의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p < 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F=4.123, df1=1, df2=59, p=0.047). 

2. 수학적 태도 검사 분석

가. 사전 수학적 태도 검사

반성적 문제 만들기 활동을 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동질성을 판명하기 위해 사전 

수학적 태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수학적 태도에 대하여 t검증을 하였다. 수학적 자

신감, 수학에 대한 호기심, 수학적 가지에 항목에서는 실험집단의 평균이 다소 높고 융통

성, 의지력, 수학적 반성 항목에서는 비교적 집단이 높았지만,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 유

의미한 차이가 없으므로 동질 집단임을 확인하였다.

집단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 p

자신감
실험집단 13.581 1.747 31

1.141 0.263
비교집단 13.129 1.893 31

융통성
실험집단 14.032 2.057 31

-0.141 0.889
비교집단 14.097 1.620 31

의지력
실험집단 12.613 1.430 31

-0.099 0.922
비교집단 12.645 1.380 31

호기심
실험집단 12.742 1.210 31

1.378 0.178
비교집단 12.355 0.950 31

수학적 

반성

실험집단 13.258 1.154 31
1.266 0.215

비교집단 12.903 1.326 31

수학적 

가치

실험집단 13.516 1.480 31
1.173 0.250

비교집단 13.161 1.098 31

<표 7> 사전 수학적 태도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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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집단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 p

자신감
사전검사 13.581 1.747 31

-1.841 0.071
사후검사 14.452 1.287 31

융통성
사전검사 14.032 2.057 31

-0.470 0.640
사후검사 14.258 1.316 31

나. 사후 수학적 태도 검사

<표 8> 사후 수학적 태도 검사 결과

영역 집단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 p

자신감
실험집단 14.452 1.287 31

2.018 0.053
비교집단 13.806 1.250 31

융통성
실험집단 14.258 1.316 31

0.745 0.462
비교집단 14.065 1.063 31

의지력
실험집단 13.548 0.925 31

2.301 0.029*
비교집단 12.903 1.248 31

호기심
실험집단 13.065 0.854 31

0.722 0.476
비교집단 12.871 0.957 31

수학적 

반성

실험집단 14.065 1.063 31
3.503 0.0015**

비교집단 13.387 0.882 31

수학적 

가치

실험집단 13.581 1.232 31
1.922 0.064

비교집단 13.032 0.795 31

(* p < 0.05), ** p < 0.01)

수학적 태도의 사후검사는 반성적 문제 만들기 활동을 한 후,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수학적 태도에서 어떤 향상이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결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사이에 사후 수학적 태도 검사의 평균의 t검증을 하였다. 하위 변인 

6개 모두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평균이 높으며, 사전 수학적 태도 검사에서 비교집단

이 실험집단보다 높았던 융통성과 의지력 영역에서도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평균이 높

았다. 수학적 태도 가운데 의지력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p < 0.05 수준에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t=2.301, df=30, p=0.029). 수학적 반성 영역에서는 통

계적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t=3.503, df=30, p=0.0015). 하지만, 자신감, 

융통성, 호기심, 수학적 가치 영역에서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수학적 태도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다. 

다.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수학적 태도 검사 비교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수학적 태도 검사를 t검증한 결과, 수학적 태도의 모든 영역에 

걸쳐 사후검사의 평균이 사전검사의 평균보다 높았다. 종합적인 사전․사후 수학적 태도검

사를 비교해보면, 성적 문제 만들기 활동이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지 못했다.

<표 9>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수학적 태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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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력
사전검사 12.613 1.430 31

-3.169 0.002**
사후검사 13.548 0.925 31

호기심
사전검사 12.742 1.210 31

-1.318 0.193
사후검사 13.065 0.854 31

수학적 

반성

사전검사 13.258 1.154 31
-2.726 0.008**

사후검사 14.065 1.063 31

수학적 

가치

사전검사 13.516 1.480 31
-0.162 0.872

사후검사 13.581 1.232 31

종 합
사전검사 13.290 1.513 31

-1.614 0.112
사후검사 13.828 1.112 31

틀린 문제 및 잘못된 풀이과정

(** p < 0.01)

실험집단의 수학적 태도 가운데, 자신감, 융통성, 호기심, 수학적 가치의 영역에서는 유

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지만, 의지력과 수학적 반성에 있어서는 유의수준 p < 0.01에

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이 단기간에 걸쳐서 시행이 

되었지만, 본 활동의 자료가 가진 특성이 수학의 반성적 태도에 초점을 둔 것이고, 수학 

문제의 해결과정을 되돌아보는 과정에서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수학적 태도를 함양

했기 때문이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한 영역에서도 반성적 문제 만들기 활동이 

참여자에게 있어 수학적 호기심을 자극하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으

며, 수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지는데 기여하였다.

3. 반성적 문제 만들기 활동 실태 분석

수학교과서 5-2의 수와 연산 영역에서 학생들이 반성적 문제 만들기 활동을 하는 과정

에서 나타난 수학적 반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반성적 문제 만들기 활동지 (Ⅰ·Ⅱ)와 

수학 일기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먼저 활동지를 통한 문제해결 능력과 수학적 태도의 변

화에 대한 몇 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문제 해결력 

다음 활동지와 수학 일기는 분수와 소수, 분수의 나눗셈, 소수의 곱셈, 소수의 나눗셈 

단원에서 반성적 문제 만들기 활동 중 대표적인 몇 사례를 열거한 것이다. 그리고 참여자

들이 모둠 간 토의에서 반성적 문제 만들기 결과물을 분석하고, 그 분석한 내용을 전체 학

급 토의에서 모둠별로 발표한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1) 문제 이해 능력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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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학생의 반성적 문제 만들기 활동지

A학생은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차를 구하는 문제로, 올바르게 분수를 소수로 변

환하는 과정에서 수를 바르게 선택하여 소수의 뺄셈을 하였지만, 기약 분수로 고쳐서 답

을 표기하지 않아 오답을 하였다. A학생은 면담결과‘기약 분수로 나타내라’는 조건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여 오답을 하였다고 말하였다. A학생은 비슷한 문제 만들기에서 숫자 

카드에서 숫자를 선택하여 소수를 만들고, 만든 소수들의 가장 큰 소수와 가장 소수의 차

를 구하는 조건을 명료하게 제시하였다. 그리고 만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바르게 활

용하여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였다. A학생은 비슷한 문제를 만들면서‘한번 씩 모두 카

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과‘소수 둘째자리’라는 조건을 제시하여 원문제의 수학적 

개념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2) 상황 이해 능력

틀린 문제 및 잘못된 풀이과정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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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B학생의 반성적 문제 만들기 활동지

B학생은 소수의 나눗셈(자연수÷자연수)을 할 수 있지만, 문제 상황을 잘못 이해하여 문

제를 풀이했기 때문에 오답을 범하였다. 그래서 B학생은 자신이 알고 있는 수학적 개념을 

정립하고, 문제 만들기를 위해 상황과 조건을 변경하였다. 원 문제와 만든 문제를 살펴보

면, 주어진 조건의 차이(원모양과 일직선)를 두되, 같은 수학적 원리를 적용하여 바르게 문

제를 해결함으로써 오류를 스스로 수정하였다. B학생은 문제 만들기 활동 전·후에도 수

학적 호기심이 많아 궁금한 것을 자주 질문하고 학생들과 수학적 의사소통의 빈도가 높아 

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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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수학일기

나. 수학적 태도의 변화

1) 수학적 반성 능력의 향상(A학생)

 2

차

시

6

차

시

[그림 3] A학생의 반성적 문제 만들기 활동지

A학생은 문제에서 조건을 다시 파악함으로써 오류 수정을 하기 위해 문제를 새롭게 만

들었고, 소수의 첫째자리와 둘째자리의 위치가 있는 자릿값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또한, 

다른 문항에 대한 문제 만들기 활동 분석과 해결을 통하여 분수의 나눗셈을 하기 위한 계

산 알고리즘을 스스로 알게 되었다. 그리고 문제 풀이 습관에 대하여 자기 평가를 하면서 

알아보기 쉽게 풀이과정을 필기해야 함을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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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수학일기

[그림 4] A학생의 사전·사후 수학일기 비교(수학적 반성)

A학생은 최소공배수에 대한 개념과 최소공배수를 구하는 원리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으며, 약분과 통분의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구자들이 출제한 서술형 문항에 대하여 해결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바

르게 오답노트 작성을 하지 않고 친구의 풀이 과정을 단순하게 베껴 써서 오답노트를 작

성했다거나 문제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오류를 방치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의 수학일지에서는 활동 이전의 오답노트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올바른 식과 

답만 찾아서 필기하는 식으로 오답을 고쳤지만, 반성적 문제 만들기 활동을 하면서 체계

적으로 오답을 수정해가면서 문제이해와 오답을 고치는 습관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A학생은 활동을 하기 전에는‘왜 이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의

구심과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였지만, 반성적 문제 만들기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문제의 

유형에 따라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이 길러졌다는 점과 오답노트의 다양한 방식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2) 수학적 반성 능력의 향상(C학생)

사전 수학일기 사후 수학일기

[그림 5] C학생의 사전·사후 수학일기 비교(수학적 반성)

3) 자신감 및 수학적 의지의 향상(C학생)

사전 수학일기 사후 수학일기

[그림 6] C학생의 사전·사후 수학일기 비교(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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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수학일기 사후 수학일기

[그림 7] C학생의 사전·사후 수학일기 비교(의지)

활동 전, C학생은‘수학이 벽’이라고 생각할 만큼 수학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가

지고 있었지만,‘나의 상식과 공부로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대목에서 자신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수학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 풀이 습관 중 신중하지 못하고 노력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였을 

알 수 있다. 사후 수학 일기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은 문제 미해결 및 계산 실수를 범하였

는데 문제해결 과정 에서 범하는 실수를 줄이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반성적 문제 만

들기 활동을 하나의‘수련’과정이라고 생각하며 문제해결에 대한 실패를 발전을 위한 긍

정적인 수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아울러 자신이 알고 있는 수학적 내용도 이번 활동

을 통해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였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반성적 문제 만들기 활동을 구안하였고, 반성적 문

제 만들기 활동을 적용하여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문제해결력과 수학적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알아보았다. 반성적 문제 만들기 활동 후 사전․사후 문제해결력 검사와 

얻은 학생들의 자료인 반성적 문제 만들기 활동지, 수학일기를 분석하여 얻을 결과를 바

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반성적 문제 만들기 활동은 문제해결력 향상에 효과적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반

성적 문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주어진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습관을 키웠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선별하고 활용하는 능력

을 신장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 능력에 따라 문제해결력 결과를 분석해보면, 

문제해결력이 향상된 정도는 성취도 수준별로 차이가 있었다. 문제해결력의 향상 정도가 

큰 학생들은 문제 만들기 활동을 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수학적 오류를 범한 이

유가 계산과정에서 나타난 단순 오류였다. 그리고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알고 있으나 그

것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수준에 맞는 반성적 문제를 만들

어서 문제해결력이 향상되었다. 문제해결력의 향상 정도가 작은 학생들은 수학에 대한 부

정적인 태도(불안감, 두려움)를 강하게 가지고 있었으며, 문제 만들기 과정 자체에 대한 이

해 부족, 원 문제에서 제시된 수학적 지식의 부족 및 틀린 문제 속에서 오류 요인을 분석

하는 능력 면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반성적 문제 만들기 활동을 거듭하는 동

안, 전반적으로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문제 이해력, 분석력이 개선되었다. 반성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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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기 과정에서 학생들은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정립할 수 있었고, 문제를 분석하는 능

력을 키워 문제해결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또한,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오류 수정을 자연스럽게 하도록 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주도적 학

습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었다.

둘째, 반성적 문제 만들기 활동은 학생들의 수학적 의지를 향상시키고 반성적 사고를 

촉진시킨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학습자 자신이 틀린 문제에서 오류 요인을 분

석하고 이를 반성적 문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수학 문제를 풀이하는 

습관을 꾸준히 점검하고 개선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학습자는 반성적 문제가 올바르게 만

들어졌는지 점검하고 이것을 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토의 활동에서 타인과의 수학적 의사

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과 더불어 끝까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아

울러, 학생들은 일반적인 문제 만들기 형태보다 발전된 형태인 반성적 문제 만들기 활동

에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참여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오류를 수정하는 즐거움

과 문제를 해결했다는 성취감을 맛보는 과정에서 수학적 불안을 해소하고 자신감을 회복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수학적 개념과 원리, 수학적 용어를 명료하게 문

제를 만들고, 토의 활동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문제 해결이 교과서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한다는 박교식(2015)의 지적처럼, 앞으로 수

학과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서 문제해결과 반성적 문제 만들기가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생활의 문제를 대상으로 한 수학 수업에서 문제 만들기의 효과적

인 적용을 위하여 모델링을 포함한 모델링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므로(오영열, 2013), 교사

들이 수학 수업에서 협력적 문제해결(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3)을 포함한 문제 만들기에 대한 다양한 현장 적용을 시도할 필요가 있

다. 그리고 다양한 학생의 수준에 적합한 반성적 문제해결에 대한 지도 방안에 대한 연구

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문제해결을 단순히 기능적인 측면

을 강조하여 지도하는 것을 지양하고, 보다 넓은 범위에서 Stanic과 Kilpatrick(1989)의 삶과 

사회의 현상을 보고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하는‘예술로서의 문제해결’(p.18)로서의 문제

해결의 지도를 위하여 다양한 자료의 개발과 함께 교사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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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Reflective Problem Posing Activities on Students’Problem 

Solving Ability and Attitudes toward Mathematics

Bae, Jun-Hwan4); & Park, Mangoo5)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mathematical errors and the effects of 

reflective problem posing activities on students’mathematical problem solving abilities 

and attitudes toward mathematics. We chose two 5th grade groups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to conduct this research.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obtain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reflective 

problem posing activities are effective in improving students' problem solving abilities. 

Students could use extended capability of selecting a condition to address the problem to 

others in the activities. Second, reflective problem posing activities can improve students' 

mathematical willpower and promotes reflective thinking. Reflective problem posing 

activities were conducted before and after the six areas of mathematics. Also, we 

examined students’mathematical attitudes of both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about self-confidence, flexibility, willpower, curiosity, mathematical 

reflection, and mathematical value. In the reflective problem posing group, students 

showed self check on their problems solving activities and participated in mathematical 

discussions to communicate with others while participating mathematical problem posing 

activities. We suggested that reflective problem posing activities should be included in 

the development of mathematics curriculum and textbooks.

Key Words: reflective problem posing, problem solving, mathematical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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