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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전략 분석1)

박만구2)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학생, 영재학생, 예비교사, 현직교사들의 다전략을 가진 수학 문제해결 전략을
분석하여 각 그룹 간의 해결 전략을 비교하여 수학 문제해결 학습 및 지도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
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서울시 초등학교 6학년 일반학생 98명, 초등 영재학생 96명, 초등 예비교
사 72명, 초등학교 현직교사 60명을 선정하여 ‘닭과 돼지’ 문제를 제시하고, 30분 동안 자유롭게 문제를
해결하면서 해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연구의 결과, 영재학생들이 일반학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다양한 해결 전략과 시간적으로 효율적인 전략을 사용하고, 다른 그룹에 비하여 가장 많은 다양한 전
략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4가지 이상의 전략을 제시한 비율은 각각 일반학생은 1%, 영재학생 54%, 예
비교사 42%, 현직교사 43%로 전략의 다양성에서 영재학생, 현직교사, 예비교사, 일반학생들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개인별로 가장 많은 문제해결 전략의 제시는 일반학생 4가지, 현직교사 6가지,
예비교사 7가지, 영재학생 8가지 순서로 나타났다. 제언으로,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다전략을 가지는 양
질의 다양한 수학 문제해결 경험의 제공, 문제해결 전략에서 시간적 효율성 추구, 다전략 문제의 개발
및 현장에 보급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주장하였다. 후속 연구로, 다전략의 수학 문제를 교실
수업에 적용하면서 보다 학생들의 의사소통 및 협력적 문제해결에 대한 협력적 문제해결에 대한 심층
적인 연구와 다양한 전략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런 연구 결과를
수업연구 방법 등을 활용하여 교사연수에 적극 반영하여, 교사들이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의 문제해결
지도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주요용어 : 영재학생, 예비교사, 현직교사, 다전략 수학 문항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학생, 영재학생, 예비교사, 현직교사들의 수학 문제해결 전략을 분석하여 공
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수학 문제해결의 교수학습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문제해결은
수학교육에서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영역이다(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 MSC2010분류 : 97C30, 97D50
1) 이 논문은 2018년도 서울교육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2) 서울교육대학교 (mpark29@snue.ac.kr)



박만구

420

Mathematic[NCTM], 2000; 교육부, 2015). 그리고 학생들은 다양한 해법을 가지는 수학문제를 활용하
여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NCTM, 1989). 여
러 다른 나라들의 수학 수업(예를 들면, Bennevall, 2016; Lynch & Star, 2013)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수학교과서나 수업에서도 학생들에게 다양한 해법이 있는 문제보다는 하나의 정답이 있는 수
학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제한된 전략을 갖는 수학문제를 해결하는 데
만 익숙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제수학과학학업성취도 및 태도 등에 대한 평가인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2016)나 TIMSS(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TIMSS and PIRLS International Study Center, 2016)에서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학년 수준과는 무관
하게 지속적으로 수학 학업성취도는 높았으나, 수학에 대한 태도는 지속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김경희, 김수진, 김미영, 김선희, 2009; 최승현, 박상욱, 황혜정, 2014). 더욱이 학년이 올라
가면서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여 수학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증가한다(남영만,
2010; 박경자, 이혜령, 2010; Finlayson, 2014).
현재 수학교육에서는 학생들의 창의성을 함양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교육부, 2015; NCTM, 2000).

수학교육에서 창의성에 대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해 온 Sriraman(2009)은 “창의적인 일이 항상 실생활
에서 유용하다는 의미는 아니다....창의성은 새롭거나 처음으로 만들어 내는 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pp.14-15)고 언급하였다. 창의성의 요소 중의 하나가 독창성이라
고 할 수 있다. 즉, 수학교육에서 창의성은 차별화된 생각이나 전략을 가능한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하나의 문제에 대하여 독특한 해법과 다양한 전략을 만들어 내도록 하는 것
은 창의성의 요소 중 독창성과 유창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사
는 학생들의 창의성의 신장을 위하여 수학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다전략을 가지는 열린 수학 문제를 해
결하는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변은진, 전평국, 2001; 이강섭, 황동주, 서종진, 2003; 이대현, 2014;
Krulik & Rudnick, 1987; Lynch & Star, 2014). 그리고 교사는 수학적인 수준이 다른 초등학생의 전
략의 특징을 이해하고 학생들의 수준에 적절한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해결 전략이 가능한 닭과 돼지의 머리와 다리의 수를 구하는 문제에 대하

여, 일반학생, 영재학생, 예비교사, 현직교사들의 문제해결 전략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수학
문제해결을 위한 교수학습 및 교사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수학교육에서 문제해결

문제해결은 수학 교수학습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교육부, 2015; NCTM,
2000). 그런데 학생들에게 수학 문제해결을 지도할 때, 학생들이 다양한 문제해결의 전략을 만들어 내
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전략을 만들어 내도록 하는 것은 창의성의 속성 중 독
창성이나 유창성과 관계되는 것으로 수학 문제해결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Becker &
Shimada, 1997; Bennevall, 2016). 우리나라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교육부, 2015)이나 전미수학교
사협의회(NCTM, 1989, p.77; 1995, p.59; 2000, p.52, p.54)에서도 열린 수학 문제를 제시할 것과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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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전략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NCTM(2000)은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의 수업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양한 전략을 적용하고 선택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p.52)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하여 열린 문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열린 문제
(Open-ended problem)란 여러 가지 답을 가지고 있거나 여러 가지 해결 전략을 가지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Becker & Shimada, 1997). 본 연구에서는 열린 문제를 제시하고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진 수학
문제에 대한 해결 전략에 집중하였다.
수학 문제해결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Polya(1945)는 4단계의 전략을 체계적

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처음 접하는 수학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일반적인 절차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도 “계획하기” 부분에 집중하여 문제해결을 위하여 참여자들이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수학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들은 문제해결자의 수준에
따라서 다양하다. 여러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수학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전형적인
전략으로 그림그리기 등의 시각 자료를 많이 활용함을 알 수 있다(권오남 외, 2007; Eisner, 1982;
Kaufmann, 1985; Sanford, 1985).
다양한 전략을 가진 열린 수학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창의성 문제해결력 신장 및 창의성 함양에 도

움이 된다는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가 있었다(박만구, 2011; 이대현, 2012; 이종영, 2012; 이강섭 외,
2003; Sharma, 2014). 박만구(2011)는 창의성 신장을 위한 과제 유형에 대한 연구에서 문제의 표현 방
식에서 ‘다양한 해법’을 요구하는 과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대현(2012)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을 넘어 문제를 만드는 활동이 학생들의 수학적 창의성을 신장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종영(2012)은 초등학교 수학 수업에서 여러 수준의 학생들을 통합하여 지도하는 방안으로 열린 수
학 문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반 수학 교실에서 열린 문제에 대하여 학생들이 보이는 다
양한 반응에 대하여 교사가 수준에 맞게 적절하게 지도할 수 있다면 수준에 맞게 적절하게 수학적 능
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강섭, 황동주, 서종진(2003)은 462명의 한국의 중학교 영재 및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적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는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열
린 문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Sharma(2014)는 학생의 수학적 창의성에 대한 전략과
수학 불안 및 상호 작용의 효과를 연구하였다. 미국의 9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59명은 연구 기간 동
안 개발한 수학 창의력 육성 전략을 가르쳤으며, 52명의 비교반 학생들은 일상적인 수학 수업을 하였
다. 수학 창의력을 키우는 방법으로 수학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고,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과제
의 성격도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다양한 문제해결 전략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하는 능력을

신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해외의 연구로, Taspinar와 Bulut(2012)는 문제해결 전략을 가르치기 위
하여 터키의 22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4주 동안 15시간 동안 다른 수준의 문제해결 전략을 사용하
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들은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해결 전략을 지도한 후, 다양
한 전략으로 해결이 가능한 수학문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서 지도한 전략은 거꾸로 풀기, 패턴 찾기, 다른 관점 채택하기, 그림 그리기, 추측 및 확인하기 등이
었다. 연구 결과 학생들은 다양한 전략을 학습하고 난 후에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함을 발견하였다. Heinze(2002)는 대학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독일의 초등학교 저
학년 수학 영재아들의 열린 수학문제에 대한 문제해결 전략 사고의 과정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그는
영재아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관찰하기 위한 비디오 분석한 결과, 영재아들은 수학 문제의 구
조에 대하여 직관력을 가지고 빠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들은 보통의
학생들보다 시간적으로 효율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했으며, 그들이 해결한 방법에 대하여 말로 설명하
는 능력이 뛰어남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그는 학생들의 창의성 함양을 위하여 교사가 학생들에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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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문제의 성격이 중요한데, 그 중 하나로 열린 수학 문제를 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Elia, van den Heuvel-Panhuizen과 Kolovou(2009)는 비정형의 수학 문제해결에서 성취도와의 관계

뿐만 아니라 전략 사용 및 전략의 유연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들은 수학성취도가 높은 152명의
네덜란드 4학년 초등학생에게 3가지 비정형 문제를 제시하고 그들의 해결 전략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학생들은 문제를 푸는데 발견적인 전략을 거의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들이
사용한 전략들 가운데 시행착오 전략이 문제해결을 하는데 성공으로 이끄는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나
타났다. 문제해결에 대한 오류는 학생의 문제에 대한 불완전한 정신적 표상의 형성에서 비롯된 것으
로 보았다. 이 연구 결과 연령별, 능력별로 어떠한 전략의 차이에 따라서 적절한 지도가 있을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ziza(2018)는 영국 초등학교 수학 수업 관찰을 통하여 교사의 발문과 27명의 초
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창의성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는 수학 수업의 관찰뿐만 아니라
심층면담을 병행하였다. 교사는 파워포인트를 사용하거나 다양한 열린 문제를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학생들이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 기다리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학생들은 “왜 그렇지?” 또는 “어떻게
그렇게 되지?”라는 교사의 발문이나 열린 문제에 보다 더 길게 답변을 하였다. 그는 교사의 열린 발
문이 학생들의 창의성을 촉진한다고 주장하였다. Bennevall(2016)은 70개의 열린 수학 문제를 분석하
여 17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는 어떤 수학 문제의 유형을 학생들에게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학생
들의 창의성 함양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열린 문제가 창의성 함양에 도움을 주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문제를 만들어 보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주장하였다. 교사는 다양한 수학 문제의 제시가
학생들의 창의성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수학 문제에 대한 전략의 사용과 관련하여 학생들뿐만 아니라 예비교사나 현직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다. 국내의 연구로, 김래영, 이민희(2013)는 중학교 수학 교사가 서술형 평가문항의 채점
방법과 활용 등을 분석하여 교사들이 서술형평가 전반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교사들은 열린 문제에 대하여 학생들이 진술한 것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고 인
식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그리고 이 평가의 목적을 학생의 창의성과 사고력 신장을 위한 것으로 보았
다. 외국의 연구로, Lynch와 Star(2013, 2014)는 미국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 수학교사들은 대수학 문
제에서 다양한 전략에 중점을 둔 수업의 장점과 단점으로 무엇을 제시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중등 수학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전략을 지도하는 것이 도전적인 일임을 발견하였다. 이를 위
하여 교사용 지도서에서 이를 적절하게 반영할 것과 ‘효과가 있는’ 전략만을 찾는 것에 집중하고 다양
한 전략의 사용에 대한 수학교사들의 부정적인 신념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Bingolbali(2011)의 연구에서도 지적한 것으로, 수학 교사들에게 체계적인 지도가 필요하고 이들이 수
학을 보는 관점이나 문제해결에 대한 신념이 달라질 때, 학생들에 대한 지도 방법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Ünlü(2017)는 2015-2016 학년도에 터키의 국립대학에 재학하는 95명의 예비교사
들을 대상으로 문제제기와 문제해결 전략에 대한 예비 수학교사들의 지식을 분석하였다. 10명을 대상
으로 한 심층 면담에서는 일부 예비교사들은 문제해결 전략에 대한 지식이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오류를 보였다. 또한, 이들은 많은 터키의 예비교사들이 창의적인 수학문제보다는 교과서적인 문제
를 제기한 것을 발견하였다.
Bruun(2013)은 미국 초등학교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 연구하였다. 문제해결의 전략으로 교사들은 그림을 그
려보게 하거나 주요 정보를 찾아보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초등교사들이 제한적인 전략만을
사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교사교육에서 NCTM에서 제안하는 다양한 문제해결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
록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Fetterly(2010)는 창의성은 예비교사들의 문제해결을 분석하여
과제의 성격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밝히고, 예비교사들의 수학적 신념과 불안도 문제



일반학생, 영재학생, 예비교사, 현직교사의 다전략 수학 문제해결 전략 분석

423

해결에서 전략을 만들어내게 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Evans와
Swan(2014)은 미국의 50개 학교를 대상으로 100명 이상의 교사들과 8명의 영국 중등교사들을 대상으
로 학생의 풀이 예시를 활용하는 수학 수업을 한 것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문제해결의 지도에서 “학
생의 예시 풀이”를 활용하는 것의 이점으로 다음을 제안하였다. 즉, 한 생각에 사로 잡혀있는 학생에
게 다른 학생의 전략을 고려해 보도록 하고, 수학적인 전략을 가지고 학생들이 활발하게 의사소통 하
도록 하고, 수학적 오류를 깨닫게 하고, 문제의 다른 전략들을 비교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평가
를 위한 가치 있는 기준에 대하여 학생들이 보다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교사들의 경우에도 교사교육에서 문제해결 전략에 대한 어떤 경험을 받았느냐가 이들이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문제해결에 대하여 가지는 신념이나 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많은 교사들이 수학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의 답을 얻거나 제한된 해결 방
법만을 강조하는 관행에 대하여 반성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예
비교사나 현직교사들의 연수에서 연린 수학 문제에 대하여 보다 다양한 전략을 경험해 보도록 할 필
요가 있다.

2. 다양한 전략을 포함하는 수학문제

다양한 답을 요구하는 문제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권오남,
방승진, 송상헌, 2007; Krulik & Rudnick, 1987; Novotná, 2014; Zhu, 2007; Zhu, Mo, Yuan, & Wang,
2011). Zhu, Mo, Yuan과 Wang(2011)은 시험에서 대안적인 물리적인 정보를 뽑아내는데 다답형 문제
를 수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여, 수학뿐만 아니라 물리 분야에서도 다답형 수학 문제를 활용할 수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Novotná(2014)도 수학 문제해결에서 발견술의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풍부한 다전
략을 가지는 문항의 선정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Fan과 Zhu(2007)는 학생들은 발견적인 전략 중 "다
이어그램 그리기", "추측 및 확인", "패턴 찾기", "체계적인 목록 만들기", "이전 개념 사용"과 같은 전
략이 주로 사용한다고 주장하였다. Eisner(1982), Sanford(1985), Kaufmann(1985)은 문제해결에서 결정
적으로 중요한 것은 시각적 상상력이라고 주장하였다. Stacey(1991)는 "시행 착오 전략"을 누구나 사
용할 수 있는 직관적인 전략으로 규정하였고, Intaros, Inprasitha와 Srisawadi(2014)는 최근의 수학교
육은 통찰 중심의 문제해결 전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업 연구를 통하
여 태국의 6명의 1학년 학생들의 문제해결 전략을 분석하였다. 이들이 분석한 전략을 보면, 그림그리
기(19.02%), 모든 가능성을 확인하기(15.14%), 논리적 추론(15.14%)등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전략들이
었다. 이들은 열린 문항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권장하였다.
열린 수학문제의 다양한 전략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 연구들도 있다. 권오남, 방승진, 송상헌(2007)은

중학교 수학 영재아들의 다답형 문항 반응에 대하여 열린 문제에 대한 각 전략별 점수를 부여하는 방
안을 제시하였다. 남승인(2007)은 수학 창의성 신장을 위하여 다전략의 문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수학
문항을 활용하여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대현(2014)은 한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이에 대한 채점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수학적 창의성을 측정함으로써 수학적 창의성
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
방형 문제를 적용하여 그들의 전략을 분석한 후, 수학적 창의성을 평가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연구가 있다(변은진, 전평국, 2001). 이강섭, 황동주, 서종진(2003)은 중학교 일반학생 및 영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방형 수학 문항을 통하여 수학적 창의성 평가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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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례로, Leikin과 Levav-Waynberg(2009)는 이스라엘의 10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하교육에서
다전략 및 다답형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수준을 진단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닭과 돼지’의 문제는 수학 문제해결에서 다양한 전략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Krulik과 Rudnick(1987)은 그들의 문제해결에서 닭과 돼지의 머릿수 70개, 다리 200개에의 문제에 대
하여 학생들이 문제해결에서 다양한 풀이 전략의 한 가지 예로 ‘닭과 돼지’ 문제의 해법 3가지를 다음
과 같이 제시하였다(p.16).

[방법 1] 이차연립방정식을 활용하여 해결하기

1p+1c = 70 (머리 수)
4p +2c = 200 (다리 수)
p= 30 (돼지 마리 수)
c= 40 (닭 마리 수)

[방법 2] 논리적인 어림 전략을 사용하여 해결하기: 표 그리기

[방법 3] 일대일대응을 이용하여 해결하기

모든 닭은 한 발로 서고, 돼지는 뒤의 두 발로 선다. 농부는 70개의 머리와 100개의 다리를 볼 수
있다. 100과 70의 차 30은 돼지가 두 발로 서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돼지는 30마리, 닭은 40마리가
된다.

[방법 4] 그림을 그려서 해결하기

동물의 머리의 수와 다리의 수가 각각 70과 200이므로, 모두 10으로 나누어 주면 각각 7과 20이 된
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II-1] 단순한 형태로 간략화한 그림
그림을 보면, 4마리는 다리가 두 개인 닭이고, 3마리는 다리가 4개인 돼지가 된다. 그러므로 닭은

닭 돼지 계

머리 수 다리 수 머리 수 다리 수 머리 수 다리 수

70 140 0 0 70 140 (다리 수가 충분하지 않음)

50 100 20 80 70 180 (아직도 다리 수가 충분치 않음)

40 80 30 120 70 200 적절함

<표 II-1> 어림전략을 사용하기 위해 표 그리기 활용하기



일반학생, 영재학생, 예비교사, 현직교사의 다전략 수학 문제해결 전략 분석

425

40마리, 돼지는 30마리가 된다.
위의 방법 이외에 학생들은 무작위로 수를 넣어 보면서 적절한 수를 찾아가는 ‘시행착오’ 전략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도 보여준다. 이 특정한 문제를 가지고 다양한 전략을 연구한 구체적인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일반학생, 영재학생, 예비교사, 그리고 현직교사들
의 문제해결 전략을 보다 상세하게 비교 분석하였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다전략 수학문제에 대한 일반학생, 영재학생, 예비교사, 현직교사의 문제해결 전략을 분
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하여 열린 수학 문제로 다전략 풀이 방법이 가능한 ‘닭과 돼지’ 문제를
선정하였다. 이 닭과 돼지 문제는 상황 및 동물의 수는 다소 다르지만 다양한 형태로 소개되어 왔다.
Krulik과 Rudnick(1987)이나 Zambo와 Zambo(2011) 등에서도 교사의 관점에서 몇 가지 전략을 소개하
였다.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일반학생, 영재학생, 예비교사, 현직교사들이다. 이렇게 그룹을 선정한 이유는
학생들은 일반학생과 영재학생의 문제해결의 전략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또한, 예비교사와
현직교사의 문제해결 전략을 알아보기 위한 것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문제해결 전략을 지도하는 입
장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을 선호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 결과로부터 문제해결의 교수학습에 주는 시사점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일반학생은 지역이
나 수준을 고르게 고려하여 서울시내 5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98명을 선정하였다. 영재학생이 경우,
서울교육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 재학하고 있는 1년차에 재학하고 있는 융합반 96명이었다. 예비교
사들은 서울교육대학교 3학년과 4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 72명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기본적인
수학교육 이론이나 교수법 강의를 수강하였거나 수강하고 있는 예비교사들이다. 현직교사들은 다양한
경력의 교사들로 서울시내 초등학교에서 재직하고 있는 6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자 유형
일반학생
(참여반 수)

영재학생
(참여반 수)

예비교사
(학년)

현직교사 합계

참여자 수 (명) 98 (5) 96 (5) 72 (3, 4) 60 326

<표 III-1> 연구참여자 현황

2. 제시한 문제

각 그룹별 다전략 수학문제에 대한 해결 전략을 알아보기 위하여 ‘닭과 돼지’ 문제를 선정하여 제시
하였다. ‘닭과 돼지’ 문제는 제시하는 형태에 따라서 약간의 상황이나 제시한 수가 다른 여러 가지 버
전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문제를 제시하고 30분 동안 어느 풀이든 가능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해결하도록 하였다.



박만구

426

어느 농장에 닭과 돼지가 있습니다. 두 동물의 머리의 개수는 80개고, 다리의 개수는 220개였습니다. 닭

과 돼지는 각각 몇 마리씩인지 구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제시해 보시오. 단, 방법 제시 후 다른 사람

들이 생각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방법부터 번호를 써 주시오.

문제는 각 면이 2단으로 나눈 A4용지에 인쇄하여 2장씩을 나누어 주고 필요에 따라서 앞과 뒷면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자유로운 분위기 가운데서 각자의 전략을 쓰게 했지만 각 그룹에서 가장 많이 몇
개의 전략을 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논의는 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전략을 가능한 많
이 제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방법부터 번호를 차례
대로 쓰도록 하였다. 이는 자신이 제시한 전략 중에서 스스로 가장 독창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
는지를 보고자 함이었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사용한 전략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그룹별 가장 많이 제시한 사람은 몇 개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지, 각 유형별 참여 그룹에서 문제해결 전체 참여자 대비 사용한 전략 개수의 비는 어떠한지, 가장 많
이 사용한 전략은 무엇인지, 사용한 전략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각 참여자 유형별
전략 사용에 있어서 어떤 유사성과 차별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참여자별로 구
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용 전략을 제시하였다. 각 그룹별로 전략을 제시
한 것을 분석한 후, 대표적인 전략으로 연립방정식 활용하기, 논리적으로 추론하기, 표 그리기, 임의의
수로 가정하기, 그림이나 도표 그리기, 비율 활용하기, 조건 변형하기, 모두가 닭 또는 돼지로 가정하
기, 작은 수로 변형하여 단순화하기, 규칙성 찾기, 일차함수 활용하기, 홀수와 짝수 활용하기, 기타의
전략으로 계산기로 계산, 직접 세기, 농부에게 물어보기 등으로 분류하였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다전략 문제에 대하여 일반학생, 영재학생, 예비교사, 현직교사의 전략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일반학생들의 풀이 전략

일반학생들은 모두 98명이 참여했으며, 각 전략별 제시 횟수 및 비율은 다음과 같다.



일반학생, 영재학생, 예비교사, 현직교사의 다전략 수학 문제해결 전략 분석

427

전략 연립방정식 
활용하기

논리적으로 
추론하기

표 
그리기

임의의 
수로 

가정하기

그림이나 
도표그리

기

비율
활용하기

조건 
변형하기

일차함수 
활용하기

홀수와 
짝수 

활용하기
기타 합계

사용
회수

23 29 10(1) 37(2) 6(1) 1(1) 2 0 0 8(2) 123

사용
비율

18.7 23.6 8.9 31.7 5.7 1.6 1.6 0.0 0.0 8.1 100

* 표 안의 ( )의 수는 전략을 제시하였으나 오답인 경우로, 전체 시도 회수에는 포함하였음.

<표 IV-1> 일반학생들의 전략 사용(n=98)

조건 변형하기는 모두가 닭 또는 돼지로 생각하기, 작은 수로 변형하기, 단순화하기, 규칙성 찾기,
등차수열, 머리와 다리수의 합 이용하기 등을 포함하였다. 일반학생들 중 가장 많은 전략을 제시한 학
생은 유일하게 여학생 1명으로 4가지의 전략을 제시한 경우로, 전체 참여 학생들의 약 1%였다. 그 전
략은 연립방정식 활용하기, 논리적으로 추론하기, 표 그리기, 임의의 수로 가정하기를 활용하였다. 일
반학생들은 임의의 수를 가정하여 넣어 보면서 확인하는 전략(31.7%)이나, 논리적으로 추론하기 전략
(23.6%)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그리고 문제해결의 시작은 일일이 확인하는 전략을 부분적으로 사용
하는 사례가 많았다. 즉, 일반학생들의 경우,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에서 비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림 IV-1]은 일반학생들의 문제해결 전략의 몇 가지 예시이다.

[연립방정식 활용하기]
[기타: 식을 만들어 일일이 

확인하기]

[기타: 그림으로 연립방정식 

표현하고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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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1] 일반학생들의 전략 사용의 예시

구체적으로 제시한 전략처럼, 일반학생들의 경우 다른 그룹의 전략에 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
에 있어서 다소 비효율적인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특징이 있었다. 그리고 정확한 정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다른 그룹과 비교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제한된 전략만을 제시하는
경향이 강했다.

2. 영재학생들의 풀이 전략

영재학생들은 모두 96명이 참여했으며, 각 전략별 제시 횟수 및 비율은 다음과 같다.

[기타: 그림 그려서 하나씩 

확인하기1]

[기타: 그림 그려서 하나씩 

확인하기2]

[기타: 일일이 세어 

확인하기1]

[기타: 일일이 세어 

확인하기2]

[기타: 일일이 세어 

확인하기3]

[기타: 수를 하나씩 조정해가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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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연립방정

식 
활용하기

논리적으
로 

추론하기
표 그리기

임의의 
수로 

가정하기

그림이나 
도표그리

기

비율
활용하기

조건 
변형하기

일차함수 
활용하기

홀수와 
짝수 

활용하기
기타 합계

사용
회수

94 41 34 24 5 15(1) 65 40 2 29 350

사용
비율

26.9 11.7 9.7 6.9 1.4 4.6 18.6 11.4 0.6 8.3 100

* 표 안의 ( )의 수는 전략을 제시하였으나 오답인 경우로, 전체 시도 회수에는 포함하였음.

<표 IV-2> 영재학생들의 전략 사용(n=96)

영재학생들 중 가장 많은 전략을 제시한 학생은 두 사람으로 8가지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 전략
은 연립방정식 활용하기, 논리적으로 추론하기, 표 그리기, 임의의 수로 가정하기, 그림이나 도표그리
기, 비율 활용하기, 조건 변형하기, 일차함수 활용하기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전략의 제시 가짓수별 응
답은 7가지(4명), 6가지(7명), 5가지(14명), 4가지(25명)순이었다. 4가지 이상의 전략을 제시한 한 학생
은 52명으로 전체 참여 학생들의 약 54%였다. 영재학생들은 연립방정식을 활용하는 하는 전략(26.9%)
이나, 조건 변경하기 전략(18.6%)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이들이 사용하는 전략은 수학 개념들을 사
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특징을 보여 주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 쉽지
않은 독창적인 전략으로 수학적인 전략보다는 비수학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
었다.
[그림 IV-2]는 영재학생들의 제시한 문제해결 전략의 몇 가지 예시이다.

[연립방정식 활용하기] [시각화하여 논리적 추론하기] [비율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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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수로 변형하여 

단순화하기1]

[작은 수로 변형하여 

단순화하기2]
[그래프 활용하기]

[홀수와 짝수 활용하기] [기타: 그림과 비율 활용하기]
[기타: 직사각형 면적 

활용하기]

[기타: 배수 활용하기]
[기타: 코시슈바르츠 공식 

활용하기]
[기타: 집합 활용하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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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2] 영재학생들의 전략 사용의 예시

영재학생들의 경우, 일반학생들보다 다양한 유형의 전략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약간씩 다르게 변형
된 형태의 전략을 다양하게 제시하였으나 크게 보아 같은 전략으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
들 전략의 특징은 2개 이상의 전략을 복합적으로 활용(표 그리기와 논리적 추론하기, 단순화하기와 비
율 활용하기, 그래프와 비 활용하기, 그래프와 닮음 활용하기 등)한 경우가 많았다. 몇몇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이상의 수학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집합 개념 활용하기, 코시슈바르츠 공식 활용
하기 등)등을 제시하는 특징을 보여 주었다. 이들 전략은 빠른 시간 안에 주어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들이 많다는 특징이 있었다. 이는 영재학생들은 일반학생들에 비하여 좀 더 다양
하고 체계적이고 분석 능력을 보여 준다는 Krutetskii(1976, p.35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들
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 쉽지 않은 독창적인 전략은 초등학교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전략보다
는 보다 상위의 수학적인 개념을 사용하는 것을 꼽았다.

[기타: 집합 활용하기2]
[기타: 단순화하기와 

비율활용하기]
[기타: 2차방정식 활용하기]

[기타: 비율 활용하기] [기타: 그래프와 비 활용하기]
[기타: 그래프와 닮음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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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비교사들의 풀이 전략

예비교사들은 모두 72명이 참여했으며, 각 전략별 제시 횟수 및 비율은 다음과 같다.

전략
연립방정

식 
활용하기

논리적으
로 

추론하기
표 그리기

임의의 
수로 

가정하기

그림이나 
도표그리

기

비율
활용하

기

조건 
변형하기

일차함수 
활용하기

홀수와 
짝수 

활용하
기

기타 합계

사용
회수

72 19 50 42 6 2 36 17 3 7 254

사용
비율

28.3 7.5 19.7 16.5 2.4 0.8 14.2 6.7 1.2 2.8 100

<표 IV-3> 예비교사들의 전략 사용(n=72)

예비교사들 중 가장 많은 전략을 제시한 사람은 7가지의 전략을 두 사람이 제시하였다. 그 전략은
연립방정식 활용하기, 논리적으로 추론하기, 표 그리기, 임의의 수로 가정하기, 작은 수로 변형하여 단
순화하기, 기타 먹이를 두 곳으로 나누어 각기 먹도록 하여 세기, 놀라게 하여 닭이 날아가게 한 후
세기를 제시하였다. [그림 IV-3]은 예비교사들의 제시한 문제해결 전략의 몇 가지 예시이다.

[논리적으로 추론하기]
[표 그리기와 논리적 

추론하기]
[비율 활용하기]

[모두가 닭 또는 돼지로 

가정하기]
[규칙성 활용하기] [그래프의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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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3] 예비교사들의 전략 사용의 예시

그리고 전략의 제시 가짓수별 응답은 7가지(1명), 6가지(2명), 5가지(9명), 4가지(18명)순이었다. 4가
지 이상의 전략을 제시한 한 예비교사는 29명으로 전체 참여 학생들의 약 42%였다. 예비교사들은 연
립방정식을 활용하는 하는 전략(28.3%)이나. 표 그리기 전략(19.7%)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다른 사
람들이 생각하기 쉽지 않은 독창적인 전략으로 조건변형하기 등의 전략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비교사들의 경우, 영재학생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문제해결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특징을 보여 주었다. 이들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전략에 그래프를 활용하는 전략과 등차수열을 활용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초등 수준 이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학적인 개념이나 방법을 활용한다는 특징을 보여 주었다. 이는 문제에서 어떤 전략이든 사
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따른 것으로, 이들은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수학을 경험한 데서 사용 전략이
보다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현직교사들의 풀이 전략

현직교사들은 모두 60명이 참여했으며, 각 전략별 제시 회수 및 비율은 다음과 같다.

전략
연립방정

식 
활용하기

논리적으
로 

추론하기
표 그리기

임의의 
수로 

가정하기

그림이나 
도표그리

기

비율
활용하기

조건 
변형하기

일차함수 
활용하기

홀수와 
짝수 

활용하기
기타 합계

사용
회수

53 24 37 33 3 1 41(1) 5 1 6 205

사용
비율

25.9 11.7 18.0 16.1 1.5 0.5 20.5 2.4 0.5 2.9 100

* 표 안의 ( )의 수는 전략을 제시하였으나 오답인 경우로, 전체 시도 회수에는 포함하였음.

<표 IV-4> 현직교사들의 전략 사용(n=60)

현직교사들 중 가장 많은 전략을 제시한 사람은 한 사람이 유일하게 6가지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 전략은 연립방정식 활용하기, 논리적으로 추론하기, 표 그리기, 조건변형하기, 기타 다리의 합과 차

[홀수와 짝수 활용하기] [기타: 단순화하기] [기타: 등차수열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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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기, 1부터 차례로 넣어서 해결하기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전략의 제시 가짓수별 응답은 6
가지(1명), 5가지(10명), 4가지(15명)순이었다. 4가지 이상의 전략을 제시한 한 현직교사는 26명으로 전
체 참여 학생들의 약 43%였다.
[그림 IV-4]는 현직교사들이 제시한 몇 가지 전략이다.

[논리적으로 추론하기]
[표 그리기와 논리적 

추론하기]
[비율 활용하기]

[조건 변형하기]
[모두가 닭 또는 돼지로 

가정하기]
[규칙성 활용하기]

[그래프의 활용하기] [기타: 관계성 활용하기] [기타: 나머지의 활용하기]

[그림 IV-4] 현직교사들의 전략 사용의 예시

현직교사들의 문제해결 전략의 특징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전략들을 포함하여 초등 수준을
넘어서는 수학의 개념이나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특징을 보여 주었다. 이는 이들이 수학교육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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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 전공의 석사과정에 재학하면서 수학교육 및 문제해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다전략의
문제해결에 대한 교수학습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본 것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들은 생각하기 쉽지 않은 독창적인 전략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제시할 수 없는 전략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IV-5>는 각 연구 참여그룹별 각 전략의 제시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참여자 유형 일반학생 영재학생 예비교사 현직교사 합계(%)

연립방정식 활용하기 23(18.1) 94(27.2) 72(28.3) 53(25.9) 242(26.1)

논리적으로 추론하기 29(23.6) 41(11.8) 19(7.5) 24(11.7) 113(12.2)

표 그리기 11(8.9) 34(9.8) 50(19.7) 37(18.0) 132(14.2)

임의의 수로 가정하기 39(31.7) 24(6.9) 42(16.5) 33(16.1) 138(14.9)

그림이나 도표그리기 7(5.7) 5(1.4) 6(2.4) 3(1.5) 21(2.3)

비율 활용하기 2(1.6) 12(3.5) 2(0.8) 1(0.5) 17(1.8)

조건 변형하기 2(1.6) 65(18.8) 36(14.2) 42(20.5) 145(15.6)

일차함수 활용하기 0(0) 40(11.6) 17(6.7) 5(2.4) 62(6.7)

홀수와 짝수 활용하기 0(0) 2(0.6) 3(1.2) 1(0.5) 6(0.6)
기타(계산기 사용, 직접세기,

농부에게 물어보기 등)
10(8.1) 29(8.4) 7(2.8) 6(2.9) 52(5.6)

합계 (%) 123(100) 346(100) 254(100) 205(100) 928(100)

<표 IV-5> 연구참여자별 각 전략별 제시 비율

각 전략별 선호하는 전략은 일반학생들은 임의의 수로 가정하기(31.7%)와 논리적으로 추론하기
(23.6%)이고, 영재학생들은 각각 연립방정식 활용하기(27.2%)와 조건 변형하기(18.8%)를 가장 많이 사
용하였다. 예비교사들이 선호하는 전략은 연립방정식 활용하기(28.3%)와 표 그리기(10.7%)이고, 현직
교사들은 각각 연립방정식 활용하기(25.9%)와 조건 변형하기(20.5%)이다.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일반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략은 임의의 수로 가정하기이고, 기타 그룹에서는 연립방정식 활용하기였
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일반학생들은 닭이나 돼지의 수를 어떤 특정한 마리 수(예를 들면, 40마리
씩이라고 가정하기)로 가정한 후,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면서 마리 수를 바꾸어 가는 전략을 가장 선호
하였다. 그런데 모두 중학교에서 배우는 연립방정식을 알고 있는 그룹에서는 가장 많이 제시한 전략
은 연립방정식 활용하기였다. 영재학생들도 초등학생들이기는 하지만 이들은 이미 연립방정식을 배운
학생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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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유형 일반학생 영재학생 예비교사 현직교사 합계

전체 전략 제시 수 (가지) 123 346 254 205 928

개인별 최다 전략 제시 수 (가지) 4 8 7 6 ·

4가지 이상의 전략 제시 비율 (%) 1 54 42 43 ·

개인 평균 전략 제시 수 (가지) 1.3 3.6 3.5 3.4 ·

참여자 수 (명) 98 96 72 60 326

<표 IV-6> 연구 참여자별 전략과 관련한 정보

또 다른 그룹 간의 차이점은 조건 변형하기였는데, 일반학생은 이 전략을 2명(1.6%)만 사용했는데,
영재학생은 65명(18.8%), 예비교사는 36명(14.2%), 그리고 현직교사는 42명(20.5%)이다. 즉, 일반학생들
은 다른 그룹에 비하여 현저하게 이 방법을 활용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주어진 문제
를 모두가 닭 또는 돼지로 생각하거나, 모두 10씩 나누어 머리의 수와 다리의 수를 각각 8개, 22개로
작은 수로 변형하기나 단순화하기, 그리고 작은 경우부터 마리수를 늘려가면서 규칙성을 발견하여 해
결하기, 마리 수를 늘려가면서 차이가 일정한 관계를 활용한 등차수열 이용하기, 머리와 다리수의 합
을 이용하여 머리수와 다리수를 맞추어 가는 전략을 이용하기 등이다. 즉, 일반학생들은 다른 그룹보
다는 다양한 유형으로 변형하는 전략의 사용 비율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활용할 수 있는 다
양한 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다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해석이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무관하게 유연한 사고가 부족한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 다전략 문제에 대한 일반학생, 영재학생, 예비교사, 현직교사의 해결 전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영재학생들이 다전략의 문제에 대한 전략의 제시는 평균 3.6가지로 다른 그룹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일반학생들의 개인당 전략 제시 비율(1.3가지)을 제외하고는 영재학
생(3.6가지), 예비교사들(3.5가지), 현직교사들(3.4가지)의 전략 제시 비율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
다.
둘째, 각 그룹별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은 차이가 있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으로, 일반

학생들은 임의의 수로 가정하기(31.7%)와 논리적으로 추론하기(23.6%)이고, 영재학생들은 각각 연립방
정식 활용하기(27.2%)와 조건 변형하기(18.8%)를 많이 사용하였다. 예비교사들이 선호하는 전략은 연
립방정식 활용하기(28.3%)와 표 그리기(10.7%)이고, 현직교사들은 각각 연립방정식 활용하기(25.9%)와
조건 변형하기(20.5%)이다. 그런데 모든 그룹에서 사용한 가장 많은 전략은 전체적으로는 연립방정식
활용하기(26.1%)였다.
셋째, 4가지 이상의 전략을 제시한 비율은 각각 일반학생 1명(1%), 영재학생 52명(54%), 예비교사

29명(42%), 현직교사 26명(43%)이었다. 일반학생들의 전략 제시의 가짓수가 현저하게 낮고, 다양한 전
략을 많이 제시한 것은 영재학생, 현직교사, 예비교사 순서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인당 가장 많은 전
략을 제시한 경우는 일반학생 4가지, 영재학생 8가지, 예비교사 7가지, 현직교사 6가지로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넷째, 전략 중에서 기타의 전략을 제외하고, 모든 그룹에서 가장 적은 회수로 사용한 전략은 홀수와

짝수 활용하기였다. 그리고 특이 사항으로 조건 변형하기 전략은 일반학생(1.6%)이 사용한 회수는 영
재학생(18.8%), 예비교사(14.2%), 현직교사(20.5%)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그리고 일차함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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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는 일반학생들은 사용하지 않았으나, 영재학생(11.6%), 예비교사(6.7%), 현직교사(2.4%)으로 차이
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의 한 가지 열린 문제에 대하여 각 그룹별로 제시한 문제해결의 전략만을 대상으로 분

석했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후속 연구에서는 응답한 내용을 기반으로 왜 그런 전략이 다른 그룹과 비
교하여 보다 많이 사용하는지, 특정 전략이 왜 다른 그룹에서는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독창성을 가지
고 있는지, 그리고 이와 유사한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한, 본 연구에서는 각 개인별로 독립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였으나 서로 협력하면서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때, 각 그룹에서 어떤 전략들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학생, 영재학생, 예비교사, 현직교사의 다전략 문제해결 방법을 포함한 열린
수학문제를 풀도록 하고, 각 그룹별로 제시한 문제해결 전략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수학 문
제해결을 위한 교수학습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영재학생들이 일반학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다양한 전략과 시간상 효율적인 전략을 사용한

다. 영재학생들은 일반학생에 비하여 제시하는 전략의 수가 많았고 시간상 빨리 해결할 수 있는 효율
적인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그리고 영재학생, 예비교사, 현직교사들은 연립방정식 등의 수학 지식
을 활용하여 보다 편리하고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더 많이 제시하였다. 반면에, 일반학
생들은 일일이 세는 전략이나 그림을 그려서 세는 등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의 효율성 측면에서 영재
학생들이나 예비교사와 현직교사들에 비하여 비효율적인 전략을 더 많이 제시하였다. 이는 보다 효율
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학 지식을 활용한다는 면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각 그룹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은 영재학생, 예비교사, 현직교사들은 ‘연립방정식 활용하

기’ 전략을, 일반학생들은 ‘시도하고 확인하기’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일반학생들
은 임의의 수로 가정하기(31.7%)와 논리적으로 추론하기(23.6%) 등 ‘시도하고 확인하기’ 전략을 선호
하였다. 영재학생들은 선행의 수학 개념을 활용해야 하는 연립방정식 활용하기(27.2%)와 조건 변형하
기(18.8%)를 많이 사용하였다. 예비교사들이 선호하는 전략은 연립방정식 활용하기(28.3%)와 표 그리
기(10.7%)이고, 현직교사들은 각각 연립방정식 활용하기(25.9%)와 조건 변형하기(20.5%)를 문제해결의
전략으로 가장 많이 제시하였다. 각 그룹에서 연립방정식을 알고 있는 경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서 시간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략으로 생각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셋째, 창의성의 요소 중 유창성에 해당하는 4가지 이상의 전략을 사용한 비율은 각각 영재학생, 현

직교사, 예비교사, 일반학생들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4가지 이상의 전략을 사용한 비율은
영재학생 54%, 현직교사 43%, 예비교사 42%, 일반학생은 1%으로 나타났다. 전략의 다양성에서 현직
교사들이 예비교사들보다 더 다양한 전략을 제시한 이유는 수학이나 영재 관련 석사과정에 있는 교사
들이 많이 참여하여 이미 이와 유사한 문제해결 경험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별로 가
장 많은 문제해결 전략의 제시는 일반학생 4가지, 현직교사 6가지, 예비교사 7가지, 영재학생 8가지
순서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신만이 제시한 문제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각자 다양하게 생각하
고 있으나 영재학생들의 경우 합동식이나 비율 활용 등의 전략을 꼽았다.
본 연구 결과의 수학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박만구

438

첫째, 일반학생들에게도 수학 문제해결에서도 양질의 열린 수학 문제를 제시하여 다양한 전략을 제
시하도록 하고, 가능한 보다 시간적으로 효율적인 전략이 무엇인지 논의하여 판단해 보는 기회를 제
공할 필요가 있다. 이는 Bennevall(2016), Schoenfeld(1992), 그리고 Taspinar와 Bulut(2012)의 연구에
서도 밝힌 것처럼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차후에 문제해결에서 다양한 전략을 더 만들어 내려
는 성향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수학은 오직 한 가지 답과 제한된 전략을 갖는다는 신념과 교사들
의 제한된 전략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제해결 전략을 가지는 풍부한 풀이 전략의
가능성을 가진 수학 문제를 풀어 보는 경험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비록 수학적으로 뛰어난 영
재학생들이라고 할지라도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해 보도록 하는 것이 이들이 문
제를 해결하면서 보다 유연한 사고를 하도록 할 것이다. 이는 수학 문제해결을 총하여 창의성을 함양
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교사들도 직접 이런 열린 문제에 대하여 다전략을 제시해 보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는

경험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Fetterly(2010)도 주장하듯이 자신이 경험한 것이 교사의 교수학
습에 대한 신념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는 일반학생과 영재학생들의 문제해결 전략의 특
성을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이를 각 개인이나 집단의 교수학습에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강나루 외(2013)가 제안한 것과 같이 학습 양식과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인 학습을 하도록
돕도록 할 수 있다. 교사들은 이런 다전략 문제에 대하여 일반학생 및 영재학생들이 어떤 전략을 사
용하는지와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인지하고 이들의 교수학습에 적용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Van de Walle et al.(2010)이 제안한 것처럼 학생들이 모둠에서 제시한 전
략은 무엇인가? 그런 전략을 활용하여 어떻게 답을 얻었는가? 왜 그런 답이 논리적으로 옳은가? 이
문제를 풀면서 배운 것은 무엇인가? 등의 문제를 포함한 보다 다양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더 나
아가 경직된 수학 교실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우선 교사 자신부터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을 위하
여 자신이 수학 문제나 풀이 전략에 대한 신념을 보다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창의성
함양을 돕기 위해서 문제해결 방법이 제한된 수학 문제해결뿐만 아니라 다전략을 가진 양질의 수학
문제를 학생들과 함께 해결해 보는 경험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후속 연구에서는 다전략을 가지는 수학 문제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토의·토론, 의사소통, 표현

등과 관련한 협력적 문제해결에 대한 연구를 병행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제한점 중의
하나인 각 전략 간의 유기적인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Zambo와 Zambo(2011)는
열린 수학 문제는 학생들의 문제해결, 추론, 의사소통, 연결성 및 표현의 역량을 신장하도록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의 각 학생들의 풀이 결과만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에서 나아가 문제해결 과정에
서 일어나는 의사소통 및 오류 유형 등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할 필요
가 있다(김영아, 김성준, 2013; 이선비 외, 2014; Bennevall, 2016; Krulik & Rudnick, 1987). 그리고 교
사 및 학생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하여 이런 다전략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한 신념의 변화 및
창의성의 신장의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양한 문제해결 전략을 평가하
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Van de Walle et al.(2010)이 제시한 것처럼 이런 문제
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뉴런의 작용 등을 포함한 뇌 과학적인 측면 등에서도 수학문제의 성격에 따라
서 뇌 과학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부분 등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연구도 필요하다.
둘째, 다양한 다전략을 가지는 양질의 수학 문제를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하고 학교에서의 평가에

이런 유형의 연린 문제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더 나아가 다전략을 가진 열린 문항 및 실생활과
연계한 문항을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 보급하여 교사들이 수학 교수학습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
도록 할 필요가 있다. 권점례 외(2016)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실생활 상황에서 다양한 문제해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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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는 수학문항을 평가의 문항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미래 사회에 주역으로 살아갈 학생들
을 위하여 단순지식을 묻기보다는 창의·융합 등의 핵심역량을 신장하도록 돕기 위한 다양한 평가문항
을 개발하여 학습의 과정에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전략의 수학 문제나 열린 수학 문제를 실제 수업에서의 활용하면서 일본을 중심으로 이루

어지고 있는 수업연구(lesson study)와 같이 교실에서의 수업하면서 그 과정을 교사연수에 적극 반영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수업연구에서 전형적으로 제시하는 수학 수업은 한 가지 문제 제시하고 다양
한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전형적이다. 그리고 처음에 제시한 문제를 보다 심화하고 확장하여
보다 고차원적인 수학적 사고를 해 보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학 수업에서도 핵심적인 열린 문
제를 기반으로 확장해 가는 방식을 적극 반영하고, 교사 연수에서도 이를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교사들은 현장에 있는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에게 일반적인 교과서적인 문제와 함께 이런 다전략을 포
함한 열린 수학문제를 가지고 문제해결을 해 보도록 하면서, 보다 개선된 교수학습의 방법을 찾아가
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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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the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Strategies of
Ordinary Students, Gifted Students, Pre-service Teachers, and

In-service Teachers

Park, Mangoo3)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problem solving strategies of ordinary
students, gifted students, pre-service teachers, and in-service teachers with the ‘chicken
and pig problem,’ which has multiple strategies to obtain the solution. For this study, 98
students in the 6th grade elementary schools, 96 gifted students in a gifted institution, 72
pre-service teachers, and 60 in-service teachers were selected. The researcher presented
the "chicken and pig" problem and requested them the solution strategies as many as
possible for 30 minutes in a free atmosphere.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gifted
students used relatively various and efficient strategies compared to the ordinary
students, and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most used strategies among the groups. In
addition, the percentage of respondents who suggested four or more strategies was 1%
for the ordinary students, 54% for the gifted students, 42% for the pre-service teachers,
and 43% for the in-service teachers. As suggestions, the researcher asserted that various
kinds of high-quality mathematical problems and solving experiences should be provided
to students and teachers and have students develop multi-strategy problems. As a
follow-up study, the researcher suggested that multi-strategy mathematical problems
should be applied to classroom teaching in a collaborative learning environment and
reflected them in teacher training program.

Key Words : gifted students, pre-service teachers, in-service teachers, multi-strategic
mathematical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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