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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모델링 맵으로 살펴본 수학적 모델링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최경아1)

본 연구의 목적은 관점, 영역, 수준으로 구성된 삼차원 수학적 모델링 맵을 활용하여 수학적 모델링
에 관한 국내 연구를 되돌아보고, 향후 수학적 모델링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주는 데 있다. 그 결과,
수학적 모델링에 관한 국내 연구는 응용 관점, 개념과 교실 영역, 중등학교 수준에 집중되어 있었고,
앞으로 개념 형성 관점, 시스템 영역, 대학교 및 교사(교육) 수준에서의 다양한 연구가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주요용어 : 수학적 모델링, 수학적 모델링 맵, 관점, 영역, 수준

Ⅰ. 서론

수학적 모델링은 실세계 상황을 수학적 모델과 연결 짓는 과정을 의미하며, 많은 선행 연구를 통해
수학적 모델링 지도의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다. Pollak(2007)은 수학적 모델링이 실세계 상황을 다루
기 때문에 다양한 세계의 경험을 가능하게 하며, Swan, Turner, Yoon, & Muller(2007)와
Bahmaei(2011)는 수학적 모델링 활동 과정에서 수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촉진된다고 하였다. 또한 김
해윤(2014), Niss & Højgaard(2011), Swan, Turner, Yoon, & Muller(2007)는 수학적 모델링을 수학
교과 역량의 하나로 구분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반영하듯, 수학적 모델링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위한 연구 공동체인 ICTMA(The

international Conferences on the Teaching of Mathematical Modeling and Applications)가 1983년에
설립되었고, 14번째 ICMI(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Mathematical Instruction) study와
NCTM(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mathematics)의 2016년 APME(Annual perspectives in
mathematics education)의 논제가 될 만큼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수학적 모델링에 관한 국제적 관심은 국내 연구로 이어져 1990년대 이후 수학적 모델링 관련 학위

논문이 150편 이상에 달하고 있고,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도 수학적 모델링을 문제해결을 위
한 교수・학습 방법의 한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국내 연구와 관심에도 불구하고, 수학
적 모델링 관련 국내 연구가 연구 영역과 대상에 있어서 제한적이라고 지적되고 있다(황혜정, 2007;
오영열, 2013).
이에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로 현재까지 연구되어온 수학적 모델링에 관한 국내 연구를 되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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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였다. 수학적 모델링 관련 국내 연구를 메타 분석한 연구에는 황혜정(2007), 오영열(2013)의 연
구가 있다. 황혜정(2007)의 연구는 수학적 모델링의 의미와 과정, 연구 분야 등에 대해 상세하고 다루
고 있으나, 2005년도까지의 연구 결과만을 취급하고 있어 최근 연구 동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한 오영열(2013)의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학적 모델링 국내 연구가 미비함을 지적하면서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3편의 연구 사례를 다루고 있으나 분석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국내 연구의
전반적인 동향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학적 모델링에 관한 최근까지의 동향을 확인하고자 1990부터 2017년까지의 국

내 학술지와 학위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국내 수학적 모델링 연구의 연구 대상과 연구
관점 등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확인하고자, Borromeo Ferri(2015)와 Niss, Blum & Galbraith(2007)
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수학적 모델링 맵을 재구성하고, 이를 분석틀로 작동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수학적 모델링 연구를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Ⅱ. 수학적 모델링에 관한 선행 메타 연구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수학적 모델링에 관한 국・내외 메타분석 연구를 확인한다. 우
선 선행 메타분석 연구를 탐색하는데 앞서 수학적 모델링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1. 수학적 모델링의 두 가지 관점에서 본 수학적 모델링의 의미

수학적 모델링에 대한 관점은 학자마다 다양하지만(Kaiser & Shiraman, 2006), 수학적 모델링의 이
중적 역할(Niss, 2008; Niss, Blum & Galbraith, 2007)로 인해 <표 II-1>과 같이 2가지의 관점으로 크
게 구별할 수 있다.

관점
연구자

응용 관점 개념 형성 관점

Niss

(2008)

수학 외적 맥락에 수학을

활용하는 것
수학 학습을 지지

Julie & Mudaly(2007)
내용으로서의 모델링

(modelling as a content)

수단으로서의 모델링

(modelling as a vehicle)

<표 II-1> 수학적 모델링의 두 가지 관점

Niss(2008)는 수학의 교수・학습에 있어서 모델링의 이중적 역할로 수학 외적 맥락에 수학을 활용
하는 역할과 수학 학습을 지지하는 역할로 구분하였다. 이는 Julie & Mudaly(2007)가 수학적 모델링
관점을 수단으로서의 모델링(수학적 개념, 절차, 추론 등의 학습을 위해 맥락과 수학적 모델을 사용하
는 것, p. 504)과 내용으로서의 모델링(특정한 수학적 개념, 절차 등의 결과 없이 자연과 사회적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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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수학적 모델을 구성하는 것, p. 504)으로 구분한 것과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관점을 수학의 활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응용 관점, 수학 지식의 학습

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개념 형성 관점으로 구분하였다. 이들 관점에서의 수학적 모델링의 의미를 살
펴보면, 응용 관점의 Bliss & Libertini(2016)는 수학적 모델링은 실세계 현상 속에서 표현, 분석, 예
측을 만들기 위해 수학을 사용하고, 또는 그 반대로 통찰을 제공하는 것(p. 8)이라고 정의하고 있
고, 개념 형성 관점에 해당하는 Doorman & Gravemeijer(2009)는 추상으로 설명되며, 더 추상적인
수학 지식을 발전시키는 장기간의 과정(p. 138)이라고 보고 있다. 즉 응용 관점에서의 수학적 모델
링은 실세계 현상(타 교과, 일상생활)을 설명할 수 있는 수학적 모델을 기존의 수학적 지식을 활용하
여 구축하는 것이고, 개념 형성 관점에서의 수학적 모델링은 실세계 현상 속에서 수학을 발견하고 새
로운 수학적 지식을 구축하는 것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2. 수학적 모델링에 관한 국내 메타분석

수학적 모델링에 관한 국내 메타분석 연구에는 박진형, 이경화(2014), 오영열(2013), 황혜정(2007)의
연구가 있다.
박진형, 이경화(2014)의 연구는 국외 학술지 5곳에서 수학적 모델과 모델링을 다루는 논문을 분석하

여 수학적 모델의 용어 사용 방법(대상, 관계 등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 개인이 구성한 인지적 표
현을 설명하는 것, 수학적 개념이 내재된 구체적이고 조작적인 대상 등)과 수학적 모델의 역할(매개
체, 개념적 시스템, 응용, 사회적 비판, 혼합)을 유형화하였고, 수학적 모델이 사용된 연구를 과제 유형
(진정성 있는 과제, 문장제, 내적 문제 해결, 과제가 없는 경우), 기술 활용 유무, 학교급 등을 통계적
으로 분석하였다.
오영열(2013)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국외 학술지 연구 사례를 지도내용, 학습 요소, 실험

대상, 모델링 과제 등으로 정리하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가 미비하고, 특정 대상과
영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황혜정(2007)은 1990년대부터 2005년까지의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과 학위 논문을 수학적 모델

링의 의미, 수학적 모델링 과정, 수학적 모델링의 효과, 연구 영역 등에 관해 분석하여, 수학적 모델링
의 의미와 과제의 명료화의 필요성과 연구 영역 및 대상의 다양화가 요구됨을 제언하고 있다.

3. 수학적 모델링에 관한 국외 메타분석

수학적 모델링에 관한 국외 메타분석 연구에는 Borromeo Ferri(2006), Kaiser & Sriraman(2006),
Geiger & Frejd(2015)의 연구가 있다.
Borromeo Ferri(2006)와 Kaiser & Sriraman(2006)는 수학적 모델링에 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수학적 모델링을 유형화하였다. Borromeo Ferri(2006)는 수학적 모델링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수학적
모델링 과정에 포함되는 요소를 실세계 상황(Real situation, RS), 상황 모델(situation model, SM), 상
황의 정신적 표상(mental representation of situation, MRS), 실세계 모델(real model, RM), 수학적 모
델(mathematical model, MM)로 보고, 수학적 모델링 과정에 포함된 형태에 따라 수학적 모델링을 4
가지 유형(SM/MRS와 RM을 구분하는 것, SM/MRS와 RM이 혼합된 것, SM/MRS과 RM 사이의 구
별이 없는 것, SM/MRS과 RM의 구분 없이 RS에서 MM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Kaiser & Sriraman(2006)은 주요 목적, 내용, 바탕이 되는 이론 등을 기준으로 수학적 모델링의 관점



최경아

330

을 현실적(응용적) 모델링(realistic or applied modelling), 맥락적 모델링(contextual modelling), 교육
적 모델링(Educational modelling), 사회-비판적 모델링(Socio-critical modelling), 인식론적(이론적) 모
델링(Epistemological or theoretical modelling)으로 유형화하였다,
Geiger & Frejd(2015)는 ICTMA 10(2003)부터 ICTMA 14(2011)까지의 회보와 2007년 ICMI study

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의 지향점(순수 이론, 응용 이론, 전문적 논의)과 이론적 다양성(국소
적, 일반적 접근)에 따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순수 이론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사회학
적, 사회언어학적, 기호학적, 비판적 수학교육 등과 관련된 연구가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분야임을 보
이고 있다.

이들 국내, 국외 선행 메타분석 연구를 확인해본 결과, 국외 수학적 모델링 연구를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연구 성과를 전반적으로 취급하여 수학적 모델과 수학적 모델링을 유형화하거나
최근 연구 동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내 수학적 모델링 연구를 대상으로 한 메타 분석 연구
는 분석 대상이 제한적이거나 최근 동향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학적 모델링
에 관한 국내 연구를 특정 연구 대상에 한정하지 않고, 최근까지의 전체적인 연구 동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Ⅲ. 수학적 모델링에 관한 국내 연구 분석 방법

1. 국내 연구 선정 방법

본 연구에서 수학적 모델링에 관한 국내 연구는 네 개의 체에 의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첫 번째 체는 논문명과 발행연도이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kr)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국내 연구 중에서 ‘수학적 모델링(논문명)(검색어 A)’, ‘모델링(논문명) + 수학(논문명)(검색어 B)’, ‘모
델링(논문명) + 수학(주제어)(검색어 C)’을 검색어로 입력하여 1990년부터 2017년까지의 학위논문과
KCI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국내학술지 논문을 추출하였다.
두 번째 체는 연구 내용이다. 수학교육관련 내용이 아닌 과학, 의학 등과 관련된 연구와 연구 제목

과 연구자가 동일한 연구는 제외하였다.
세 번째 체는 논문의 접근 가능성이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를 통해 선정된 연구 성과물 중에서 비

공개로 된 연구 성과물이 국회전자도서관과 같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내용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네 번째 체는 학위논문과 학술지의 내용 중복성이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경우, 학위논문을 요

약하거나 학위논문의 일부 내용을 제시한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학술지 논문 자료를 중복
자료로 보고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네 개의 체로 선정된 최종 분석 대상은 학위논문 147건과 학술지 논문 29건이다. 그 과정을

정리하면 [그림 Ⅲ-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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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연구 대상 선정 과정

2. 본 연구에서의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분석틀로 Borromeo Ferri(2015)의 수학적 모델링 맵과 Niss, Blum & Galbraith(2007)
의 응용과 모델링의 실세계(reality)를 통합한 삼차원의 모델링 맵을 구성하여 활용하였다.
Borromeo Ferri(2015)는 수학적 모델링의 교수・학습에 초점을 4개의 부분으로 구분하는데, 한 축

은 응용 수학과 순수 수학을 양끝으로, 다른 축은 수학적 모델링의 이론적 배경에 해당하는 이론과
이론을 적용하는 실증적 연구를 양끝으로 하고 있다. Borromeo Ferri는 이를 수학적 모델링 맵
(mathematical modeling map)이라고 명명하였고, 수학적 모델링 교수・학습은 이 두 축의 양끝을 계
속적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 Ⅲ-2] 수학적 모델링 맵 (Borromeo Ferri, 2015, p. 278)



최경아

332

Niss, Blum & Galbraith(2007)는 수학적 모델링에 관한 논의의 이슈(issue)을 구성하는 이차원의 응
용과 모델링의 실세계(reality)를 제안하였다. 이 응용과 모델링의 실세계에서, 첫 번째 차원은 영역으
로 개념(수학적 모델링의 의미, 과정 등), 교실(교수・학습 활동, 교수활동 계획 등), 시스템(제도적, 정
치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으로 구성되며, 두 번째 차원인 교육적 수준은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
육, 교사교육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영역과 수준의 이차원에서 수학적 모델링에 관한 논의2)는 다루어
진다.

[그림 Ⅲ-3] Niss, Blum & Galbraith(2007, p. 15)

Borromeo Ferri(2015)와 Niss, Blum & Galbraith(2007)의 틀은 수학적 모델링의 응용, 개념 형성 관
점이 반영되어 있고, 연구 대상자 수준과 영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수학적 모델링의 전반적인
연구 동향을 확인하기에 적절한 틀로 판단되었다. Borromeo Ferri(2015)의 응용 수학-순수 수학, 이론
-실증적 연구의 두 축과 Niss, Blum & Galbraith(2007)의 수준과 영역의 두 축에서, Borromeo
Ferri(2015)의 이론과 실증적 연구의 축은 Niss, Blum & Galbraith(2007)의 개념, 교실, 시스템의 의미
와 연결되므로 제외하고, [그림 Ⅲ-4]와 같이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 분석틀을 고안하였다. 이때, 영역
에서 ‘개념’이라는 용어는 ‘개념 형성 관점’의 용어와 혼란을 줄 수 있고, Borromeo Ferri(2015)의 ‘이
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그 의미가 더 명확할 것으로 판단하여 ‘개념’ 대신 ‘이론’을 선택하였다.

[그림 Ⅲ-4] 본 연구에서의 수학적 모델링 맵
2) Niss, Blum & Galbraith(2007)는 14번째 ICMI Study의 이슈(issue), 문제(problem), 질문(question)이 응용과
모델링의 “실세계 공간(reality space)”에 위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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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축의 세부 구성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축은 Borromeo Ferri(2015)의 순수 수학-응용 수학에 관련된 축으로, 수학적 모델링에 대

한 관점 축이다. Niss(2006)가 수학적 모델링의 관점을 수학 외적 맥락에 수학을 활용하는 것과 수학
학습을 지지하는 것으로 구분한 것을 본 연구에서는 응용 관점과 개념 형성 관점으로 보았다. 이를
반영하여 관점 축은 응용 관점, 개념 형성 관점, 기타로 구분하였다. 응용 관점은 수학 이론을 새롭게
지도하기보다는 기존에 학습한 수학 이론을 적용하는 수학적 모델링을 제시한 연구에 해당하고, 개념
형성 관점은 새로운 수학적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해 수학적 모델링을 활용하는 연구에 해당한다.
또한 기타는 수학적 모델링에 관한 특정한 관점을 확인하기 어려운 수학적 모델링에 관한 이론적, 실
제적 연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최지선(2017)이 수학적 모델링의 다양한 관점을 설명하고 초등교사가
수학적 모델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연구가 이에 해당된다.
두 번째 축은 Niss, Blum & Galbraith(2007)의 영역에 Borromeo Ferri(2015)의 ‘이론과 실증적 연

구’ 축의 용어를 활용하여 구성된 축으로, 이론, 교실, 시스템, 기타로 된다. 이론은 수학적 모델링의
의미,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논의를 다룬 경우이고, 교실은 수학적 모델링의 교실 실행과 관련된 계획,
학생 결과물, 교수・학습 자료 개발에 관한 연구가 해당된다. 시스템은 제도적, 정치적, 사회적 환경
및 교과서 분석, 교사 인식 등 환경적 요소에 관한 연구를 의미한다. 기타는 개념, 교실, 시스템에 해
당되지 않는 것으로, 이종걸(2016)의 전염병 모델 개발과 같이 특정 주제에 대한 수학적 모델을 구축
하는 연구가 그 예이다.
마지막 축은 Niss, Blum & Galbraith(2007)의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구 대상이 되는 학년에 관

한 축이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사(교육)로 구분하였고, 기타는 이러한 학년별 구분
을 따르지 않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최경아(2017)는 수학적 모델링에 대한 선행 연구를 수학 교과
역량의 측면에서 정리하였는데, 이 연구는 특정 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타’ 에 해
당한다.

[그림 Ⅲ-5] 수학적 모델링 맵에서의 강향임(2013) 논문의 위치

수학적 모델링 맵의 분석 사례를 보이기 위하여, 수학적 모델링 맵에서의 강향임(2013)의 연구의 위
치를 분석하여 나타내면 [그림 Ⅲ-5]와 같다. 강향임(2013)의 연구인 “발생적 모델링을 활용한 미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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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의 구성”의 내용을 보면, 발생적 모델링이라는 개념을 정의한 후, 미적분 개념을 구성하기 위한
교수・학습 경로를 제시하고,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이는 미적분이라
는 수학 개념을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개념 형성 관점”, 발생적 모델링이라는 개념을 세우고, 결과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론, 교실” 영역,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
문에 “고등학교”에 해당한다.

Ⅳ. 연구 결과

1. 수학적 모델링 연구의 일반적 동향

수학적 모델링에 관한 연구의 각 연도별 논문 수를 석사학위논문, 박사학위논문, 학회지 논문으로
구별하여 정리하고, 그 연구 동향을 확인하였다.

연도
구분

1992-
1996

1997-
2001

2002-
2006

2007-
2011

2012-
2016

2017 합계

석사 학위 논문 4 12 30 56 35 3 140

박사 학위 논문 0 0 2 1 4 0 7

학회지 0 4 4 11 7 3 29

합계 4 16 36 68 46 6 176

연도별 논문 건수 그래프

<표 Ⅳ-1> 연도별 논문 건수

수학적 모델링에 관한 연구는 석사학위논문 140건, 박사학위논문 7건, 학회지 논문 29건으로 석사학
위논문 주제로 많이 다루어져 왔다. 또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많은 연구들이 행해지고 있으며, 세
부적으로는 2008년과 2009년 수학적 모델링 연구는 각각 22건, 17건으로 가장 높은 건수를 보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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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학적 모델링이 2004년에 열린 14번째 ICMI study conference의 논제로 채택되고, 이 결과물이
책으로 발간되면서 수학적 모델링에 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 수학적 모델링 맵의 축에 따른 분석 결과

1) 관점 축에 따른 분석 결과

국내 연구에서 수학적 모델링을 응용 관점과 개념 형성 관점으로 구별하여 설명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국내 연구를 응용 관점, 개념 형성 관점을 구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
은 연구에서 수학적 모델링 이론이나 수학적 모델링 문제를 제시하는 목적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
러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 응용 관점과 개념 형성 관점을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연구와 응용 관
점이나 개념 형성 관점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는 연구로 구별할 수 있었고, 전자는 응용 관점과 개
념 형성 관점으로 중복 처리하였고, 후자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관점
구분

응용관점 개념형성관점
응용–개념형성

관점
기타 합계

논문 건수 127 14 12 23 176

관점 축 논문 건수 그래프

<표 Ⅳ-2> 관점 축에 따른 논문 건수

관점 축에 따른 분류에서 <표 Ⅳ-2>와 같이 응용 관점의 연구 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연
구자들은 수학적 모델링을 적용하여 새로운 수학적 개념을 생산하기 보다는 실생활 문제를 토대로 기
존 수학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수학적 모델링을 주로 도입하였다. 즉 수학적 모델링 활동을 통해 문
제해결력을 향상시키거나, 응용 활동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적용하여 학습된 지식에 대한 이해를 깊
게 하는 데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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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역 축에 따른 분석 결과

수학적 모델링 맵에서 영역 축은 이론, 교실, 시스템 및 기타로 구성된다.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
서 해당 주제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다루는 것은 일반적이다. 따라서 수학적 모델링에 관한 논문은
대부분은 수학적 모델링에 관한 이론을 다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자는 단순히 수학적 모델링
에 관한 선행 이론을 정리한 것은 이론 영역으로 분류하지 않았고, 연구 문제에 집중하여 수학적 모
델링에 관한 새로운 의미나 과정을 다룬 경우나 수학적 모델링 실천에 따른 결과를 도출한 경우 등을
이론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영역 축에서도 이론, 교실, 시스템 등 어느 하나의 영역만을 다루지 않고,
중복하여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표 Ⅳ-3>과 같다.

영역
구분

이론 교실 시스템
이론-
교실

교실-
시스템

이론-
시스템

이론-
교실-
시스템

기타 합계

논문 건수 20 32 14 86 14 2 2 6 176

영역 축 논문 건수 그래프

<표 Ⅳ-3> 영역 축에 따른 논문 건수

<표 Ⅳ-3>에서 보듯이, 국내 수학적 모델링 연구는 주로 이론, 교실 영역을 다루고 있다. 이때 이
론은 수학적 모델링에 대한 새로운 이론이나 과정을 다루기보다는 수학적 모델링 수업을 구안하고 이
를 적용하였을 경우, 문제해결력, 수학적 태도 등의 결과를 확인함으로서 수학적 모델링 적용의 결과
를 확인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안종수(2012)가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함수 단원의 교수・
학습 자료를 구성하고, 이를 적용하여 학업성취도, 불안도, 학습 태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
구는 이론과 교실 영역에 해당한다.
또한, 시스템 영역은 수학적 모델링을 둘러싼 환경적 요소를 다루는 연구에 해당하는 데 연구의 대

부분은 현행 교과서나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찾은 경우였다. 수학적 모델링에 관한 초등교사
의 인식을 조사하는 최지선(2017)의 연구와 같이 제도, 사회에 대해 논한 연구는 드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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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준 축에 따른 분석 결과

수학적 모델링 맵의 수준 축은 연구 대상자의 학교급별 구분에 따른 것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대학교, 교사(교육), 기타로 구별된다. 이때 고준호(2010)가 함수 단원의 수학적 모델링 지도의
예를 중, 고등학교를 모두 제시한 것과 같이 학교급별로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표 Ⅳ-4>와 같다.

수준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사(교육)
중-고등
학교

고등-
대학교

기타 합계

논문 건수 19 58 64 1 3 11 3 17 176

수준 축 논문 건수 그래프

<표 Ⅳ-4> 수준 축에 따른 논문 건수

국내 수학적 모델링 연구는 중등 수준의 연구가 많았고, 대학교, 교사(교육)에서의 수학적 모델링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하였다. 황혜정(2007)이 수학적 모델링에 관한 국내 연구 메타분석에서 수학적
모델링에 관한 연구 대상이 중등학교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과 같이 여전히 중등학교에서
연구가 치중되고 있었다. 하지만 2009년부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수학적 모델링에 관한 연구도
19편에 달하고 있어 수준 축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세 축에 따른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수학적 모델링에 관한 국내 연구를 분석하기 위해 활용한 수학적 모델링 맵은 수학적
모델링 연구의 주요 논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세 개의 축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공
간은 연구 내용을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하게 하였다. 하지만 이를 통계적 수치로 확인하는 데는 어려
움이 있어, <표 Ⅳ-5>와 같이 관점 축과 영역 축의 구성 요소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12개의 쌍에 대
한 수준 축의 구성 요소별 논문 건수를 정리하였다.
수학적 모델링에 관한 국내 연구는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응용 관점에서 이론, 교실을 영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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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학교, 교사(교육)에 관한 연구가 기본적으로 부족하
기 때문에, 이들 집단의 관점과 영역 축에 관련된 연구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수준
관점-영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사(교육) 기타

응용 - 이론 16 33 40 2 1 4

응용 - 교실 17 46 52 1 1 2

응용 - 시스템 0 12 9 1 0 0

응용 - 기타 0 0 0 0 0 5

개념 형성 - 이론 3 11 4 0 0 2

개념 형성 - 교실 3 14 6 0 0 1

개념형성- 시스템 0 1 1 0 0 1

개념 형성 - 기타 0 0 0 0 0 0

기타 - 이론 0 4 4 0 0 4

기타 - 교실 0 4 6 0 0 2

기타 - 시스템 1 3 3 0 1 0

기타 - 기타 0 0 0 0 0 1

* 한 연구에 대해 각 축의 구성 요소가 중복하여 포함된 경우 각각의 건수로 계산

* 표의 음영의 진하기는 건수 범위에 따라 구별(■ 30건 이상, ■ 11-20건, ■ 1-10)

<표 Ⅳ-5> 세 축에 따른 논문 건수

Ⅴ. 결론

본 연구는 수학적 모델링에 관한 최근 동향을 확인하고자, Borromeo Ferri(2015)의 수학적 모델링
맵과 Niss, Blum & Galbraith(2007)의 모델링에 관한 이슈를 나타내는 실세계(reality)를 통합하여 관
점, 영역, 수준 축으로 이루어진 삼차원의 수학적 모델링 맵을 구성하고, 이에 따라 수학적 모델링에
관한 국내 연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학적 모델링에 관한 국내 연구 대부분은 석사학위논문에서 이루어졌고, 2008년과 2009년 39

건의 연구를 보이며 가장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2008년과 2009년은 ICMI의 논제로 다루어
지고, 결과물이 책으로 발간되어 수학적 모델링에 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진 시기의 결과이기 때문
에,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수학적 모델링이 관한 내용이 새롭게 언급된 지금의 시점에서 앞으
로 수학적 모델링에 관한 연구가 다양해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둘째, 수학적 모델링에 관한 국내 연구는 주로 응용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연구자가 수학적 모델

링에 관한 관점을 정확하게 밝히는 경우는 많지 않았으나, 수학적 모델링을 취급하는 상황이 기존의
지식을 활용하여 응용하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어 수학적 모델링을 응용 관점의 측면에서 활용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수학적 모델링에 관한 국내 연구는 주로 수학적 모델링 수업을 구안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많았다. 또한 이들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모델링 과제는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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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일부 변경하거나 유사한 문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수학적 모델링 과제를 다루
고 있는 교재의 부족(Antonous, 2007; Pollak, 2014)과 과제 개발의 어려움(최지선, 2017)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수학적 모델링에 관한 국내 연구는 중등학교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학생을 대

상으로 한 연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대학생, 교사(교육)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여전히 미비하였
다.
지금까지의 수학적 모델링 맵에 따른 분석을 통해, 수학적 모델링에 관한 국내 연구가 응용 관점,

이론과 교실 영역, 중등학교 수준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금까지의 수학적 모델
링에 관한 국내 연구 대부분은 수학적 모델링을 다각적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깊이 있게 탐구하기 보
다는 기존 수학적 모델링에 관한 연구를 적용하는 수준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Bliss &
Libertini(2016)는 수학적 모델링은 모든 수준의 학교에서 지도되어야 하며, 오영열(2013), Blum &
Niss(1991)는 수학적 모델링이 적용되기 위해서 교사는 수학적 모델링에 관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수학적 모델링에 관한 연구는 수준의 다양화가 요구되며, 교사 지식에
대한 이해 및 확대를 위해 시스템 영역과 개념 형성 관점에서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학적 모델링 맵이라는 삼차원 분석틀을 활용하여 수학적 모델링에 관한 연구 동향

을 파악하고, 하나의 연구가 수학적 모델링 맵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
지만 수학적 모델링 맵을 이해하는 데 고려해야 될 것은 본 연구의 목적이 수학적 모델링에 관한 연
구 동향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연구를 관점, 수준,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였으나, 실제적으로
는 Niss, Blum & Galbraith(2007)의 응용과 모델링의 실세계(reality)처럼 다양한 영역이 포함되는 아
메바 형태([그림 Ⅲ-2])를 보일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더라도 본 연구는 앞으로 수학적 모델링에 관한
국내 연구의 향후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시사점은 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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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s in Korea research on mathematical modeling
investigated by mathematical modeling map

Choi, Kyounga3)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domestic research on mathematical
modeling by using three dimensional mathematical modeling map composed of perspective
axis, domain axis, level axis, and to give direction to mathematical modeling research.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domestic research on mathematical modeling
focuses on application perspective, notions and classroom domain and secondary level,
and that we need various studies with concept formation perspective, system domain,
tertiary level, and teacher(education) level on the future work about mathematical
modeling.

Key Words : mathematical modeling, mathematical modeling map, perspective, domai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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