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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성인학습자를 위한 수리문해 프로그램 개발
1)

이 형 주 (한성대학교 교수)

고 호 경 (아주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후기성인학습자를 위한 수리문해 프로그램 개발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수리문해의 성격을 조명하고

이를 통해 후기성인학습자들을 위한 수리문해 학습 내용을 선정하였다. 또한 선별한 수학 내용을 후기성인학습자의

경험에 기반한 실생활과 연관 지어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수리문해 프로그램을 후기성인학습자들에게

적용한 결과 학습초기 흥미와 같은 정의적 영역의 변화를 동반하며 학습이 지속됨에 따라 수학적 정형화 단계를 거

쳐 수학적 정교화가 발현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후기성인들의 경험에 기반하여 후기성인을 위한

산술을 수리문해 측면에서 재정의함으로서, 비형식적인 후기성인학습자들의 문제해결과정을 정교한 수학적 문제해결

해결로 정당화시킬 수 있도록 후기성인학습자의 수학적 정교화에 기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Ⅰ. 들어가는 말

최근 고령화 사회로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은 이제 일반적인 사회 인식으로 자리잡았다. 현대와 같은 지식기반

사회의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은 노년기 교육으로 시작된다. 노년기 교육는 이미 1965년 폴 랑그랑(Paul

Lengrand)의 「생애교육론」을 시작으로(UNESCO, 1965) 노년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해왔다(예, 고호경, 2009). 노

년교육은 최근 건강, 취미 등 개인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붐이 일어날 만큼 그 연구가 진화되어 학계에서도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이 현실화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식 정보

사회답게 넘쳐나는 정보들은 우리로 하여금 유용한 정보 활용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한다. 지식기반 사회, 고

령화 사회 등의 이슈에서 우리는 노년기 학습자들의 수리지식 활용 증대로 인한 수학교육의 필요성과 마주한다.

본 연구는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거대 담론 아래 수학교육의 관점에서 노인교육을 바라보고자 한다. 일

찍이 고호경(2010)은 실버수학의 자료 개발과 그 효과성에 대한 연구로 노인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정복

(2015)은 노인교육의 학제 간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후기성인을 대상으로 한 수학교육

의 경우, 현 시대적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후기성인학습자의 실질적인 수학학습과 그 체계를 위한 연구로서 다음의 세 가지 전제에서 출발한

다. 첫째, 후기성인학습자의 삶을 기반으로 한 수리문해(numeracy)로 경험기반의 실생활 관련 수리활동을 위한

수학교육이다. 둘째, 후기성인학습자에게 필수적인 뇌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한 수학교육이다. 셋째, 현재의 중장

년층이 향후 노년세대를 맞이하게 되는 시대적 가변성을 고려한 수학교육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학습자, 즉 후기성인학습자가 수학의 기능적 관점을 중심으로 경험이 반영된 실생활

맥락에 따라 수학 지식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돕는 수학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고에서는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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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 프로그램이 후기성인학습자들에게 어떤 변화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향후 성인의 경험기반 수학 프로그램

개발 및 교수학습 방안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수리문해(Numeracy)는 Cockcroft(1982)의 수리문해를 두 개의 특성으로 설명한다. 하나는 일상

생활에서 요구되는 수학활동에서의 개인적 능력, 다른 하나는 수학적 용어를 나타내는 그래프, 표, 단위 등과 같

은 몇몇 정보들에 대한 적절한 이해력이다. 수리문해는 기능적 수리문해(functional numeracy)를 포함한 수리적

기술의 접근을 위하여 수행 및 실천으로 정의한다. 또한 본 연구의 수리문해는 기본적으로 코크로프트 보고서

(1982)와 Evans(2000)가 제시한 의미를 따른다.

Ⅱ. 이론적 배경

1. 성인의 수리문해

수리문해(numeracy)는 문해(literacy)와 같은 맥락에서 ‘수리분야에서의 문해’ 를 의미한다. 수리문해는 1959년

잉글랜드의 크로우더보고서(Crowther report)로 시작되며, 수리문해를 구성하는 기초적 요소는 수, 돈, 백분율,

계산기의 사용, 그래프의 표현, 공간 개념, 비율, 통계가 포함된다(Coben, 2006). 이 보고서는 사실상 성인의 수리

문해를 성인수학으로 공표하였으며(Coben, 2006), 성인의 기본수학교육과정 가이드(Evans, 1983)는 수리문해를

기본 골자로 구성한 성인수학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성인 삶에 기초한 표준적인 문해력과 수리력을

향상을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성인수학핵심교육과정(adult numeracy core curriculum)(DfES, 2001)을 구성한다

(Coben, 2006).

1990년대 성인수학 교육과정이 시작되면서, 2000년대에 비로소 성인 삶을 토대로 한 산술적 기술이 정의되었

다. 코크로프트 보고서(1982)는 성인의 일상에서 요구되는 수리적 활동을 사실상 성인수학으로 공론화하였다. 이

후 성인을 위한 수리적 활동은 수학의 기능적 관점을 중심으로 연구와 활동을 지속하던 중, 2004년 기능수학

(functional mathematics)이 영국에 등장했다(Smith, 2004).

기능수학은 수학의 기능적 관점을 가진 수학적 활동이다(Smith, 2004). 새로운 주제인 기능수학은 성인의 수

리문해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했던 영국에서조차도 그 정체성이 모호하기도 하였다(Coben, 2006). 그러나 유네

스코(UNESCO)는 수리문해(numeracy)라는 용어를 국제 분류 표준화 교육(UNESCO, 1997)과 함께 기본적인 수

준에서 읽고 쓰는 능력을 수리능력과 연결하고 있으며, 산술 능력 중 기능적인 측면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었다.

Manly & Tout(2001, p81)은 성인의 문해력과 실생활 기반의 수학기술(adult numeracy & mathematics skills)

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지식과 기술의 ‘다양한 상황에서 수학적 요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수 항목’

이라는 전제로, 다음의 다섯 가지 필수 요소에서 시작된다. 내용은 ①일상생활, 사회적 생활과 같은 현실적 맥락

에서 상황이나 문제의 관리, ②수학적 해석, 소통 상황에 반응, ③수량과 번호, 모양에 대한 패턴, 데이터 및 확

률, 일상에서의 모든 수학적 정보, ④숫자와 기호, 식, 물체와 사진, 그래프, 도표, 다이어그램과 지도 등의 수학

적인 정보의 표상, ⑤맥락에서의 문해력, 수학적(통계적)지식과 이해, 수학의 문제해결 능력 등을 포함한 기본지

식과 추론의 가능이다. 이 다섯 가지 필수 요소는 앞서 발간되었던 Evans(1983)의 성인기본수학교육과정 가이드

(adult basic education mathematics curriculum guide)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수리문해와 수학 사이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다. 이는 성인이 성인의 삶을 기반으로 한 수리적 문해와

실질적인 수학기술을 포함한 성인의 수학학습을 개념화 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의 수학기술은 산술

(arithmetic)로 접근할 수 있는데, Wedege 외(1999)는 이 작업을 재정의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그림 Ⅱ

-1]과 같이 수리문해는 산술을 비롯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수학을 포함한다(Hoogland,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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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수리적이고 기능적인 수학의 개념 발전(Hoogland, 2011, p.5) 

기능수학의 개념을 규명하고자 한 연구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인의 수학과 산술, 수리문해의 관계는 그

경계가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이 관계의 모든 이론은 교육 뿐 아니라 전문 분야에 중첩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FitzSimons et al, 2003). 성인의 수학과 산술, 수리문해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산

술의 기술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으로 나누어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Evans, 2000).

예를 들어 산술의 기술적 측면과 관련하여 두 자리 수의 곱셈이 곱셈 알고리즘의 사용을 오류 없이 수행해

나가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학습자에게 수학기술과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것 모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

했다(Glenn, 1978, Evans, 2000에서 재인용). 여기에서 맥락은 대부분 모호하다. 반면, 기능적 측면에서의 맥락은

수학적 맥락의 범위에서 적용 가능하다. 그들은 직업 교육과 같은 성인의 생활 범주에서 수학을 배우는 것에 기

초하며, ‘전이’로서의 수리적 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같은 수학적 내용을 가진 다른 맥락’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Rees & Barr, 1984).

Evans(2000, p12)는 수학의 기능적(functional numeracy)측면에 대해 ‘그들은 문자를 함께 다루기 위해 실생

활 상황에서 문자 능력 뿐 아니라 수리적 작용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수리문해를

원한다’고 하였다. 이는 수학이 소통의 용도로 사용되는 방법을 나타낸 것으로서 설명과 예측 등을 모두 함축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수와 관련한 평가치(estimation)와 근사치(approximation)가 허용되는 숫

자와 같은 감각적인 느낌들을 강조하였다.

수학의 기능적인 측면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고찰해야할 내용을 반영한다.

첫째,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감각적인 평가치와 근사치는 수리기술에 태도와 같은 개인 역량으로 자신감

과 수학적 친밀도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성인의 수리활동은 수행적이며 실천적이다. 이는 개인의 삶의 맥락에

서 이루어진다. 셋째, 그들의 산술의 개념은 수리기술과 더불어 산술의 맥락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은

수학을 소통의 용도로 사용하는 데 있어 내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Evans(2000, p10)는 코크로프트가 수학교육 분야에서 수리문해(numeracy) 영역을 공론화하는데 성공했다고

보고한다. 그 근거로 수리문해(numeracy)라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였으며, 위원회의 관점이 수리기술이 사용되

는 맥락을 수학적 활동의 본질로 제시하고, 이것이 수학적 활동에 유의미하다는 사실에 기의하였다. 또한 수학에

서의 ‘소통(transfer)’은 ‘수리문해 기술(numerical skills)’의 접근만큼 단순하지 않은 문제로서 이를 위하여 수리

문해(numeracy)를 정중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2. 경험기반의 실생활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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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교육자들은 경험기반의 실생활 수학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고찰하였다. Ernest(1991)는 학습자들의 실

생활 맥락에서의 경험을 중시하였으며, 수학의 해석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그는 수학을 사회적 관점에서의 해석

을 중시하였다. 수학이 오류를 허용하지 않는 객관적 지식으로 가정한다면, 수학은 사회적 책임을 갖지 않기 때

문에 사회적 맥락에서 해석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Ernest(1991)는 수학이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전제

에서 정의된다면 수학은 사회적 탐구의 과정으로 볼 수 있어 수학이 함축하고 있는 가치에 직면한다고 주장하

였다. 이수진·황우형(2009)은 인간의 사고는 그 사고가 발생하는 맥락에 제한된다고 보고, 인지 활동에 대한 맥

락적 요소를 강조하였다.

Lindman(1926, 김동진ㆍ강대중 역, 2013, p.6., p.17)은 성인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이며, 경험은 발달

하는 지성을 획득하는 수단이라 정의하였다. 이렇듯 성인교육에서 경험의 중요성은 늘 강조되어 왔다. 이처럼 경

험을 통한 학습을 경험학습으로 정의하여 연구한 학자들도 있다. 김한별 외(2010, p8)는 경험학습이란 말 그대로

경험에 의한, 경험을 통한 학습이라 하였으며, 경험은 우리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만큼 매우 포괄적인 의

미를 담는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경험은 시간적으로 우리의 생애발달 전 단계에 녹아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생하

고, 공간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영역에서 언제든지 접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일반 사람들은 다양하고도 반복적인 경험을 통하여 이를 성찰하고 그 결과로 새로운 지식을 구성한다

(Merriam 외, 2007). 이는 구성주의적 접근으로 대상은 학습자의 경험을 통한 유의미한 결과의 생성 과정에 있

다고 보았다(Merriam 외, 2007).

Kolb(1976)와 Kolb(1981, 1984, 재인용 Tennant, M., 2006, p.87)는 ‘경험을 통한 학습양식’을 분류하여 접근

방법을 개발하였고, Tennant(2006, p.87)는 그의 저서 「Psychology and Adult Learning」에서 Kolb의 학습양식

(Learning style)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는 학습을 구체적 경험, 관찰, 가설의 공식화, 몇몇 이론의 반응, 그리

고 마지막으로 수행을 통한 이론의 실험에서 이들은 모든 학습은 적어도 두 차원의 갈등이 존재한다고 보고하

였다. 그 중 하나는 구체적 경험과 추상적 개념화가 동시에 발생하고, 반복적인 수행에서 반영적 관찰이 일어나

이상적인 학습자는 양 차원을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다(Tennant, M., 2006, p.87)고 보고한 바 있다.

Choi와 Hannafin(1995), Young(1993)과 같은 인지에 대하여 연구한 학자들 또한 경험을 기반으로 실생활 맥

락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의 유의미성을 논하였다. 이들은 학습자들이 그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습득하여 이룬 학

습 결과물들은 그들의 경험과 분리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이들 지식은 학습자가 실생활 맥락에서 상호작용할

기회를 가지며, 경험에서 같은 주제를 체화하는 것으로 획득된다고 하였다. 또한 정보 처리에 있어 지식은 단순

히 기억하기보다 맥락에서 사고하는 것 등을 강조하였다.

Ernest(1991)는 수학이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될 때, 학습자들로 하여금 유의미한 경험 맥락에서 수학적 지식

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위의 ‘의미 있는 맥락’이란 ‘실제적 맥락’을 의미하며, 실제적 맥락에서의 학습은 Dewey가 보고한 내재적 가

치와 수단적 가치로 나뉜다. Dewey(1916)는 교과의 내재적 가치 여부가 수단적 가치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기준

이 되며, 교육의 근본적인 역할은 교과들의 지식이 잘 연결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 하였다.

강흥규(2005)는 Dewey와 Freudenthal의 관계를 언급하였다. 강흥규(2005)에 따르면, Dewey는 경험적 성장이

점진적인 조직화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또한 Freudenthal은 현실적 맥락을 포함하여 수학화가 이루어

져야 하며, 학생의 현실적 맥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수학적 내용에서 형식화가 시작되어야 한다(정영옥,

1997; 강흥규, 2005)고 하였다.

Freudenthal(1991) 또한 수학화가 일상생활을 수학화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하며,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맥락은

매우 단순명료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학적 본질에 초점을 두고 수학적 내용을 조직화해 나가야 한

다고 주장했다. Freudenthal(1991)은 수리문해가 일반적인 문해와 대응되어 왔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의사소통에

요구되는 역량이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의사소통을 위하여 ‘모두를 위한 수학’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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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학습을 통한 서로간의 소통을 통하여 배움이 강화된다고 주장하였다(Freudenthal, 1991; Illeris, 2003, 2004).

이들은 협동학습이 성인 삶의 연습이며, 이에 모든 사람을 위한 수학은 경험이 반영된 수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하였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후기성인학습자의 경험을 반영하기 위하여 학습자에게 친숙한 소재를 활용하

여 수학적 상황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된 수학적 상황을 경험기반

의 실생활 수학이라 정의한다. 이것은 Evans, Jeff(2000)의 기능적 수리능력(functional numeracy)을 지칭한 수행

적/실천적 수학(practical math)을 의미한다. 또한 Evans, John(1983)의 생활수학(PA)과 기초수학(PF), 그리고

FitzSimons et al.(2003)과 그 맥을 같이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후기성인을 대상으로 한 참여관찰 수업의 방법론적 지표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인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이형주, 2017)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학습자로, 한글과 숫자

를 읽고 쓰는 데 큰 무리가 없으며 거동에 불편함이 없는 학습자로 한정하였다. 또한 30분 이상 수학 학습이 가

능한 학습자를 연구대상자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는 교수실험을 통하여 획득된 학습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

발된 초기 수리문해 프로그램으로 참여관찰 수업을 진행하였다. 참여관찰 수업은 모둠수업의 형태로, 2015년 말

부터 2016년 초에 걸쳐 실시하였다. 본 수업은 약 6개월에 걸쳐 20차시로 진행되었다. 그 중 지필프로그램 수업

이 12차시, 스마트 프로그램 수업이 8차시로 진행되었다.

문헌연구 이론적 배경
수리문해

경험기반의 실생활 수학

⇊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개발

초기 콘텐츠 개발

교수실험 및 학습자 요구분석

수리문해 프로그램 초기 개발

프로그램 적용 참여관찰 수업

⇊

수정반영 프로그램 수정보완 학습자들의 변화 양상 관찰

⇊

최종개발 수리문해프로그램 개발

<표 Ⅲ-1> 연구절차

2. 분석도구

분석도구는 후기성인학습자들의 개인별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K-mmse 사전 사후 결과와 Muir 외

(2008)를 기반으로 수학적 정교화를 파악하는 등 인지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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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ir 외(2008)는 학습자의 수학문제해결 과정이 얼마나 정교화 되고 있는지 문제해결 행동 패턴을 중심으로

관찰하여 변화 양상에 따라 수학적 정교화를 보고하였다. Muir 외(2008)는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학습자들의 행

동 패턴을 소박한(naive), 정형적인(routine), 정교한(sophisticated) 문제해결행동 3개의 범주로 나누고, 각각의 특

성들을 관찰하여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분석도구를 활용하고, 학습자들의 개인별 경향을 파악하여 인지적

변화를 분석하였다<표 Ⅲ-2>.

분석 기준 분석방법

K-mmse K-mmse 사전·사후 총점 비교

노인 경도인지장애
선별 평가지 노인 경도인지 장애를 위한 선별 평가 사전·사후결과

Muir 외(2008)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학습자들의 행동 특징

소박한(naive) 문제
해결 행동

Ÿ 경험했던 유사한 문제 해결이 어려움
Ÿ 수 조작하기에서 하나 또는 두 개의 전략에만 의존
Ÿ 대답을 재빨리 하는 것과 자신감을 동일시
Ÿ 메타인지 사고가 쓰기나 의사소통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향

정형적인(routine)
문제 해결 행동

Ÿ 자신감 부족을 표현
Ÿ 하나의 전략이 작동하지 않은 때 전략을 바꾸지 않으며, 한 가
지 방법에 집중

정교한(sophisticate
d) 문제 해결 행동

Ÿ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확인하며, 문제 해결 능
력에 자신감을 나타내는 경향

Ÿ 수학적 구조에 따라 유사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쓰기와
의사소통 모두에서 높은 점수

<표 Ⅲ-2> 인지적 변화 분석기준 

Ⅳ. 수리문해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

1. 선행연구의 반영

본 연구는 후기성인학습자를 위한 수리문해 프로그램 개발 연구로서 이론적 기반을 위한 선행연구 결과를 본

연구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첫째, 수학의 기능적 관점에서 후기성인세대를 위한 산술로서의 성인의 수리문해를

재정의 하였다. 이에 산술의 기원과 그 의미를 파악하고, 선행연구를 통하여 후기성인학습자에게 필수적으로 요

구되는 수학적 소양으로 계산력, 수학적 표상, 수학적 표현 및 의사소통, 수학적 연결을 도출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후기성인학습자와 초·중등학생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후기성인학습자의 경험을 꼽았다.

이에 경험을 중심으로 한 경험과 학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교육은 경험의 계속적인 재구성(Dewey, 1938)으로,

후기성인학습자의 선행 경험을 기반으로 수학 활동이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연합과 조절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수학적 활동은 축적되며, 통합된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인 후기성인의 다양한 경험으로 구성

된 실생활 맥락의 학습소재는 후기성인학습자들의 경험에 중점을 두었다.

셋째, 후기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수학적 연구의 부재로 본 연구의 설계가 다소 미흡하여, 이를 보완하고

자 노인교육에 대한 메타분석(이형주, 2017) 결과인 연구 대상과 연구방법, 즉 연구대상의 표집, 지역 및 기관,

측정 도구, 실험 수업 시간 및 기간 등을 본 연구에 적용하여 설계하였다.

2. 교수실험을 통한 학습자 요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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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enfeld(2000)는 교수실험이 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습자들의 문제해결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여 학습 도구로

서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교수학습 현상에 이론적 근거를 두어 기술할 수 있다는 점에 교육적 의의가 있

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교수실험은 교육현장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교육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용 가능한 연

구방법으로 다양한 교육 현상을 해석할 때 사용한다(Lesh & Clarke, 2000).

본 연구에서 교수실험은 후기성인학습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수학적 활동을 상호작용을 통하여 실제적

맥락을 연구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후기성인학습자들의 비형식적 문제해결 과정을 정교한 수학적 과정으

로 정당화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본 프로그램은 이를 반영함으로서 후기성인학습자의 수학적 정교화에 기여

하였다.

위 교수실험에서 후기성인학습자들은 다음의 특성을 나타냈다. 인지적 측면에서 학습자들이 낯설어하는 계산

식, 기호, 수학 활동 등이 나타났으며, 학습자들의 경험이 반영된 상황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예를 들면, 수

읽기 단원에서 258을 읽기를 수행한다. 258을 읽기 어려운 경우 258원으로 화폐단위를 활용한 실생활 맥락을 제

공하였다. 학습자들은 258을 읽을 때 주저하거나 읽기를 꺼려하거나 아예 읽기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화폐단

위 258원을 같이 제시해 주었을 때는 이백 오십 팔원을 읽는 데 무리가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학습자의 경험에

서 비롯된 비형식적 학습이 수학의 형식적 절차와의 차이점을 보인 것이다.

이와 같이 후기성인학습자들이 계산하는 과정에 있어 경험에 따라 축적된 수학적 활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의적 측면에서는 후기성인학습자들의 강한 학습 욕구를 나타냈으나, 신체적 특성에 따른 압필력과 운필력이

약하였고, 눈의 피로도를 호소로 이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였다.

3. 교수-학습 설계

참여관찰 수업에 참여한 후기성인학습자들은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학습자 요구분석에 따라 경험기

반의 학습 소재를 활용하고, 서로의 상호작용을 위한 모둠을 통하여 협동학습, 또래교수학습을 유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교수-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습자들의 반응이나 관찰되는 모든 변화들에 대하여 교육현

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계 학습 소재

지필 프로그램

1단계
과일, 시계, 전자시계, 휴대폰, 야채그림, 시계, 전자시계, 홍시, 송편,

동전지갑, 현금, 마당놀이 등

2단계

평생학교, 노인학교, 가을축제, 시장, 시루떡, 송편, 녹두전, 항아리,

나무 되(됫박), 지하철 노선표, 고속철도, 전기요금 고지서, 의료비

청구서 등

3단계 생활용품, 서랍장, 홍시, 약과, 과일, 꽃, 두루마리휴지, 각 티슈 등

스마트 프로그램

(2단계/10단계

단순 계산활동)

1단계 과일, 야채그림, 휴대폰, 시계, 전자시계

3단계 송편, 홍시, 동전지갑, 현금, 마당놀이

4단계 꽃, 제습제, 과일, 약과, 서랍장, 두루마리휴지, 각 티슈

5단계 송편, 시루떡, 녹두전, 시장, 항아리, 됫박

6단계 시간, 계절, 감, 사과, 지도, 날씨예보

7단계 통장, 각종 고지서 및 청구서, 고속철도, 지하철 노선표,

8단계 지하철 배차 시간표, 요가, 스포츠댄스

9단계 분리수거, 상차림, 옷 입히기, 건강주스

<표 Ⅳ-1> 수리문해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경험기반의 실생활 학습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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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험기반의 학습 소재

수리문해 프로그램 개발 연구는 후기성인학습자에게 필요한 각각의 개념과 관련하여 학습자들에게 경험적으

로 또 수학적으로 실제적인 맥락을 구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에 연구자는 수학 개념이 학습자들의 경험

과 일상생활의 맥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상하고 선정한다. 이들 맥락에서 수학적 원칙을 점진적으로 수학

화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본 연구는 후기성인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수리문해 프로그램 개발 연구로서, 후기성인학습자의 경험을 반

영한 실생활 소재로 본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후기성인학습자들은 시장, 병원 등 생활 곳곳에서 비형식적 학습을 통한 수학적 활동을 수행해왔다. 이러한

학습자들의 실생활 경험에서 이루어지는 수학 활동을 반영하여 <표 Ⅳ-1>과 같은 소재들을 활용하였다.

나. 상호작용을 위한 협동학습 및 또래교수 반영

교수실험에서 후기성인학습자의 상호작용은 협동학습과 또래교수의 형태로 나타났다. 후기성인학습자들은 이

들 협동학습과 또래교수 과정을 통하여 문제해결을 수행하거나 학습능력의 조금 더 좋은 학습자가 그렇지 않은

학습자를 독려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학습능력 및 수학학습에 대한 인식, 흥미 등이 점차 발전되는 경

향을 보였다. 협동학습은 협동적 학습 구조로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됨으로서 새로운 인지적 분석을 자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정문성, 1996). 또한 학습능

력이 낮은 집단에서 학습태도 형성에 더욱 효과적이다(하종화, 1993). 협동학습에 관하여 Slavin(1981)은 학생들

이 소집단으로 협동학습을 경험할 때 인지적 영역 및 정의적 영역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Topping(1987)은 또래교수를 ‘학생 상호간에 연습, 반복, 개념 설명을 수행함으로서 학업적 성취와 사회적 능

력을 모두 촉진시킬 수 있는 교수체제’라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또래교수학습은 또래교수 경험을 통하

여 책임감과 자부심, 그리고 성취감이 증대되어 자아개념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수방법이다(여현

숙, 1992; 오양교, 1993; Labbo & Teale, 1990).

4. 수리문해 프로그램 개발 내용

2009개정교육과정으로 2011년 수학과 교육과정은 후기성인학습자를 위한 수학프로그램의 교육목표와 큰 범주

에서 추구하는 바를 같다. 그러나 초·중등학생들과 달리 후기성인학습자의 경우 긴 세월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

탕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자로 하여금 스스로의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정

할 필요가 있다. 위 배경을 바탕으로 후기성인학습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교육과학기술부(2011)의 수학과 교육과

정과 Evans(1983)의 성인을 위한 기본수학 교육과정 가이드를 중심으로 개발하였다. 또한 본 프로그램 개발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성인의 수리문해 구성에 필수적인 다섯 가지 요소(Manly & Tout, 2001)를 포함하여 구

성하였으며, 수리문해(numeracy)로 재 정의하였다.

후기성인학습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은 현 초등수학교육과정 3-4학년군 범주 안에서 후기성인학습자에게 필

요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후기성인수학과정인 초등학교 수학교과교육과정을 넘지 않는 수준에

서 노인학습자에게 필요한 항목(Evans, 1983)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성인의 수리문해 구성을 위한 다섯 가지 필수요소’와 수학과 초등학교 교육과정 및 성인수학 교육과정

가이드의 PF(personal math fundamentals)를 연계하여 수리문해 프로그램 영역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영

역과 실생활 소재를 활용한 성인수학 교육과정 가이드의 PA(personal math applications)를 연계하여 콘텐츠를

구성하였다. 위 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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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기초수학

(PF) personal math fundamentals

일반적 생활 수학

(PA) personal math applications

PF1: 수

PF2: 소수

PF3: 분수

PF4: 측정

PF5: 백분율

PF6: 표, 그래프와 도표

PF7: 계산

PA1: 은행 계좌

PA2: 예산

PA3: 현금 거래

PA4: 소비자산, 소비자금융

PA5: 주택

PA6: 여행

PA7: 운송, 교통

PA8: 주택 리모델링

PA9: 보험

PA10: 월급

PA11: 수입에 대한 세금

PA12: 자산에 대한 세금

PA13: 자산에 대한 설계

<표 Ⅳ-2> 성인수학기본교육과정 가이드(Evans, 1983)

본 수리문해 프로그램 개발의 주안점은 첫째, 기본적인 수학 활동도 최소한의 수학적 위계를 고려하였다. 후

기성인학습자의 수학 활동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칙연산과 필수적인 수학적 활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둘째, 후기성인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험을 기반으로 한 실생활 수학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수리문해

프로그램은 후기성인학습자들에게 수학적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수학적 활용을 실제적으로 인식하게 하며, 상황

판단 및 문제해결력 향상을 도모한다.

셋째, Evans(1983)가 <Adult basic education mathematics curriculum guide>에서 제시한 교육과정 중 개인

을 위한 수학교육과정의 틀은 성인을 위한 수학프로그램으로서, 성인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적용할 만한 항

목들을 제시하고 있다. 본 수리문해 프로그램은 <표 Ⅳ-2>의 일반적 생활수학(PA) 중 후기성인학습자가 일상생

활을 수행하는 데 적용할 수 있을 만한 항목들을 매핑과정에 적용하였다[그림 Ⅳ-1].

[그림 Ⅳ-1] 수리문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수학 영역과 실생활 소재의 매핑 과정

수리문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수학적 영역과 실생활 소재의 매핑은 후기성인학습자를 고려하여 세금, 이자

계산 등의 복잡한 계산과정은 배제하였다. 또한 Manly와 Tout(2001)의 성인의 수리문해 구성을 위한 필수요소

를 반영하고, 성인의 경험을 반영한 콘텐츠에 초점을 두었다. 이에 신체활동, 요리, 동호회 등의 소재를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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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등 후기성인학습자들이 맥락을 이해하기 쉬운 소재를 활용하였다. 이는 후기성인학습자로 하여금 경험

을 통한 수학적 개념을 인지하는 데 보다 단순한 문제해결 사고 과정을 요하여 보다 명료한 맥락에서 수학적

활동을 유도하였다. 최종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다<표 Ⅳ-3>.

구분 단계 커리큘럼 구성 주요활동 활동목표

지필
프로
그램

1단계 수, 계산, 도형 간단한 수 알기, 기본도형 활동
간단한 수를 알고 계산할
수 있다.

2단계

수, 계산,
계산기의
사용과

혼합계산, 표와
도표, 측정

수 읽기, 통장, 영수증 읽기, 도표와 그래프
만들기, 수의 범위 활용하기, 길이·거리·무게
단위 읽기

일상생활에서 계산기, 도표
등을 활용하여 간단한 계
산을 할 수 있다.

3단계

계산,
혼합계산, 표와
그래프, 도형과

측정

곱셈과 나눗셈, 혼합계산, 표와 그래프를 활
용한 정보 찾기 및 자료의 해석, 일상생활에
서 도형 찾기

간단한 혼합계산, 자료를
해석할 수 있다.

스마
트
프로
그램

1단계 수 개념 알기 스마트 기기에서 숫자 누르기, 수와 양의 개
념, 시각 알아보기

수와 양의 개념을 인지하
고, 시각을 알 수 있다.

2단계 간단한 수의
덧셈· 뺄셈

게임을 통하여 덧셈, 뺄셈 익히기, O·X 퀴즈 간단한 계산을 할 수 있
다.

3단계 덧셈·뺄셈의
활용

덧셈과 뺄셈 연습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
다.

4단계 곱셈의 개념
및 곱셈

곱셈의 개념 및 곱셈의 활용 곱셈구구를 알고, 곱셈을
활용할 수 있다.

5단계 나눗셈의 개념
및 나눗셈

나눗셈의 개념 및 나눗셈의 활용 나눗셈을 알고, 나눗셈을
활용할 수 있다.

6단계 규칙 찾기 그림과 수, 규칙의 추론
수·사물의 규칙을 알 수
있다.

7단계 일상생활에서
의 수학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정보 인지 및 정보의
활용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정보
를 제공되는 자료를 파악
하고, 이해할 수 있다.

8단계 그래프
다양한 그래프에서 나타내는 정보의 해석 및
활용

그래프를 이해하고, 활용
할 수 있다.

9단계 경우의 수
옷 입히기, 분리수거, 상차림, 주스 만들기,
길 찾기 상황에서 경우의 수를 파악 경우의 수를 알 수 있다.

10단계 사칙연산 사칙연산의 훈련
사칙연산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

<표 Ⅳ-3> 수리문해 프로그램 최종 커리큘럼

Ⅴ. 수리문해 프로그램의 적용 반응 예시

본 수리문해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후기성인학습자들에게 적용한 학습자들의 변화는 인지적 변화와 정의적

변화 모두 관찰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후기성인학습자는 노인학습자를 의미하며, 연구대상자인 만 65세 이상

의 학습자로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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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지적 변화 양상

가. 학습결과 및 K-MMSE에 따른 인지적 변화

다음은 학습자들의 인지검사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그림 Ⅴ-1, 좌]는 k-mmse 총점에 대한 사전 사후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k-mmse(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Korean)검사는 간이 정신상태 검사도구 한국판으로서

주로 치매를 검사할 때 사용하는 검사지이다. [그림Ⅴ-1, 우]는 노인경도인지 장애를 위한 선별 평가지의 언어파

트 사전 사후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서, 노인의 경도인지를 나타내기 위한 평가지이다.

학습자들은 대부분 인지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으며, 특히 언어부분에서 큰 변화를 보였다.

[그림 Ⅴ-1]학습자별 인지적 변화(좌: k-mmse 결과, 우: 노인경도인지 장애를 위한 선별 언어 결과)

나. 학습자별 수학적 정교화의 발현 예시

학습자B는 학습 초기에 비하여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수학적 측면의 사고활동이 정교화 되는 과정을 보였다.

학습 초기 학습자B는 자신의 기억력이 좋은 점을 자부하였으나, 새로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음을 호

소하였다. 또한 학습자B는 계산과정에서 고민이 길어지거나 질문을 하는 등의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학습이 진

행되면서 점차 학습자B는 협동학습을 통하여 동료학습자와 또래교수의 역할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B는

동료 학습자에게 자신의 문제해결 과정을 예로 들어가며, 자세하고 정교하게 교수자의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학습자B는 문제해결 과정에서 때때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경우 동료학습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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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요청하며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학습자B는 수리문해 프로그램을 통한 수학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수학적 의사소통은 물론 수학적 표상에 따

른 단위, 기호 등에도 정교화를 보였다. 또한 문제에서 제시한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였으며, 노인학습자들에게는

비교적 생소한 단어인 강수량, 수심, 아라비아 숫자와 같은 단어나 단위를 나타내는 미리미터, kg 등의 사용도

가능하게 됨을 볼 수 있었다<표 Ⅴ-1>.

학습 진행에 따른 학습자B의 변화

11535 아니 이거 종류를 읽어 봐야해. 읽어봐서 키로그램이 많은 걸 써야해.

11546 이거를 여기다가 쓰라고. 응 요거를. 요게 제일 많잖아.

11642 미리미터인지 써 보시오. 라고 돼있는데..

11644 강수량 요거를 여기 표를 보고 또

11648 물 수량 미터... 그거 재는 거잖아. 수심 재는 거.

11698 여기다가 미리미터를 써? 그냥 이렇게 쓰나? 여기는 69만 쓰고?

11701 69 미리미터. 여기도 그렇게 쓰지 뭐.

11732 이렇게,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 쓰고 kg. 키로. 응. 거기는 3키로 그냥 썼어.

<표 Ⅴ-1> 학습 진행에 따른 학습자B의 변화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 중 학습자E는 지필 프로그램과 스마트 프로그램 수업에 모두 참여한 학습자다. 학습자

E는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큰 무리는 없었고, 수학 활동에도 크게 무리는 없는 고령의 학습자였다. 단지 수학

학습에 있어서 크게 뛰어나진 않았으며, 자신감도 없었다.

학습자E는 본 수리문해 프로그램 수행 과정에 있어서 수학적 활동이 수월해지는 모습을 보이며, 소극적인 학

습 형태로 활발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거나, 수학적 의사소통을 교류하는 일은 거의 드물었다. 그러나 학습이

진행되면서 동료학습자들과 자연스러운 교류가 이루어져 협동학습으로 이어졌다. 학습 후반에는 동료학습자들에

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발전된 경향을 나타냈다.

학습자E의 반응

1535 [2x6=1200g이라고 써놓으심]

1652 어려워서 모르네.. 나는 식도 쓸 줄 모르고..[머뭇거리며] 어떻게 할 줄 몰라..

1654 1200그람

1656 600그람씩..

1658 예, 똑같으니까 600그람씩(반복)..

1660 두 근씩.. 한 명이 200그람씩 먹어야 되지.

1662 이거 가지고 셋이 먹으니까.

<표 Ⅴ-2> 학습자E의 반응

위 대화는 학습자E의 지필 프로그램 초기 수업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학습자E는 이 시기에 계산이 어렵다는

표현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수업 중반 활동에는 자신 없어 하면서도 자신만의 계산법을 설명하기도 하였다<표

Ⅴ-2>. 학습자E는 1200g의 고기를 두 덩어리를 나누는 것을 2 × 600=1200g로 나타냈다(#1535). 이는 형식학습

에서 옳은 표현은 아니나, 학습자는 두 가정이 똑같이 나누니까 600g으로 두 번 준다는 의미로 계산하였다고 설

명하였다(#1656/#1658). 이거 각 가정에서도 세 사람이 나누어야 하므로, 한 사람이 200g씩 먹어야 한다

(#1660/#1662)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비형식적 계산 방법은 후기성인학습자의 수업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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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이었다. 이를 본 연구자는 학습자들의 경험에서 비롯된 계산 방법이라 판단하였다. 수학이나 계산법을 체계

적으로 배우지 않은 후기성인학습자들에게서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자신 있게 계산이 가능한 방법을 활용하기 위하여 자신들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수를 묶고, 나누고, 그 값들을 활

용하여 실생활에서 계산을 활용해왔다.

학습자E는 스마트 프로그램 수업 중반에 계산활동이 수월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자E는 계산활동에

부족함을 나타내는 메타적인 관점에서 자기성찰의 모습도 보였다. Muir 외(2008)는 학습자E와 같이 문제 해결

상황에서 종종 겪는 수학 활동의 역량 부족을 나타내는 현상에 대하여,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정형 및 정교화 되

는 발전 과정으로 보았다. 그러나 학습자E가 본 수리문해 프로그램을 통하여 계산 활동의 형식적인 수행 능력이

탁월하게 개선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학습자E는 수학 활동에 수학적 표현이 정교화 되었고, 자신

의 문제 해결 전략을 세울 수 있었으며, 수학적 의사소통이 정교화 되고 발전되는 경향을 보였다.

2. 정의적 변화 양상

본 수리문해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자들의 정의적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첫째, 본 수리문해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것 중 하나는 후기성인학습자들의 경험이 반영된 실생활 상황과 수

학적 상황을 연결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수학적 연결, 혹은 수학화라 부른다. 이는 우리의 환경이 수학과 동

떨어진 것이 아닌 자신의 삶 속에서 존재해 온 자연스러운 행위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수학적 행위의 배경이 된 상황을 수학이라는 지식으로

자연스럽게 변환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학습에 대한 흥미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후기성인학습자들은 수학학습이 지속됨에 따라 수학을 접할 수 없었던 이전에 비해 수학에 대한 성취

감이 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수학에 대한 가치 인식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학에

대한 가치 인식은 단시간에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수학에 대한 가치 인식은 수학의 개념과 원리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수학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발현되는 여러 변화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수학교과에 대한

신념은 수학 학습 수행 과정에서 누적되어 형성된 것으로 문제해결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Schoenfeld, 1985; Goldin et al., 2008). 후기성인학습자들에게 친숙하지 않았던 수학 인식의 변화는 수학학습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한다.

<ST-7-4-2>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전기사용량을 나타내는 문제 상황

12595 C 이런 거[스마트 프로그램 자료] 오늘 이런 거 배우니까 참 좋다

12596 T 아 오늘 수업한 거요?

12597 C 응, 이러는 거[자료에서 정보 찾는 과정을 지칭] 몰랐는데 오늘 또 알았잖아. 또. 몰랐으니까.

<표Ⅴ-3> 수학학습 후 성취감에 대한 예시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후기성인학습자들의 수학학습을 위한 수리문해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것으로서 연구과정에서 다

음의 결론을 얻었다.

첫째, 수리문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성인의 수리문해와 경험기반의 실생활 수학을 고찰하였다. 수학의 기

능적 관점을 가진 수학으로의 수리문해는 산술을 포함하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이며, 개인적이고 정서적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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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수학(Hoogland, 2011)으로서, 그 정체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수리문해와 수학 사이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으

나, 성인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수학학습을 개념화 하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산술로 접근하여 그 고찰은 기능수

학으로 발전한다.

둘째, 수리문해 프로그램의 연구 설계는 선행연구의 반영, 교수실험을 통한 학습자들의 요구 반영, 경험기반

의 학습소재와 협동학습을 통한 교수-학습 설계로 개발되었다. 수리문해 프로그램의 개발은 Manly &

Tout(2001)의 성인의 수리문해 구성에 필수적인 다섯 가지 요소에서 출발하여, Evans(1983)의 성인을 위한 기본

수학 교육과정 가이드, 그리고 초등수학교육과정 3-4학년군 수학 내용의 범주 안에서 후기성인학습자에게 필요

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매칭 작업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셋째, 결과 도출과정에서 나타난 학습자들의 변화 양상은 k-mmse와 노인의 경도인지장애를 위한 선별 결과

의 변화, 수학적 정교화 반응 및 정의적 영역에서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관찰하였다.

k-mmse 결과의 변화는 우리에게 본 프로그램이 후기성인의 인지변화 촉진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k-mmse는

한국판 간이 정신기능검사로서, 지남력과 언어, 시공간 능력 등을 검증해준다. 이러한 k-mmse 검사결과가 학습

자에 따라 크게 상향된 점은 뇌의 가소성이 밝혀진 만큼 본 프로그램이 학습자들의 인지능력 향상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뒷받침해준다. 또한 노인의 경도인지장애를 위한 선별 결과 언어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는데,

이 또한 본 프로그램의 인지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뒷받침해준다. 언어는 우리의 경험에서 공통성을 걸러내

는 무엇인가를 표현하고자 하는 능력, 비교와 비유의 능력이 언어능려과 인지능력 사이에 상호작용한다(하치근,

2010).

이렇듯 본 수리문해 프로그램은 후기성인학습자들에게 인지적 변화를 제공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우리가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한 수학적 정교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Muir 외(2008)의 수학적 정교화 발현 양상에 따

르면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은 수학적 정형화를 거쳐 수학적 정교화 반응을 나타냈다. 후기성인학습자들은 자

신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수학적 용어나 단위 등을 명확히 표현하였으며, 수학적 의사소통 과정에서 수학적 정교

화 반응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습자가 수학적 정형화 혹은 정교화 반응을 보인 반면, 학습자

개인별 변화에 따르면 이미 경미한 인지적 장애를 보이기 시작한 일부 학습자의 경우 일정 학습 이상의 변화를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로 미루어 학습자의 인지장애가 진행되기 이전에 학습을 시작하는 것이 유의미할 것이라

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수학학습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수학교과에 대한 태도와 신념 등에서 큰 변화가 나타났

다. 수학학습에 대한 흥미가 높아지고, 수학학습에 따른 성취감을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수학에 대한 가치 인식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학 학습 활동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단시간에 형성되는 것은 아니나, 학습자들은 학습에 기본적인

의지가 있었고, 수학 활동의 접근 방식이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학습자들의 배경은 학습자들의 요구도를

더욱 명확히 드러날 수 있게 해 주었다.

이와 같이, 본 프로그램은 후기성인학습자를 위한 수리문해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학습자들의 인지적, 정의

적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 양상을 관찰하였다.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후기성인학습자들의 다양한 배경을 고려하여 학습자들의 연령별, 학습수준별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

다. 이는 서론에서 언급한 학습자들의 시대적 가변성에서 출발한다. 현재 시대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충분한 교육

을 받지 못한 고령의 학습자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교육을 받은 현재의 중장년층의

학습자들이 고령 세대로서 사회구성원이 될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이에 학습자들의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연

령별, 학습수준별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앞서 도출된 결론에서 우리는 학습자들의 인지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뇌의 가소성이 밝혀진 만큼,

수학 학습 활동이 후기성인학습자들의 뇌 기능 활성화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두고 해당 프로그램이 개

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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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학습자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산술 중심의 수학 기술을 위한 프로그램과 수학의 기능적 관점에서의 주

제중심 통합 지식 상황을 구성한 프로그램 개발이 각각 고려되어야할 것이다. 수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산술 중

심의 수학 기술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수리적인 활동의 필수요소이다. 또한 주제 중심의 통합지식 상황

은 실생활에서의 수학적 맥락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본 연구의 문헌결과와 그 맥을 같이한다. 현재의 후기성

인학습자들을 위한 수학 학습과 관련된 연구가 부재한 것이 현실인 만큼, 이 분야의 문헌연구를 시작으로 산술,

수리문해, 주제중심의 통합지식 상황의 구성 등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보의 활용과 의사소통을 위한 '모두를 위한 수학'(Freudenthal, 1991)에 후기성인세대를 포함하

여 수학교육의 관점에서 평생교육과의 학제 간 연구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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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intended to develop a numeracy program for late-adult learners. For this study, firstly,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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