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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문제해결역량을 위한 평가 문항의 조건과 그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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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사람들은 일상과 직장에서 많은 문제에 직면하며, 기

존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많은 문제들은 다양한 조건과 제

한사항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나의 해결책만 존재하는

경우보다는 여러 가지 해결책이 존재하거나 명확한 해결

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수학교육에서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수학적으로 해결하는 능

력과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NCTM(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Mathematics)(2000)은 ‘학교수학

의 원리와 규준(Principles and standards for school

mathematics)’에서 수학교육의 목표로 수학적 힘을 기르

는 것을 제시하고 수학적 문제해결역량과 수학적 연결성

을 강조하였다. 또한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문제해결역량이란 수학을 실생활이나 타 교과에서 활용

하는 도구적 측면뿐 아니라 수학적 사고의 함양, 수학적

탐구 능력의 습득을 위해 강조되는 핵심역량이라고 하였

다. OECD(Orgar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2013)는 ‘PISA 2012 수학, 읽기, 과학, 문

제해결 그리고 경제적 소양에 대한 평가와 분석틀(PISA

2012 Assessment and Analytical Framework:

Mathematics, Reading, Science, Problem Solv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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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Literacy)’에서 학생들이 더 전문화된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수학을 공식화하고,

이용하고, 해석하는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학교는 학생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하여 직면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

육하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수학적 문제해결역량은 더

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경험하는 많은 문

제들은 정형화되어 있고 학생들의 일상과 동떨어져 있어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 학교 교육과의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다(Jonassen, 2000).

수학적 문제해결역량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핵심 역량

으로 주목하고 있다. 미국, 중국 등의 9개국 중에서 7개

국이 문제해결을 수학교과의 핵심역량으로 명시하고 있

다(김선희, 박경미, 이환철, 2015). 우리나라는 5차 수학

과 교육과정에서부터 현재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문제해결력이 교육목표로서 지속적으로 강조

되고 있다(김진호, 김인경, 2011). 이에 따라 수학적 문제

해결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문제해결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교수 학습에 대한 연구에 치중되어

있으며, 수학적 문제해결역량에 대한 평가방안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김진호, 김인경, 2011; 김혜미,

2016a). 학생들의 수학적 문제해결역량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에서 목표, 내용, 교수 학습, 그리고 평가의 일

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학적 문제해결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수 학습 방법과 함께 수학적 문제해결

역량의 평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대학 입학을 위한 전

국 규모의 시험으로 대학의 신입생 선발을 위한 자료 제

공과 더불어 국가 수준에서 학생들의 학업 수준을 평가

하는 자료를 제공한다(남진영, 정연준, 2011). 또한 평가

도구인 수능은 수학과 교육과정의 운영과 학교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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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수학 학습과 활동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조윤

동, 남진영, 고호경, 2009). 수능은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사고력 중심의 시험으로 수학에서

강조되는 핵심역량인 수학적 문제해결역량에 대한 평가

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학적

문제해결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이 갖추어야 할 조건

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수학적 문제해결역량을 평가하

기 위한 문항 분석틀(framework)을 개발한다. 또한 개발

한 분석틀을 토대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학 문항이 수

학적 문제해결역량의 평가 측면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학적 문제해결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평가 문

항의 조건은 무엇인가?

둘째,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학 평가 문항은 수학

적 문제해결력을 평가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었는가?

셋째, 수학적 문제해결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조건은

학생들이 느끼는 난이도와 정답률에 영향을 주는가?

넷째, 수학적 문제해결역량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

평가 문항의 성취도와 수학적 문제해결역량에 대한 학생

들의 자기평가는 어떤 상관성이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수학적 문제해결역량(Mathematical Problem

Solving Competency)

1) 수학적 문제

문제란 무엇인가? 교육 현장이나 교육 연구에서 문제

(problem)와 과제(task)는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는 경우

가 많다. 과제는 교사에 의해 제시되는 자료 또는 질문

을 의미하며, 교사가 어떤 과제를 선택하고 제시하는지

에 따라 학생들의 문제해결역량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

다(김미희, 김구연, 2013; Stein & Smith, 1998)는 점에

서 과제와 문제를 구분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

은 살아가면서 오늘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 주어진 업무

를 어떤 순서로 처리할지 등과 같이 개인적 또는 사회적

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문제는 개개인에 따라 상대적

인 개념이다. 즉, 오늘의 점심 메뉴 결정은 어떤 사람에

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학교 식당에서 정해진 메뉴를 먹

어야 하는 사람에게 점심 메뉴 결정은 문제가 되지 않는

다. 그러나 점심 메뉴 선택의 폭이 넓고, 현재 여행을 위

해 저축을 결심하여 경제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

면 점심 메뉴 결정은 문제가 된다. 문제와 문제해결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는 조금씩 다르다. 한인기(2001)는 문

제란 주체에 의존하지 않는 객관화된 독립적 대상으로

단지 해답이나 해명을 요구하는 질문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문제란 상황과는 별개의 객관적 존재로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어떤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해답을 요구

하는 질문이 모두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문제가 될 수

없으며, 문제는 상황과 독립적으로 정의될 수 없다.

Polya는 문제란 미지의 것, 알려진 것과 주어진 것이 있

어야 하며, 미지의 것이 자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해

주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Polya, 2005). Krulik

& Rudnick (1989)은 문제란 어떤 해답을 요구하는 상황

으로 그 해결방법이 명확하지 않아서 학습자들이 새로운

풀이 방법을 생각하거나 탐구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또한 이들은 문제가 이미 학습

한 것을 회상하여 해결할 수 있는 질문(question)이나 학

습한 내용이나 기능을 숙달시키기 위해 반복 연습하는

연습과제(exercise)와는 구분하여 정의되어야 한다고 하

였다. Jonassen(2000)은 어떤 상황에서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것으로 누군가에게 지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으로 가치 있는 것을 문제라고 정의하며, 구조성, 복잡

성, 역동성, 영역 특이성(추상성)에 의해 문제 유형이 달

라진다고 하였다. 강옥기(2003)는 문제란 그 해답과 해결

방법을 바로 알 수 없는 것으로 학습자에게 해결하고자

하는 도전감을 주며, 어느 정도의 노력으로 해결이 가능

한 상황이라 하였다. 문제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

해보면 문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학습자에게 확실한 목

표를 제시해야 하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학습자가 즉각적으로 알 수 없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문제란 상황 속에서 학습자에게 정

확한 목표를 제시하지만 현재 학습 수준에서 그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을 즉각적으로 알지 못하는 질문 또는 과

제로 정의한다. 문제의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선행

연구에서 과제(task)로 표현된 경우라도 본 연구에서는

문제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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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보다 나은 문제해

결자로 성장하기 위해 교실에서 어떤 문제를 경험하는지

는 매우 중요하다(Stein & Smith, 1998). 학습자들이 학

교에서 경험해야 할 문제의 유형에 대해 관심을 가진 학

자들은 문제를 그 본질, 학습자의 인지적 노력 수준, 소

재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하였다. Jonassen(2000)은

문제 유형을 효율적이고 정확한 해결책에 초점을 둔 비

구조적 문제(Ill-structured problem)와 의사결정과 논증

에 초점을 둔 구조적 문제(Well-structured problem)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구조적인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생들이 좋은 문제 해결

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비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기회

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Stein & Smith(1998)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접하는 문제가 앞으로의 학습에 대한

기초를 형성한다고 강조하였으며,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를 분석하기 위해 서로 다른 인지적 요구에 따라 두

가지 수준으로 문제를 분류하였다. 그들이 분류한 문제

의 두 가지 수준은 기억(memorization)과 연결성 없는

절차(procedure without connections)를 요구하는 낮은

수준(Low-Level)과 연결성을 갖는 절차(procedure with

connection)와 다양한 방법들 사이의 관련성을 탐구하는

수학 수행(doing mathematics)을 요구하는 높은 수준

(High-Level)이다. 황혜정, 나귀수, 최승현, 박경미, 임재

훈, 서동엽(2007)은 문제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지에 따

라 수학 외적 소재를 수반하는 문제와 수학 내적 소재를

수반하는 문제로 분류하였다. 수학 외적 소재란 일상생

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재 또는 다른 교과와의 관련

성 파악이 요구되는 통합교과적인 소재를 말한다. 또한

수학 내적 소재란 수학의 여러 가지 개념, 원리, 법칙 등

의 관련성이 요구되는 것이며 일상생활 및 다른 교과와

관련이 있더라도 수학 교과에서 주로 접할 수 있거나 수

학 학습에 초점을 둔 경우는 수학 내적 소재라 하였다.

2) 수학적 문제해결역량

정보통신의 발달과 세계화로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해

이미 습득한 지식의 내용 그 자체보다는 습득한 지식을

활용하고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의 중요성이 커지

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교육에서도 지식과 기능의

습득보다 역량 함양으로 그 목표가 변화되고 있다. 역량

은 교과 지식 자체가 아니라 특정한 실제 상황 속에서

수행과 관련된 지식, 기능, 태도를 통합한 것으로 상황판

단과 대처능력이 포함된다(Chambers, 1993). 즉, 역량은

실제 상황에 기반하고 있으며 개인으로서 사회에서 성공

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다(한혜정 외,

2017).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수학교과역량

으로 문제해결, 추론, 창의융합, 의사소통, 정보처리, 태

도 및 실천의 6가지 핵심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해

결역량(Problem Solving Competency)은 해결책을 즉각

적으로 알 수 없는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인지과정에 관여하는 개인 역량으로 지식의 단순한 재생

산이 아니라 인지와 실천 능력, 창의적 능력과 태도, 동

기부여, 가치와 같은 심리적 요소를 포함한다(OECD,

2013). 문제해결역량은 인지적 차원뿐 아니라 건설적인

시민으로 주어진 상황에 참여하는 의지와 같은 정의적

차원을 포함한다. 문제해결역량은 지속적인 학습의 기초

를 마련해주며, 사회에 참여하여 효과적으로 활동을 수

행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

에서 중요한 교육 목표로 삼고 있다(송미영 외, 2014).

OECD(2013)는 수학적 소양(Mathematical Literacy)을

다양한 상황 속에서 수학을 형식화하고 이용하고, 해석

하는 개인의 역량으로 정의하였다. 즉, 수학적 소양이란

수학을 포함한 상황에서 건설적 시민에게 필요한 잘 정

립된 판단과 결정을 위해 수학을 사용하고 수학의 역할

을 인식하는 개인 역량이다. 따라서 수학적 소양과 수학

적 문제해결역량은 그 정의가 같으며, 단지 표현의 차이

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수학적 문제해결역량은 수

학을 포함한 상황 속에서 수학을 형식화, 이용, 해석하는

개인 역량으로 지식뿐 아니라 수학에 대한 태도, 동기,

가치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능력으로 정의한다.

2. 수학적 문제해결역량의 평가

본 연구는 대학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필요한 사고력

을 측정하고자 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학 문항들을

수학 교과의 핵심 역량인 수학적 문제해결역량 측면에서

분석한다. 협력적 태도, 가치 등을 포함하는 핵심역량은

지필평가만으로 평가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교과 내용

지식과 밀접하게 관련된 수학적 문제해결역량은 지필평

가로도 평가 문항을 어떻게 제시하는지에 따라 상당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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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다(이상하, 박도영, 박상욱,

최인봉, 구남욱, 이은경, 2014). 본 연구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규모의 지필평가 환경에서 수학적 문제해결역

량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 개발 방안을 모색하고 학생들

의 수학적 문제해결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적 시사점을

얻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문제의

맥락, 문제 상황의 특징, 수학적 지식의 영역, 수학적 문

제해결과정을 기준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학 문항들

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기준은 수학적 문제해결역량

의 정의와 PISA 2012에서 제시한 문제해결역량의 평가

틀과 수학적 소양 평가틀을 토대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컴퓨터 기반 평가 문항이 아닌 지필평가 문항을 분석하

기 위해 문제 상황 특징을 정적, 상호작용적 특성을 정

형성과 친숙성으로 수정하였고 수학적 내용을 우리나라

의 수학 교육과정에 제시된 수학적 지식으로 수정하였

다.

1) 맥락적 문제(contextualized problem)와 비맥락적

문제(decontextualized problem)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문제를 만나며,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숙련된 지식과 기술을 동원한

다. 이때 과거 경험들은 새로운 문제 상황에서 시행착오

를 줄여 효과적인 해결을 돕는 역할을 한다. 문제를 해

결할 때 기존에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하나의 도구로서

자유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지식과 기술 자체에

얽매이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조

현영, 손민호, 2014). 즉, 학생들이 실생활 속에서 수학의

역할을 인식하고 기존에 습득한 수학적 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학 자체에 얽매이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수학을 온전히 자신의 것

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한 수학적 계산과 이해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맥락 속에서 수학적 지식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필요하다. 맥락은 학생들이 문

제를 이해하고 형식화하며,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여 발

전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구자옥, 김성숙, 이혜원, 조성민,

박혜영, 2016; Gravemeijer & Doorman, 1999).

맥락이란 무엇일까? Freudenthal은 맥락이란 어떤 특

정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에게 수학화하도록 제시되는 현

실 영역이라 하였으며(Freudenthal, 2002), Rogoff(1984)

는 문제의 물리적이고 개념적 구조뿐 아니라 목적이 내

재된 사회환경을 맥락이라고 하였다(김민경, 박은정, 허

지연, 2012에서 재인용). 맥락(context)은 학생들에게 제

시되는 과제의 배경(나미영, 권오남, 2012)으로 인식 주

체가 인식 대상 혹은 현상을 인식하여 해석할 때 해석의

바탕이 되는 환경 또는 상황적 성격이다(남형채, 2000:

범아영, 이대현, 2012에서 재인용). 일반적으로 맥락을

실생활의 상황만을 담은 단편적 형태로 보고 기존의 문

장제 문제를 맥락 문제로 정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맥락 문제는 단편적인 기존의 문장제 문제와 구분된다

(김성준, 문정화, 2006). 맥락 문제는 학생들의 경험과 연

관된 실제적인 것이어야 하며 동시에 문제 자체가 다양

한 접근이 가능하고 자료를 탐구하며 문제를 형식화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Jurdak, 2006).

김민경 외(2012)는 맥락과제의 준거틀로 일상성, 다양성,

수학적 잠재성을 제시하였다. 주어진 상황이 학습자의

경험과 관련되어 있는지, 다양한 영역과 연결되어 있고

다양한 해결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고등 수준의

사고과정을 요구하고 내재된 요소를 통합하여 해결하도

록 구성되어 있는지는 맥락성의 중요한 판단 요소이다.

PISA 2012에서는 다양한 맥락에서 수학적 지식과 기술

을 사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하며 수학소양 평가

틀로 맥락, 수학적 내용, 수학적 과정의 세 영역을 제시

하였다. 또한 맥락을 개인적(personal), 사회적(societal),

직업적(occupational), 과학적(scientific) 맥락으로 구분하

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생활 주변과 사회 및 자연 현상을 수학적으로 이해하고

문제를 합리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함’을 그 목표로 제

시하여 실제 맥락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강조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맥락적 문제(contextualized problem)

란 주어진 과제의 배경이 학생들의 실제 경험과 관련되

어 있으며 문제를 형식화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문제로

정의하며, 그 맥락을 개인적, 직업 사회적, 과학적 맥락

으로 범주화한다. 이러한 범주는 PISA 2012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직업적 맥락과 사회적 맥락의 경우 그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어 직업 사회적 맥락으로 통합하였다.

개인적 맥락이란 학습자 자신과 가족, 동료 집단에서의

활동과 관련된 맥락이고, 직업 사회적 맥락이란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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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 사회와 직업 활동과 관련된 맥락이다. 또한 과학적

맥락이란 자연, 과학, 공학과 관련된 주제가 중심이 되는

맥락이다. 과제 배경이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더라도 학

생들의 실제 경험과 무관한 경우는 비맥락적 문제

(decontextualized problem)로 정의한다. 맥락적 문제의

예는 다음과 같다(PISA, 2012).

파자 가게는 같은 두께의 원형 피자를 두 종류의 사

이즈로 판매한다. 작은 피자는 지름이 이고 만원

에 판매된다. 큰 피자는 지름이 이고 만 천원

에 판매된다. 비용 면에서 어떤 피자가 더 가치 있는가?

이 문제는 피자가 같은 두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넓이를 비교해야 하며, 단위 면적 당 피자의 가격을 계

산하는 형식화가 중요하다. 이와 같이 학생들의 실제 상

황에서 출발하여 형식화 과정을 요구하는 문제를 맥락적

문제라 할 수 있다.

2) 정형적 문제(routine problem)와 비정형적 문제

(non-routine problem)

정형적 문제란 교과서의 연습문제, 단편적인 문장제

문제와 같이 학습자가 즉각적으로 해결 절차를 인지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정형적 문제는 어

떤 개념과 기능을 소개하거나 설명할 때 사용되며, 설명

한 기능을 연습시키고자 할 때 사용된다(Mwei, 2017;

Pehkonen, Naveri & Laine, 2013). Selden, Selden,

Hauk, & Mason(1999)은 정형적(very routine), 준정형적

(moderately routine), 그리고 비정형적(very

non-routine) 문제로 정형성을 세분화하였다. 정형적 문

제는 그 문제를 표현하는 방법, 기호, 계수 또는 함수 등

의 사소한 변화를 제외하고는 교과서나 수업 자료의 예

제를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며, 준정형적 문제는 교과서

나 수업 자료의 예제와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연습한 풀

이 방법에 의해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다. 그리고 비정형

적 문제는 그 과정에서의 지식을 포함하고 있지만 해결

하기 위해서는 통찰과 발견, 조절, 신념 등이 요구된다.

정형적 문제는 새로운 개념과 기능을 처음 접했을 때 학

습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문제이며, 수학적 문제해결

역량보다는 단순한 계산능력과 기억력을 요구한다. 따라

서 학습자들의 수학적 문제해결역량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수학적 문제해결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주어

진 문제 상황이 비정형적이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정형적 문제는 교과서, 참고서, 평가 등

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문제로 학습자들이 기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정의한다. 또한 학습자들이 배운

수학적 개념, 사실과 관련되어 있으나 교과서, 참고서,

평가 등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는 비정형적

문제로 정의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평가 문항의 문제

상황을 정형적, 비정형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대학수학능

력시험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고등

학교 교과서, EBS 수능연계 참고서, 그리고 전국연합모

의평가의 평가 문항과 비교하였다.

3) 잘 정의된(well-defined) 문제와 잘 정의되지 않은

(ill-defined) 문제

문제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학습자의 문제해결에 많

은 영향을 준다. 문제가 학습자에게 어떤 정보를 얼마나

제공하는지는 문제해결에 중요하다(OECD, 2013). 문제

상황의 구조에 따라 잘 정의된(well-defined,

well-structured) 문제와 잘 정의되지 않은(ill-defined,

ill-structured) 문제를 정의할 수 있다. 잘 정의된 문제

는 정확한 하나의 정답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정답에 도달

하는 잘 알려진 절차가 존재하지만, 잘 정의되지 않은

문제는 다양한 가정과 증거 등이 존재하여 학습자들이

다른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Gregory, Michael, &

Lisa, 1995). Kitchener(1983)은 인식론적 지식은 해법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된 과정보다는 해법의 정당성을 다룬

다는 점에서 인지적 지식과 차이가 있다고 강조하며, 잘

정의된 문제는 인식론적 지식과 상관없이 해결할 수 있

으며 불명확한 문제는 확실하고 보장받은 해결방법이 존

재하지 않으므로 인식론적 지식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Jonassen(2004)은 문제의 모든 요소와 그 요소들의

관련성이 모두 알려져 있고 해결과정이 미리 정해진 것

을 잘 정의된(구조화된) 문제라 하였으며, 하나 이상의

문제 요소들이 알려지지 않거나 목적과 요소들 간의 관

계가 불확실한 것을 잘 정의되지 않은(구조화되지 않은)

문제라 하였다. 즉, 문제 상황에 포함된 정보의 다양성,

개념의 복잡성, 그리고 해와 해결과정의 다양성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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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의 구조를 결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2개의

개념과 관련되어 있으며 필요한 조건과 제한 사항이 정

확히 제시된 문제를 잘 정의된(well-defined) 문제로 정

의한다. 또한 잘 정의되지(ill-defined) 문제는 다음과 같

은 특징을 지닌 문제로 정의한다.

첫째, 다양한 수학적 개념의 연결성이 필요하다.

둘째, 수학적 문제 상황에 여러 가지 조건이 제시되

어 있어 학습자가 필요한 조건을 선택해야 하거나, 제시

된 조건이 불충분하여 필요한 조건을 추가적으로 찾거나

설정해야 한다.

4) 수학적 지식의 영역

수학교육은 왜 수학을 가르치고 배우는가, 무엇을 어

떻게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가, 그리고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가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수학에서 교육내

용, 교수학습, 그리고 평가는 모두 학교 수학에서의 수학

적 지식과 관련되어 있다. 수학적 지식의 이해는 수학을

포함한 문제 상황에서 성공적인 문제 해결의 기본 토대

가 된다. 따라서 수학적 문제해결역량을 향상시키기 위

해서는 다양한 수학적 지식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필요하다.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1학

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수학적 지식을 제시하고 있다.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

정은 2018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되므로 본 연

구에서는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수학

영역에 따른 내용 요소를 수학적 지식으로 하였다.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수학은 수학 Ⅰ, 수

학 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 Ⅰ, 미적분 Ⅱ, 기하와 벡터

의 교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교과에 포함되어 있는

수학적 지식의 영역은 대수, 기하, 확률, 통계, 기하로 분

류할 수 있다. 각 영역별로 포함된 수학적 지식은 [표 1]

과 같다.

수

학

적

지

식

대수

집합, 명제, 다항식의 사칙연산,

나머지정리, 인수분해, 복소수와

이차방정식, 이차방정식과 이차함수,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수열

해석

함수의 뜻과 유형,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함수의 극한과 연속,

수열의 극한, 미분법, 적분법

확률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

확률(확률의 뜻과 활용, 조건부활용)

통계 통계(확률분포, 통계적 추정)

기하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이차곡선,

평면벡터, 공간도형과 공간좌표

[표 1] 수학적 지식(고등학교)

[Table 1] Mathematics concepts (high school)

5) 수학적 문제해결과정(형식화, 이용, 해석 및 평가)

문제해결(problem solving)이란 문제 해결자가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인식한 순간부터 생기는 정신적 활동이

며(Puig, 1993), 해결 방법을 알지 못할 때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시도이다(Schoenfeld, 2013). 김부윤, 이영숙

(2003)은 수학 문제 해결이란 수학적 문제를 수학적인

처리에 의해 해결하고, 그 결과에 구체적인 해석을 주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았으며, 여기에서 수학적인 처리란

수, 식, 도형 등의 수학적인 형식으로 표현하고, 식의 변

형, 도형의 조작, 표와 그래프의 사용 등의 수학적 조작

을 시행하는 것이라 하였다. 양은경, 황우형(2005)는 문

제해결이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

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의 주어진 조건에서 구하

고자 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동안에 사용된 일련의 사고

와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문제해결의 세부적인 과정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제시된다. Polya는 문제해결

을 위한 4단계로 문제의 이해, 계획의 작성, 계획의 실

행, 반성을 제시하였고, Shoenfeld는 Polya의 문제해결단

계에서 탐구 단계를 추가하여 분석 및 이해, 계획, 문제

에 대한 탐구, 실행, 검증을 제시하였다. 또한 Burton은

도입(문제를 이해하라), 공략(문제를 푼다), 검토(풀이를

검토한다), 확장(문제를 일반화한다)와 같은 문제해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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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제시하여 반성 과정을 강조하였다(황혜정 외,

2007).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 수학적 문제해결과정은

문제의 이해, 계획, 실행, 반성의 일련의 선형적 절차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상황의 형식화, 이용, 해석 및 평가가

비선형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OECD(2013)는 수학을 포함한 문제의 맥락을 연결하고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가 해야 하는 수학적 과정은 형식

화(foumulate), 이용(employ), 해석 및 평가(interplet/

evaluate)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수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수학적으로 형식화하고, 수학적 개념,

원리, 추론을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수학적 결과물을 해

석, 적용 및 평가해야 한다. 형식화, 이용, 해석 및 평가

의 세 과정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형식

화 과정은 학습자들이 상황 속에서 수학을 사용해야 함

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이용 과정은 계산과 조

작 활동을 수행하여 형식화된 수학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학습자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할 기회를 제

공한다. 또한 평가 과정은 학습자가 자신의 해결책과 결

론이 얼마나 합리적인지를 실제 맥락에서 해석하고 결정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OECD, 2013, p28). 따라서 수학적

문제해결이란 수학적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문제 상황

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다양한

수학적 전략을 시도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

한 학습자가 직면한 상황 속에서 문제해결과정은 형식

화, 이용, 해석 및 평가의 세 가지 요소가 비순차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OECD(2013)에서 제시한 형식화, 이용,

해석 및 평가를 수학적 문제해결과정의 구성요소로 한

다. 수학적 문제해결과정의 세 구성요소에 대한 세부적

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형식화(formulate)는 주어진 상황 또는 맥락 속

에서 규칙, 패턴 등의 수학적 구조를 인식하고 변수, 제

한조건을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수학적 기호와 그림, 모

델을 사용하여 수학적으로 문제를 표현한다.

둘째, 이용(employ)은 수학적 결과를 얻기 위해 수학

적으로 형식화된 문제에 수학적 개념, 절차, 추론 등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래프, 다이어그램을 만들고 해결책을

찾는 과정 속에서 대수적 표현과 기하적인 표현을 변형

하거나 사용한다.

셋째, 해석 및 평가(interpret/evaluate)는 수학적 모델

과 결과를 반성하고 문제의 맥락 하에서 결과의 타당성

과 합리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주어

진 문제 상황에서 수학적 결과의 이유를 설명하고 수학

적 개념과 해결책, 사용한 모델의 제한점에 대해 이해한

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평가 문항 분석을 위한 사전 분석

수학적 문제해결역량과 수학문제에 관련된 기존 연구

들을 토대로 수학적 문제해결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

의 조건을 분석하였으며(김민경 외, 2012; 나귀수, 2003;

성창근, 2012; 이정무 외, 2016; 조미영 외, 2010; Lester,

2013; Mwei, 2017; OECD, 2013), 이를 토대로 평가 문

항을 분석하기 위한 틀을 구조화하였다. 수학교육 전문

가 2명(교사 1인, 교수 1인)에 의해 임의로 선정된 2017

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수학 가형 문항 30개

를 이용하여 수학적 문제해결역량을 위한 평가 문항 분

석틀에 대한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예비검사는 신뢰도

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 2명이 각자 문항을 분석하였

고, 문항 분석에 참여한 전문가 2명을 포함한 전문가 3

명(교사 1인, 수학교육과 예비교사 1인, 그리고 교수 1

인)에 의해 문항 분석 결과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다. 예

비 검사 결과 수학적 문제 맥락에서 PISA 2012에서 제

시한 개인적, 사회적, 직업적, 과학적 맥락 중에서 직업

적 맥락은 사회적 맥락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통

합하여 직업․사회적 맥락으로 하였다. 예비 검사를 통

해 처음에 분석틀의 하위 요소로 다양한 학생 수준을 고

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난이도를 포함했으나 문항 배점이

실제 학생들의 난이도를 나타낸다고 결정하기 어렵고 문

항 분석에서 학생 정답률을 예측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평가 문항 분석틀에서 제외하였다.

사전 분석에서 본 연구에서는 수학적 문제해결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선택하기로

하였다.

첫째, 수학을 포함한 상황 속에서 수학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기반한 맥락성

둘째, 문제 상황의 본질, 즉, 문제가 그 해결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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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수능

-05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

여 네 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여 만든

네 자리의 자연수가 의 배수인 경우의

수는?

①  ②  ③ 

④  ⑤ 

출제

의도

중복순열을 이용하여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는가?

구성

요소

하위

요소
판단의 근거

수학적

문제

맥락

비맥락적
사용된 정보가 학생들의 경험

과 관련 없음.

문제

상황의

본질

Well-

Defined

문제해결에 필수적인 정보와

해결방법이 명확하게 제시됨.

Routine

2017_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

가_가형_26번,

2017_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

가_가형_8번

2017_수능특강_확률과통계_예

제

교과서_확률과 통계_예제

수학적

지식
확률 중복순열

문제해

결과정
헝식화

일의 자리는 5만 올 수 있다.

나머지 자리에는 1부터 5까지

올 수 있다. 그러므로 구하는

경우의 수는

××  개다.

⇒ 수학적 구조를 인식하고

조건을 확인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형식화’로

분류한다.

[표 2] 2017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가형 5번 문항

[Table 2] 2017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Mathematics, ‘Ga’ type, item 5

즉각적으로 알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도전적인 질문 또는

과제라는 정의에 기반한 비구조성과 비정형성

셋째, 어떤 상황이 수학적 지식을 포함하고 이를 이

용하여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기반한 수학적 지

식

넷째, 수학적 문제해결과정인 형식화, 이용, 그리고 해

석 및 평가

2. 본검사 :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문항 분석

수학적 문제해결역량을 위한 평가문항 분석을 위해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가형(홀수형)의 30문

항을 문항 분석틀에 의해 분석하였다. 문항 분석은 신뢰

성을 높이기 위해 분석틀의 구성요소에 대해 충분한 논

의를 하였으며 사전 분석에 참여한 수학교육 전문가 2명

이 각각 분석하였다. 그 결과 1차 문항 분석 일치율은

약 89%(134/150)였다. 수학적 문제해결역량을 위한 문항

분석틀의 구성 요소 중 맥락성과 수학적 지식의 분석 결

과는 모두 100%로 일치하였으나, 구조성은 70%(21/30),

수학적 문제해결과정은 약 83%(25/30), 그리고 친숙성은

약 93%(28/30)가 일치하였다.

구조성은 문제에 주어진 조건 중에 필요한 조건을 선

택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

다. 수학적 문제해결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거나 주어진 정보 외의

문제해결에 필요한 다른 정보를 찾는 사고 과정이 중요

하다. 따라서 주어진 문항이 이러한 사고과정을 필요로

하는가에 주목하여 구조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논의하였

다. 5번 문항의 경우 숫자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네 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여 만든 네 자리

자연수가 5의 배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항이다([표

2] 참조). 이 문항에서 네 자리 자연수가 5의 배수가 되

려면 일의 자리가 5가 되어야 함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문제해결에 필요한 조건의 추가 및 선택으로 보아야 한

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네 자리 자연수가 5의 배수이다.’

라는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명확한 정보를 제시하는 것

이며 ‘어떤 수가 5의 배수가 되려면 일의 자리가 0 또는

5’라는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수학 지식이라고

판단하여 5번 문항은 잘 정의된 문제로 분류되었다. 또

한 14번 문항의 경우 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조건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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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지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 선분 AH와

선분 HQ의 길이를 찾아야 하고 이 선분의 길이를 찾기

위해 각 HAQ와 각 QAH의 크기가 


라는 추가적인

정보를 학생 스스로 발견해야 한다는 점에서 잘 정의되

지 않은 문제로 분류되었다. 구조성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던 나머지 문항(문항번호 7, 15, 16, 18, 20, 24, 29)

도 마찬가지의 논의 과정을 거쳤다.

수학적 문제해결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학생들은 첫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수학적 구조를 인식하여 수학적 기

호와 모델을 통해 형식화하고, 둘째, 형식화된 문제를 개

념, 절차 등을 이용하여 해결하고, 셋째, 해결된 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학적 문제해결

역량을 위한 문항 분석틀의 구성요소 중 수학적 문제해

결과정을 형식화, 이용, 해석 및 평가의 비순차적 구성으

로 하였다. 이를 토대로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 가형의 문항들을 분석한 결과, 수학적 문제해결과

정에서 5개의 문항(문항번호 17, 18, 20, 21, 24)에서 의

견 차이가 있었다. 17번 문항은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이동하는 것을 점프라 정의한 후, 점프 횟수를 확률변수

로 하여 평균을 구하는 문항이다. 이 문항에서 점프라는

새로운 상황에서 패턴을 인식해야 하므로 형식화로 분류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점프라는 정의가 단

순히 점과 점 사이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며 주어진 문

제 상황에서 수학적 모델을 명확히 제공하고 이산확률변

수의 평균에 대한 지식과 전략을 이용하도록 한다는 점

에서 17번 문항은 수학적 문제해결과정에서 이용으로 분

류되었다. 나머지 문항의 경우에도 문제의 재표현이라는

측면에서 형식화로 분류되었으나 형식화에서 문제의 재

표현이란 실생활 맥락 속에서 수학적 구조를 인식하여

수학적 용어로 재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에 주목하

여 논의하였다. 따라서 대수적 표현과 기하적 표현을 변

환하는 것, 여러 가지 수학적 전략을 세워 다루는 것을

강조하는 문항들은 모두 형식화가 아닌 이용으로 분류되

었다.

친숙성에서 의견 차이가 있던 문항은 19번과 21번으

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건과 과정이 매우 익숙하지

만 기존의 평가 문항과 명확히 일치하지는 않은 문항이

라는 공통점이 있다. 친숙성의 경우 질문의 형식보다는

학생들이 기존 문제의 연습과 암기에 의해 해결할 수 있

는 과제인지에 대한 여부에 주목하여 논의하였다. 19번

의 경우 포물선과 타원을 각각 나누어 보면 익숙한 예제

들이 있으나 익숙한 요소를 결합하여 하나의 문항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포물선과 타원에 대한 기존의 교과서

및 수능연계교재 및 전국연합평가 등의 예제를 연습하여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라 판단하여 정형적 문제

로 분류되었다. 21번 문항의 경우 유사하다고 제시된 기

출 문항과 그 해결과정을 비교하여 협의한 결과 두 문항

은 요구하는 수학적 지식과 방법이 다르다고 판단되어

비정형적 문제로 분류되었다. 문항 분석 과정에 참여한

2명과 참여하지 않은 다른 수학교육 전문가 1명이 그 분

석 결과에 차이가 있는 요소들을 협의한 결과 2차 문항

분석 일치율은 100%(150/150)이다. [표 2]은 평가 문항

분석틀에 의해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문항

을 분석한 예이다. 이 문항은 주어진 정보가 학생과 무

관하여 비맥락으로 범주화되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모든 정보가 제시되었으며 이와 유사한 문항들이 전

국연합학력평가에 존재하여 잘 정의되고 정형적인 문항

으로 범주화되었다. 또한 순열에 대한 수학적 지식을 포

함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그 구조를 인식하고 조건을 확

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형식화로 범주화되었다.

3.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평가 및 수학

적 문제해결역량 검사

수학적 문제해결역량 평가를 위한 문항은 실제적인

맥락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에게 비정형적이고 잘 정

의되지 않은 수학적 지식을 포함한 상황 속에서 수학을

형식화, 이용, 그리고 해석 및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항 특성들이 문제의 난

이도를 높여 학생들에게 평가에 대한 부담을 높이지는

않을까? 또한 비정형적이고 잘 정의되지 않은 문제 상황

을 해결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수학적 문제해결역량이 낮

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대

학수학능력시험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기

도의 K 고등학교 2학년 80명, 3학년 68명(남 119명, 여

29명)을 대상으로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학

가형(홀수형) 30개 문항에 대해 문제해결과정, 난이도,

이전 해결 경험을 조사하였다. 학교 특성상 대학수학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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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시험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2017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학 가형 평가 문항을 미리

해결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148명 중 단 5명뿐이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문항 분석틀의 구성요소를 갖춘 문

항을 잘 해결하는 것이 문제해결역량의 정의적 측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김혜미(2016b)의

수학적 문제해결역량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김혜미(2016b)는 수학문제해결역량에서 해

결 방법을 알지 못하는 상황, 수학적 지식과 기술뿐 아

니라 태도의 활용, 최선의 대안 선택 및 적용을 강조하

였고, 이를 토대로 자기보고식 평가도구를 개발했다. 이

평가도구는 자기보고식이기 때문에 실제 학생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반성

및 협력적 문제해결의 정의적 측면을 측정할 수 있다.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코딩한 후 통계 프로

그램인 SPSS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응답한 난이도와 실

제 정답률의 상관성을 분석하였으며 문항특성에 따라 학

생들이 느끼는 난이도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검정

을 실시하였다. 또한 어떤 문항특성이 난이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마

지막으로 수학적 문제해결역량 평가도구의 하위요소에

의해 ANOVA 분석을 실시하여 수학적 문제해결역량의

조건을 가진 문항의 성취도에 따라 학생들의 수학적 문

제해결역량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Ⅳ. 연구 결과

1. 수학적 문제해결역량을 위한 평가 문항 분석틀

문항이 수학적 문제해결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수학적 문제

해결역량에 대한 정의와 PISA 2012에서 제시한 수학적

소양 평가틀을 토대로 수학적 문제해결역량을 위한 평가

문항 분석틀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문항 분석틀은 수학

적 문제 맥락, 문제 상황의 본질인 구조성과 친숙성, 문

제에 포함된 수학적 지식, 그리고 수학적 문제해결과정

을 구성 요소로 갖는다. 이와 같은 다섯 개의 구성 요소

를 설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학적 문제해결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는

학습자가 현재 수준에서 그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을 알

지 못하는 질문 또는 과제여야 한다. 이는 학습자의 수

준과 맥락 및 문제 상황에 의존한다. 맥락(contexts)이란

문제의 배경이 되는 상황의 유형을 의미한다(OECD

2013). 문제 맥락은 학생이 제시된 맥락을 어떻게 이해

하고 어떤 전략을 선택하여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수학적 문제해결역량을

위해서는 다양한 맥락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

다. 문제 맥락은 PISA 2012의 개인적(Personal), 사회적

(Social), 직업적(Occupational), 과학적(Scientific) 분류를

참고하였다. 문제 상황(problem situation)이란 문제가 위

치하고 있는 세계의 일부분으로 구조성과 친숙성으로 구

분할 수 있다. 구조성은 주어진 정보와 목표, 목표에 도

달하는 과정이 얼마나 다양한가를 말하며, 친숙성이란

기존의 지식과 전략과의 관계, 이미 해결한 경험의 여부

이다.

둘째, 수학적 문제해결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는

수학의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해결전략을 탐색하고 최

적의 해결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질문 또는 과제여야 한

다. 수학적 문제해결은 수학적 지식을 포함한 맥락적 상

황을 수학적 문제로 형식화하고 형식화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다양한 전략 중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며, 발견

한 해결책을 다시 맥락적 상황 속에서 그 타당성을 확인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수학적 문제해결역량 평가가

학생들의 문제해결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료라는 측

면에서 문제가 어떤 수학적 과정을 핵심으로 하는가를

구체화해야 한다.

[표 3]은 수학적 문제해결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

분석틀이다. [표 4]는 문항 분석틀을 적용하여 2017학년

도 7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수학 가형 문항에 대해 예비

분석한 예이다. 이 문항은 주어진 맥락이 학생들의 경험

과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비맥락으로 범주화되었고

문제해결을 위한 모든 조건이 잘 정의되어 있다. 또한

이전에 여러 번 같은 유형의 문항이 출제되어 학생들이

암기와 기억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정형적 문항이다.

이 문항의 해결과정에는 두 점과의 거리차를 쌍곡선의

정의로 표현하는 형식화가 잠재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미 수학적 구조가 제시되어 있고 절차적 지식

을 적용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용으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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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고3

전국

연합

학력

평가

-7번

쌍곡선 






의 두 초점을

F F′ 이라 하자. 쌍곡선 위

의 점 P에 대하여  PFPF′ 의 값은?

(단,  ) [3점]

①  ②  ③ 

④  ⑤ 

구성

요소

하위

요소
판단의 근거

수학적

문제

맥락

비맥락적
사용된 정보가 학생들의 경

험과 관련 없음.

문제

상황의

본질

Well-

Defined

주어진 상태 : 쌍곡선의 식과

초점의 좌표,  

목표상태 : PFPF′의
값

Routine

교과서-기하와벡터-예제

2017-수능특강-기하와벡터-

유제

2017-6월 모의평가 가형-8번

수학적

지식
기하 쌍곡선의 정의

문제

해결

과정

이용

(Employ)

PFPF′  이 며 ,

  을 만족한다.

   이므로

   ,

 이므로  

그러므로 PFPF′  

[표 4] 수학적 문제해결역량 평가틀에 의한 예비 문항

분석

[Table 4] Preliminary analysis of items based on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competency framework

구성요소 하위 요소

수학적 문제

맥락

(Mathematical

Problem

Context)

맥락적 문제

(Contextualized

Problem)

개인적

(Personal)

직업․사회적

(Occupational/S

ocial)

과학적

(Scientific)

비맥락적 문제

(Decontextualized Problem)

문제 상황의

본질

(Nature of

the problem

situation)

구조성

(Structurednes

s)

잘 정의된

(Well-defined)

문항

잘 정의되지

않은(Ill-defined)

문항

친숙성

(Familiarity)

정형적(Routine)

문항

정형적이지

않은(Non-Routi

ne) 문항

수학적 지식

(Mathematical

Knowledge)

대수, 해석, 확률, 통계, 기하

문제해결과정

(Problem-solv

ing

Processes)

형식화(Formulate)

이용(Employ)

해석 및 평가

(Interpret/Evaluate)

[표 3] 수학적 문제해결역량 문항 분석틀

[Table 3] Analytic framework of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compe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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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가형 문항

에 대한 학생 응답 결과

[Table 5] Characteristics of items in 2017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Mathematics, ‘Ga’ type

문

항
정답률

학생

난이도

추정치

학생

문제해결

경험률

1 97.3(144/148) 1.1 85.1(126/148)

2 82.4(122/148) 1.5 81.1(120/148)

3 92.6(137/148) 1.3 80.4(119/148)

4 84.5(125/148) 1.7 72.3(107/148)

5 87.8(130/148) 1.3 73.0(108/148)

6 78.4(116/148) 1.7 81.8(121/148)

7 94.6(140/148) 1.5 79.1(117/148)

8 82.4(122/148) 1.7 76.4(113/148)

9 70.9(105/148) 1.9 69.6(103/148)

10 83.8(124/148) 1.9 77.0(114/148)

11 78.4(116/148) 1.8 74.3(110/148)

12 81.1(120/148) 1.9 77.0(114/148)

13 52.7(78/148) 2.4 47.3(70/148)

14 58.5(87/148) 2.2 65.5(97/148)

15 64.2(95/148) 2.3 60.8(90/148)

16 71.6(106/148) 2.4 25.0(37/148)

17 72.3(107/148) 2.5 31.8(47/148)

18 50.7(75/148) 2.5 27.7(41/148)

19 32.4(48/148) 3.2 31.8(47/148)

20 32.4(48/148) 3.2 23.0(34/148)

21 22.3(33/148) 3.6 15.5(23/148)

22 72.3(107/148) 1.3 71.6(106/148)

23 77.0(114/148) 1.3 62.2(92/148)

24 52.0(77/148) 2.0 53.4(79/148)

25 55.4(82/148) 1.8 60.1(89/148)

26 49.5(68/148) 2.1 48.0(71/148)

27 27.7(41/148) 2.3 43.9(65/148)

28 40.5(60/148) 2.8 30.4(45/148)

29 6.1(9/148) 3.7 16.9(25/148)

30 7.4(11/148) 3.9 11.5(17/148)

Note : 학생난이도추정치=학생들이 응답한 난이도 평균(1:매

우쉬움, 2:쉬움, 3:다소어려움, 4:매우 어려움); 학생문제해결

경험률=전체 학생 중 학생들의 관련문제의 해결경험비율

2.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 분석 결과

1) 문항 특성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가형(홀수형) 30

문항을 문항 분석틀을 토대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 분석하였다. 각 문항은 수학적 문제해결역량 측면에

서 맥락성, 구조성, 친숙성, 수학적 지식, 그리고 수학적

문제해결과정의 다섯 가지 하위 요소로 그 특성을 분석

한다. 맥락성은 개인적 맥락, 직업․사회적 맥락, 과학적

맥락으로 범주화된다. 구조성은 문항에 제시된 조건이

문제해결에 충분한지, 조건의 선택과 추가가 필요한지에

따라 잘 정의된 문항과 잘 정의되지 않은 문항으로 범주

화된다. 친숙성은 기존에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암기와 기억에 의해 해결이 가능한지에 의해 정형적 문

항과 비정형적 문항으로 범주화된다. 수학적 지식은 주

어진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수학 지식이

무엇인지에 따라 해석, 대수, 기하, 확률, 그리고 통계로

범주화된다. 수학적 문제해결과정은 그 문항의 주된 요

구사항이 주어진 상황을 단순화하여 수학적으로 형식화

하는 것인지, 형식화된 문제를 수학적 지식을 이용하고

절차를 적용하여 해결하는 것인지, 그리고 수학적 결과

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인지에 따라 형식화, 이용, 해석

및 평가의 세 가지로 범주화된다. 고등학생 148명은 30

개 문항에 대하여 각 문항에 대한 답과 해결과정, 어려

움의 정도, 이전 해결 경험을 작성하였다. 학생들이 작성

한 데이터에 의한 정답률, 학생들이 느끼는 난이도(난이

도 추정치), 문제해결경험은 [표 5]에서 볼 수 있다. 가

장 높은 정답률을 보인 문항은 1번으로 전체의 97.3%가

바르게 해결했다.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인 문항은 29번

으로 전체의 6.1%만이 바르게 해결했다. 난이도는 매우

쉬움부터 매우 어려움까지 4단계로 응답하였다. 응답 결

과를 보면 학생들은 1번 문항이 가장 쉽다고 느꼈고 21,

29, 30번 문항이 매우 어렵다고 느꼈다. 1번부터 15번,

22번부터 27번까지의 문항에 대해 전체의 약 50%가 이

전에 해결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2) 문항 특성에 대한 기술 통계량

[표 6]부터 [표 10]까지는 맥락성, 구조성, 친숙성, 수

학적 지식, 수학적 문제해결과정의 기술통계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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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맥락성

맥락성은 주어진 과제의 배경이 학생들의 실제와의

관련성을 설명한다. 맥락성은 개인적, 직업/사회적, 과학

적 맥락과 학생들의 실제와 전혀 무관한 비맥락으로 범

주화하였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학 가형

30문항을 분석한 결과 모두 학생들의 실제와 전혀 관련

성을 갖지 않은 비맥락 문항이었다. 따라서 뒤에서 문항

에 대해 학생들이 느끼는 난이도와 실제 정답률에 영향

을 주는 문항 특성 요인을 분석할 때 맥락성 변수에 대

해 더 이상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표 6] 맥락성에 대한 기술통계량(N=30)

[Table 6] Descriptive statistics quantity of context

맥락성 빈도수(%)

개인적 맥락(PC) 0(0)

직업/사회적 맥락(OC) 0(0)

과학적 맥락(SC) 0(0)

비맥락(DC) 30(100)

(2) 구조성

구조성은 주어진 과제가 가진 조건과 필요한 개념을

설명하는 변수이다. 1-2개의 개념과 관련되어 있으며 문

제해결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제한사항이 명확히 제시된

문항인 잘 정의된 문제가 높은 빈도(전체의 76.7%)를 보

였다. 다양한 수학적 개념의 연결성과 문제해결을 위해

추가적인 조건의 발견이 필요한 잘 정의되지 않은 문제

는 전체의 23.3%의 빈도를 나타내었다.

[표 7] 구조성에 대한 기술통계량(N=30)

[Table 7] Descriptive statistics quantity of structure

구조성 빈도수(%)

잘 정의된 문제(WD) 23(76.7)

잘 정의되지 않은 문제(ID) 7(23.3)

(3) 친숙성

친숙성은 학생들의 기억/재생에 의한 해결 가능성을

설명하는 변수이다. 학생들이 교과서, 참고서, 기존 평가

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정형적 문제는 전체의 76.7%로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표 8] 친숙성에 대한 기술통계량(N=30)

[Table 8] Descriptive statistics quantity of routineness

친숙성 빈도수(%)

정형적 문제(R) 23(76.7)

정형적이지 않은 문제(NR) 7(23.3)

(4) 수학적 지식

수학적 지식은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수학적 개념 및 성질을 설명하는 변수이다. 고등학교 수

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내용 요소인 대수, 해석, 기하, 확

률, 통계를 수학적 지식으로 하여 각 문항을 범주화한

결과 가장 높은 빈도(전체의 36.7%)를 나타낸 것은 해석

이고, 그 다음은 기하로 전체의 26.7%를 보여주었다. 반

면 대수와 통계는 각각 전체의 6.7%, 10%로 낮은 빈도

를 보여주었다.

[표 9] 수학적 지식에 대한 기술통계량(N=30)

[Table 9] Descriptive statistics quantity of mathematics

concepts

수학적 지식 빈도수(%)

대수(An) 2(6.7)

해석(Al) 11(36.7)

기하(G) 8(26.7)

확률(P) 6(20)

통계(S) 3(10)

(5) 수학적 문제해결과정

수학적 문제해결과정은 주어진 문제가 형식화, 이용,

해석 및 평가 중 어떤 과정이 문제해결에 핵심적인지를

설명하는 변수이다. 이용이 전체의 80%로 가장 높은 빈

도를 보였으며, 형식화가 전체의 20%를 보였다. 그러나

해석 및 평가는 어떤 문항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표 10] 수학적 문제해결과정에 대한 기술통계량

(N=30)

[Table 10] Descriptive statistics quantity of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process

수학적 문제해결과정 빈도수(%)

형식화 6(20)

이용 24(80)

해석 및 평가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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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들이 느끼는 난이도에 영향을 주는 문항 특성

요인

1) 종속변수 : 문항 난이도

[표 11]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가형의

30개 문항의 난이도 추정값에 대한 기술통계량이다. 문

항 난이도의 평균은 2.16, 표준오차 0.14로 오른쪽으로

편향된 분포를 보여 학생들에게 문항이 다소 쉬웠음을

보여준다.

[표 11] 학생들이 느끼는 문항 난이도 추정값에 대한

기술통계량(N=30)

[Table 11] Descriptive statistics quantity of estimated

value of item difficulty felt by students
통계량(표준오차

SE)

평균(Mean) 2.16(0.14)

왜도(Skewness) 0.856(-0.03)

첨도(Kurtosis) 0.039(0.10)

최대값(Maximum score, hardest

item)
3.9

최솟값(Minimum score, easiest

item)
1.1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문항 특성 요인 중 해당 문항이 존재하지

않는 맥락성을 제외한 구조성, 친숙성, 수학적 지식, 수

학적 문제해결과정이다.

3) 상관분석과  검정

학생들은 총 30개의 문항을 각 문항별로 매우 쉬움,

쉬움, 다소 어려움, 매우 어려움 중 하나에 응답하였으

며, 이를 1부터 4로 코딩하였다. 총 148명의 난이도 응답

점수 평균은 1.1점부터 3.9점까지의 분포를 보였다. 총

문항수가 적어 응답점수 평균이 0이상 2미만을 쉬움, 2

이상 3미만을 보통, 3이상 4이하를 어려움으로 범주화하

여 코딩한 다음에 상관분석과  검정을 하였다(Hebel,

Motpied, Tiberghien, & Fontanieu, 2017).

(1) 상관분석

문항에 대해 학생들이 응답한 난이도와 정답률의 상

관성을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 r은 –.901이고 유의확률

은 0.000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였다. 즉, 학생들

이 느끼는 난이도와 정답률은 강한 부적 상관관계를 가

진다. 자료에서 이상값이 있거나 산점에 퍼짐이 일정하

지 않다면 rau-b와 rho의 값보다 Pearson 상관계수 r의

값이 많이 낮아지는데,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본 연구

의 Kendall의 tau-b는 -0.689이고 Spearman의 rho는

-0.689이고 모두 유의확률이 0.000으로 자료에 이상값

이 존재하지 않고 산점이 일정하며 강한 부적 상관관계

를 보인다.

(2)  검정

구조성에 따라 학생들이 느끼는 난이도의 차이를 조

사하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는 [표 12]과 같다. 잘

정의된 문항의 경우 쉬운 문항이 15개(전체의 65.2%)로

가장 많았으며, 어려운 문항은 2개(전체의 8.7%)였다. 잘

정의되지 않은 문항은 쉬운 문항이 존재하지 않고 보통

이거나 어려운 문항만 존재하였고 그 빈도는 각각 전체

의 57.1%, 42.9%로 비슷하였다. 구조성에 따라 학생들이

느끼는 난이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계값은 9.876이고 유의확

률은 0.007로써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2] 학생 난이도에 대한 구조성 차이

[Table 12] Difference in structure based on students’

answer on difficulty

학생 응답 난이도 잘 정의된 문항
잘 정의되지

않은 문항

쉬움 15(65.2%) 0(0%)

보통 6(26.1%) 4(57.1%)

어려움 2(8.7%) 3(42.9%)

전체 23(76.7%) 7(23.3%)

 9.876 (df=2, p=.007)

친숙성에 따라 학생들이 느끼는 난이도의 차이를 조

사하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는 [표 13]와 같다. 정형

적 문항의 경우 쉬운 문항이 15개(전체의 65.2%)로 가장

많았으며, 어려운 문항은 1개(전체의 4.3%)였다. 비정형

적 문항은 쉬운 문항이 존재하지 않고 보통이거나 어려

운 문항만 존재하였고 그 빈도는 각각 전체의 42.9%,

57.1%로 비슷하였다. 친숙성에 따라 학생들이 느끼는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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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검정

을 실시한 결과  통계값은 13.789이고 유의확률은

0.001로써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3] 학생 응답 난이도에 대한 친숙성 차이

[Table 13] Difference in routineness based on

students’ answer on difficulty

학생 응답 난이도 정형적 문항 비정형적 문항

쉬움 15(65.2%) 0(0%)

보통 7(30.4%) 3(42.9%)

어려움 1(4.3%) 4(57.1%)

전체 23(76.7%) 7(23.3%)

 13.789 (df=2, p=.001)

수학적 지식에 따라 학생들이 느끼는 난이도의 차이

를 조사하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는 [표 14]과 같다.

대수의 경우 쉬운 문항만 2개 존재하였으며, 해석은 쉬

운 문항이 6개(전체의 54.5%)로 가장 많았다. 기하는 난

이도별로 각각 37.5%, 37.5%, 25.0%를 차지하여 비슷한

빈도를 보였다. 확률은 쉬운 문항이 4개(전체의 66.7%),

보통 문항이 2개(33.3%)였으며 어려운 문항은 존재하지

않았다. 통계는 보통 문항만 존재하였다. 수학적 지식에

따라 학생들이 느끼는 난이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계값은

11.504이고 유의확률은 0.175로써 유의수준 0.05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14] 학생 응답 난이도에 대한 수학적 지식의 차이

[Table 14] Difference in mathematics concepts based

on students’ answer on difficulty

학생

응답

난이도

대수 해석 기하 확률 통계

쉬움
2

(100%)

6

(54.5%)

3

(37.5%)

4

(66.7%)

0

(0%)

보통
0

(0%)

2

(18.2%)

3

(37.5%)

2

(33.3%)

3

(100%)

어려움
0

(0%)

3

(27.3%)

2

(25.0%)

0

(0%)

0

(0%)

전체
2

(6.6%)

11

(36.7%)

8

(26.7%)

6

(20%)

3

(10%)

 11.504 (df=8, p=.175)

수학적 문제해결과정에 따라 학생들이 느끼는 난이도

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는 [표 15]

과 같다. 형식화의 경우 쉬운 문항 2개(전체의 16.7%),

보통 문항 3개(전체의 50.0%), 어려운 문항 2개(전체의

33.3%)가 존재하였다. 이용은 쉬운 문항이 14개(전체의

58.3%)로 가장 많았고 보통 문항이 7개(전체의 29,2%),

어려운 문항이 3개(전체의 12.5%)가 존재하였다. 해석

및 평가는 해당하는 문항이 존재하지 않았다. 수학적 문

제해결과정에 따라 학생들이 느끼는 난이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계값은 3.542이고 유의확률은 0.170으로써 유의수

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15] 학생 응답 난이도에 대한 수학적 문제해결과

정 차이

[Table 15] Difference in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competency based on students’ answer on difficulty

학생 응답 난이도 형식화 이용 해석및평가

쉬움 1(16.7%) 14(58.3%) 0(0%)

보통 3(50.0%) 7(29.2%) 0(0%)

어려움 2(33.3%) 3(12.5%) 0(0%)

전체 6(20%) 24(80%) 0(0%)

 3.542 (df=2, p=.170)

4)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단계적 회귀분석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독립변수 선

택방법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변수를 자동으로 선

택하여 회귀모형에 투입한다. 단계별로 변화하는 회귀분

석의 통계량을 관찰하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다. 후진제거법은 독립변수를 모

두 포함시킨 모형에서 분석을 시작하여 가장 영향력이

적은 변수부터 제거한다. 본 연구에서는 맥락성을 제외

한 독립변수인 구조성, 친숙성, 수학적 지식, 수학적 문

제해결과정 중 어떤 변수가 학생들이 느끼는 난이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

석과 후진제거법을 실시하였다(El Masri, Ferrara, Foltz

& Barid, 2017). 회귀모형에 수학적 지식과 수학적 문제

해결과정이 제외되고, 친숙성과 구조성이 순차적으로 투

입되면서  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Durbin-Watson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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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631로 2에 가까우므로 친숙성과 구조성 변수는 독

립적이라 할 수 있다. 후진제거법을 사용한 경우에도 수

학적 지식과 수학적 문제해결과정이 단계적으로 제거되

어 단계적 회귀분석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만 [표 16]와 같이 제

시한다. 단계적 회귀모형의  은 0.538로 53.8%의 설명

력을 갖는다. 2단계 회귀모형에 대한 유의확률이 0.000으

로 독립변수 2개의 회귀계수는 모두 0이 아니다. 1단계

회귀모형에 가장 먼저 투입된 독립변수는 친숙성이다.

즉, 친숙성이 구조성보다 학생들이 느끼는 난이도에 더

큰 영향을 준다.

[표 16] 학생 응답 난이도의 두 모형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Table 16]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on two

models of students’ answer on difficulty

모

형
변수 B계수(SE)


계수


유의

확률
 

Dur

bin-

Wat

son

1 (상수) .211(.322) .655 .518
.448

친숙성 1.180(.247) .670 4.771 .000

2 (상수) -.194(.349) -.566 .583

.538
1.63

1
친숙성 .921(.257) .523 3.586 .001

구조성 .588(.257) .333 2.288 .030

4. 성취도(정답률)에 영향을 주는 문항 특성 요인

1) 종속변수 : 성취도(정답률)

[표 17] 성취도(정답률)에 대한 기술통계량(N=30)

[Table 17] descriptive statistics quantity of achievement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통계량(표준오차 SE)

평균(Mean) 61.97(4.65)

왜도(Skewness) -.714(.427)

첨도(Kurtosis) -.373(.833)

최대값(Maximum score,

hardest item)
97.3

최솟값(Minimum score,

easiest item)
6.1

[표 17]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가형의

30개 문항의 성취도(정답률)에 대한 기술통계량이다. 문

항 성취도의 평균은 61.97, 표준오차 4.65로 왼쪽으로 편

향된 분포를 보여 학생들에게 문항이 다소 어려웠음을

보여준다. 학생들이 응답한 문항 난이도에서는 학생들이

오른쪽 편향된 분포로 문항들이 다소 쉽게 느꼈다는 결

과와 실제 정답률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학생들은 문항

들이 쉽다고 느꼈으나 실제 성취도는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문항 특성 요인 중 해당 문항이 존재하지

않는 맥락성을 제외한 구조성, 친숙성, 수학적 지식, 수

학적 문제해결과정이다.

3)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본 연구에서는 맥락성을 제외한 독립변수인 구조성,

친숙성, 수학적 지식, 수학적 문제해결과정 중 어떤 변수

가 성취도(정답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과 후진제거법을 실시하였다. 데이

터가 시간 순서에 의해 측정되었거나 케이스 정렬이 순

서에 의해 정해져 있다면 Durbin-Watson 통계값을 이

용하여 잔차의 독립성을 가정을 판단하지만 데이터 케이

스 순서가 무작위이며 그 순서를 바꾸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잔차의 독립성 가정을 이미 만족한 것으로 판

단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잔차의 독립성 가정을 만족

한 것으로 판단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

계적 회귀분석을 한 결과 독립변수 중 정답률만 투입되

고 나머지 독립변수는 제외되었다. 단계형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18]와 같다. 단계적 회귀모형의  은

0.289로 28.9% 의 설명력을 갖는다. 1단계 회귀모형에

대한 유의확률이 0.002로 독립변수 1개의 회귀계수는 모

두 0이 아니다. 후진제거법을 한 결과는 [표 19]과 같다.

가장 먼저 제거된 변수는 수학적 지식이고 3단계 모형에

서 친숙성이 제거되었다. 즉, 정답률에 영향을 미치는 문

항특성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에서 단계적 선택법과 후진

제거법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 후진제거법의 결과

요인이 제거될수록  의 값이 작아지고 있으며 특히,

친숙성이 제거된 경우 0.458에서 0.412로  의 값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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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성취도(정답률)의 모형에 대한 회귀분석(후진

제거법) 결과

[Table 19] Regression analysis (backward elimination

method) on model of achievement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모

형
변수 B계수(SE)

 계

수


유의

확률
 

1 (상수) 61.277(26.806) 2.286 .031

.466

구조성 -21.566(10.063) -.364 -2.143 .042

친숙성 -16.192(10.560) -.273 -1.533 .138

수학적

지식
2.088(3.412) .092 .612 .546

문제해

결과정
22.894(10.069) .365 2.274 .032

2 (상수) 68.814(23.522) 2.926 .007

.458

구조성 -22.348(9.861) -.377 -2.266 .032

친숙성 -15.427(10.359) -.260 -1.489 .148

문제해

결과정
22.083(9.861) .352 2.239 .034

3 (상수) 48.365(19.524) 2.477 .020

.412구조성 -29.580(8.744) -.499 -3.371 .002

해결

과정
27.827(9.278) .444 2.999 .006

게 변한다. 성취도(정답률)과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

학생 난이도의 회귀분석 결과 친숙성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친숙성이 학생들의 성

취도(정답률)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표 18] 성취도(정답률)의 모형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

석 결과

[Table 18]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on model of

achievement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모

형
변수

B계수

(SE)



계수


유의

확률
 

1 (상수)
101.275

(12.308)
8.288 .000

.289

친숙성 -31.866 -.538 -3.376 .002

5. 수학적 문제해결역량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 문

항의 성취도에 따른 학생들의 문제해결역량의 차이

1) 수학적 문제해결역량 평가도구에 대한 신뢰도분석

[표 20] 수학적 문제해결역량 평가도구의 하위요소

[Table 20] Sub-elements of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competency assessment tool

하위요소 문항수 문항 번호

문제의 이해 6 1, 2, 3, 4, 5, 6

계획 수립 5 7, 8, 9, 10, 11

전략 탐색 5 12, 13, 14, 15, 16

계획실행 및 반성 4 17, 18, 19, 20

협력적 문제해결 6 21, 22, 23, 24, 25, 26

수학적 모델링 7
27, 28, 29, 30, 31, 32,

33

문제 만들기 7
34, 35, 36, 37, 38, 39,

40

[표 21] 수학적 문제해결역량 평가도구의 하위요소별

신뢰도 분석 결과

[Table 21] Reliability analysis of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competency tool by sub-elements

하위요소
Chonbach의 알파

() 계수

문제의 이해 .917

계획 수립 .818

전략 탐색 .695

계획실행 및 반성 .859

협력적 문제해결 .916

수학적 모델링 .948

문제 만들기 .960

김혜미(2016b)의 수학적 문제해결역량 평가도구를 이

용하여 14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

였다. 수학적 문제해결역량 평가 문항의 내적일관성을

추정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수학적 문제해결

역량 검사 도구의 하위요소별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1]와 같다. 하위 요소 중 전략 탐색은 신뢰도가

.605로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으며, 나머지 하위요소는

문제의 이해가 .917, 계획 수립이 .818, 계획실행 및 반성

이 .859, 협력적 문제해결이 .916, 수학적 모델링이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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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문제 만들기가 .960으로 신뢰도가 매우 높게 나

왔다.

2) 요인분석

표본의 크기는 148개로 100 이상이고, 변수의 수에 10

배를 한 값보다 크므로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하다. 사

회과학에서는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0으로 보기 어렵

기 때문에 직각을 유지하지 않은 채 요인구조가 가장 뚜

렷할 때까지 요인을 회전시키는 사각요인회전(oblique

factor rotation)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다. 따라서 요인

회전방법으로 PROMAX 회전을 한다. 요인분석을 실시

한 결과, Kaiser-Meyer-Olkin(KMO) 값이 0.906으로 요

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상당히 좋은 편이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에서 유의확률이 0.000으로 요인

분석의 사용이 적합하며 공통요인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공통성(communality)이 0.4 이하이면 낮다고 판정

하는데, 모든 변수들이 0.4보다 크기 때문에 요인분석에

서 제외되는 변수는 없다. 카이저 법칙에 따라 고유값이

1 이상인 곳에서 7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누적분산비율

은 73.58%로 60% 이상이며(Hair, Anderson, Tatham, &

Black, 1995), 각 요인별 지지하는 변수가 3개 이상

(Crawford, 1975; Zwick, Velicer, 1986)으로 김혜미

(2016b)의 연구와 동일하게 7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그러나 협력적 문제해결에서 16, 19, 20번 문항이 포함되

고 문제이해에서 7번 문항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계획실

행 및 반성에서 13번 문항이 포함되었다. 이는 선행연구

에서 16번이 전략탐색, 19, 20번이 계획실행 및 반성, 7

번이 계획 수립, 그리고 13번이 전략 탐색으로 포함된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수학적 문제해결역량 검사도구의

문항 중 선행 연구와 차이가 나는 문항에 대해 3명의 전

문가가 논의하였다. 그 결과 16번 문항의 질문은 ‘문제에

서 요구하는 답을 찾기 위해 구체적인 식을 세운다’이다.

이 질문은 협력적 문제해결보다는 기존의 전략 탐색에

더 가깝기 때문에 전략 탐색으로 분류하였다. 다른 4개

의 문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논의를 거쳐 본 연구의

요인분석 결과를 수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김혜미(2016b)

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다.

3) ANOVA

본 연구는 수학적 문제해결역량을 위한 평가 문항의

조건을 확인하여 수학적 문제해결역량 평가 문항 분석

틀을 개발하였다. 이 분석틀은 맥락성, 구조성, 친숙성,

수학적 지식, 수학적 문제해결과정을 하위요소로 한다.

그렇다면 이 분석틀의 하위 요소를 갖춘 평가 문항에 높

은 성취를 보이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수학적 문

제해결역량에 대한 자기평가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수

학적 문제해결역량을 위한 조건인 비구조성과 비정형성

을 충족하는 문항의 성취도에 따라 학생들의 수학적 문

제해결역량에 대한 자기평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

인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Hebel et

al, 2017).

[표 22] 수학적 문제해결역량 평가에 적합한 문항에

대한 학생 응답 결과

[Table 22] Students’ performance on the items

suitable for evaluating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competency

정답 개수 빈도 백분율

0 54 38.5

1 47 31.8

2 25 16.9

3 20 13.5

4 2 1.4

2017학년도 수능 문항 30개 중 비구조성과 비정형성

을 만족하는 4개의 문항(18번, 20번, 21번, 29번)의 학생

응답 결과를 조사한 결과는 [표 22]와 같다. 4개의 문항

에 대하여 평균 1.1개(SE 1.104)의 성취를 보였다. 학생

응답의 평균과 백분율을 고려하여 성취도(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수학적 문제해결역량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

하기 위해 정답 개수가 0인 경우는 하, 1-2개인 경우는

중, 그리고 3-4개인 경우는 상으로 범주화하였다. 성취

도를 범주화한 결과에 의하면 상 집단은 22명, 중 집단

은 72명, 하 집단은 54명이다.

ANOVA 분석을 한 결과는 [표 23]에 제시되어 있다.

문제이해는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0.002<0.05), 낮은 설명력(=0.085)을 보인다. 등분산성

을 만족하므로 사후 분석으로 sheffe를 실시한 결과, 성

취도에 따라 문제이해에 차이가 있으며 하 집단과 중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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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성취도에 따른 수학적 문제해결역량 하위요

소에 대한 분산 분석

[Table 23] ANOVA on sub-elements of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competency based on students’

achievement

SS df
평균

제곱
F

유의

확률

문제

이해

그룹 간 6.395 2 3.197 6.738 .002

그룹 내 68.813 145 .475

합계 75.208 147

계획

수립

그룹 간 4.275 2 2.137 2.638 .075

그룹 내 117.503 145 .810

합계 121.778 147

전략

탐색

그룹 간 5.886 2 2.943 5.850 .004

그룹 내 72.943 145 .503

합계 78.829 147

계획

수립

및

반성

그룹 간 3.631 2 1.816 1.629 .200

그룹 내 161.604 145 1.115

합계 165.235 147

협력

적

문제

해결

그룹 간 .547 2 .273 .301 .741

그룹 내 131.754 145 .909

합계 132.301 147

수학

적

모델

링

그룹 간 6.343 2 3.172 1.961 .144

그룹 내 234.470 145 1.617

합계 240.813 147

문제

만들

기

그룹 간 8.667 2 4.334 2.588 .079

그룹 내 242.806 145 1.675

합계 251.473 147

Note: SS=제곱합; df=자유도; F=Fisher’s test.

단의 평균차는 0.3615( 0.011)로 두 집단 간 평균 차

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하 집단과 상 집단

의 평균차는 0.5576( 0.005)로 평균 차이가 크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전략탐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 0.004<0.05), 낮은 설명력(=0.075)을 보인다. 등분

산성을 만족하므로 사후 분석으로 sheffe를 실시한 결과,

성취도에 따라 전략탐색에 차이가 있으며 상 집단과 하

집단의 평균차는 0.5764( 0.004)로 두 집단의 평균 차

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이해와 전략탐색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해결역량의 하위요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사후분석 결과에서 집

단에 따른 차이가 없다.

V. 결론 및 제언

학교는 학생들이 건설적인 미래 사회인으로 생활 속

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함양시켜야 한다. 수학은 실생활과

다른 학문에서 활용되는 도구적 측면뿐 아니라 논리적

사고력, 탐구 능력의 습득을 위해 그 중요성이 점차 강

조되며 여러 나라에서 수학적 문제해결역량을 핵심 역량

으로 주목하고 있다(김선희 외, 2015).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토대로 수학 교과의 핵심 역량인 수학적 문제해

결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찾

아 평가 문항을 분석하기 위한 틀을 개발하였다. 또한

전국단위의 대규모 지필평가에서 제시되는 문항들이 수

학적 문제해결역량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조건 갖추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

학 문항들을 분석틀에 의해 분석하였으며 수학적 문제해

결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특성을 갖춘 문항과 학습자들이

느끼는 난이도, 정답률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수학적 문제해결역량에 대하여 최근에는 PISA의 평

가 문항에서 요구되는 역량 분석(Pettersen, Nortvedt,

2017), 문제해결 교수법에 대한 연구를 위한 틀의 제시

(Lester, 2013)에 대하여 연구되었다. 그리고 수학적 문

제해결역량과 관련된 정의적 요소, 문제해결을 위한 교

수법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이 연구되어 왔다(김

진호, 김인경, 2011). 그러나 문제의 맥락성, 본질, 문제

해결단계 등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초점을 둔 연구(김민



이선영, 이지수, 한선영130

경 외, 2012; 범아영, 이대현, 2012; 나미영, 권오남,

2012; 박정미, 이중권, 2013; 한인기, 2001)가 존재하지만,

수학적 문제해결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의 조건을 종

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PISA 2012는 문제해결력 평가 영역에서 문항들의 특징

을 문제의 맥락성, 문제의 본질, 이용되는 문제해결 단계

로 나눈 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PISA 2012는 컴퓨터

기반 시험이기 때문에 학생의 반응에 따라 문제 상황이

변하는 문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문제의 본질을 학생들

의 반응에 따라 문제 상황이 변하는 상호적인 문제

(interactive problem)와 변하지 않는 정적인 문제 (static

problem)로 나누었다. 하지만 국내 수학교과에서는 아직

이러한 문제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기에 PISA 2012의

틀을 바로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와 같

이 PISA 2012에서 제시하는 틀은 국내의 수학교육에 적

용하기에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문제와 문제

해결역량에 대한 정의를 토대로 수학적 문제해결역량의

함양을 위해 문항이 가져야 할 특징을 분석하여 문항 분

석틀을 개발하였다. 문항 분석틀은 수학적 문제해결역량

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은 맥락적이고, 비구조적이며 비

정형적이어야 하며, 전체적인 시험은 수학적 지식의 여

러 영역과 수학적 문제해결의 여러 과정이 골고루 사용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

여준다.

수학적 문제해결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 분석틀에

의해 2017 수능 수학 가형(홀수형)의 문항을 분석한 결

과, 2017 수능 수학 가형(홀수형)의 문항은 문제해결력을

평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을 나타내었다. 2017 수

능 수학 가형(홀수형)의 모든 문항이 비맥락적이었다. 이

는 한국 교과서의 맥락 문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나

라에 비해 낮고 그 소재가 인위적인 경우가 많다는 김민

경 외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맥락성을 제외하면

비구조적이고 비정형적인 문제는 30문항 중 4문항 밖에

되지 않았으나 구조적이고 정형적인 문제는 20문항이었

다. 수학적 문제해결과정에서 개념과 절차를 이용하는

문항이 24개로 가장 많았다. 주어진 상황을 수학적으로

형식화하는 것이 핵심인 문항은 6개였으며, 결과나 데이

터를 해석 및 평가하는 문항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정무,

유진수, 이정아, 이경화(2016)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의 수능 중 통계 문항 5개에 대해 수학적 문제해결과정

을 분석한 결과 모두 ‘이용하기’였다고 제시한 결과와 유

사하다. 국내 고등학교는 수능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수

능의 문항 대다수가 비맥락적이고 정형적이며 구조적이

고 문제해결과정 중 ‘이용하기’를 사용해야 하는 문제라

면 고등학교 수학교과의 수업이 이러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 초점이 맞춰져 수학문제해결 역량의 함양보다는 패

턴화된 문제를 풀고 암기한 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풀

도록 지도할 가능성이 높다(이정무 외, 2016). 따라서 학

생들의 수학문제해결 역량의 함양을 위해서는 PISA의

수학적 소양에 대한 평가 문항(임해미, 2013)의 예들과

같이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험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다

양한 상황 속에서의 문제를 풀기 위해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들을 찾아내고 수학적으로 형식화하며, 자신의 결과

나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 해석 및 평가하는 과정이 요구

되는 평가 문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평가 문항 분석틀에 의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문

항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이 느끼는 난

이도와 정답률에 영향을 주는 문항 특성이 무엇인지를

 검정과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답률과 학생들이 느끼는 난이도는 매우 강한 부적 상

관관계를 보여 어렵다고 느낄수록 정답률이 낮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문항 정답률은 왼쪽 편향

된 분포를 보였으나 난이도는 오른쪽 편향 분포를 보였

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난이도와 실제 정답률

은 강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학생들이 느끼는 난

이도와 정답률에 영향을 주는 문항 특성에는 차이가 있

었다. 학생들은 비정형적이고 잘 정의되지 않은 문제는

학생들이 느끼는 난이도에 영향을 주지만, 학생들의 실

제 정답률에 영향을 주는 것은 친숙성이라는 결과를 보

였다. 학생들이 추가적인 조건을 찾거나 개념 사이의 연

결성이 필요한 문항에 대해 어렵게 느끼지만 이것이 실

제 정답률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이전에 해결했던 경험이 없는 문항은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며 실제 정답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이는 과학 평가에서 프랑스의 교과서 등에 실려

있어 친숙한 문항에서만 프랑스 학생들의 정답률이 다른

국가 학생들보다 높았다는 Hebel et al(2017)의 결과와

이광호, 고호경(2010)이 단순한 계산과 익숙한 문항이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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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를 낮게 한다고 제시한 것과 유사하다. 정형적인 문

항은 연습과 기억에 의해 익숙하게 해결하지만 비정형적

인 문항은 학생들이 기억보다는 수학적으로 사고할 필요

가 있으며, 그 사고과정 중에 시행착오 등이 발생할 가

능성이 크다. 이러한 가능성 때문에 정형성이 실제 정답

률에 영향을 주는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 생각된다. 수학

적 지식과 문제해결과정은 난이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고호경,

이현숙(2007), 이광호, 고호경(2010)이 내용 영역의 각 요

소별로 난이도가 달라진다고 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

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에서도 같은 내용 영역에 속하더

라도 난이도가 매우 다르다고 말한다. 수학적 지식이 다

른 요인들에 비해 학생들이 문제를 어렵다고 느끼게 하

는 중요한 요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수학적 문제해결

과정은 대부분의 문항이 ‘이용’에 속하고 ‘형식화’문항이

너무 적었으며 ‘해석 및 적용’에 해당하는 문항이 존재하

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난이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

다. 본 연구에서는 맥락성을 가진 문항이 존재하지 않아

맥락성이 난이도와 정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이전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학생들은 풍부한 실

제 맥락에서 수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비맥락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한다는 결과를 제시한

다(Hebel et al, 2017; 범아영, 이대현, 2012). 학교에서

학생들이 맥락적인 문제를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이

러한 기회 부족으로 인해 맥락 문제를 어렵게 느끼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생활 속에서 직면할 문제들이 맥락을

벗어나 존재할 수 없다. 학생들의 수학적 문제해결역량

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풍부한 맥락을 가진 문제를 개

발하여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Altun & Akkaya, 2014: Altun &

Bozkurt, 2017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수학적 문제해결역량의 평가를 위한

하위요소를 갖춘 문항에 높은 성취를 보인다면 학생의

수학적 문제해결역량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를 알아

보았다. 30개의 평가 문항 중 수학적 문제해결역량을 위

한 특성을 모두 갖춘 문항은 존재하지 않아 비구조적이

고 정형적이지 않은 문항으로 분류된 4개 문항에 대하여

학생들의 수학적 문제해결역량 검사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비구조적이고 정형적이지 않은 평가 문항에 대

하여 성취도에 따라 문제이해와 전략탐색에 차이가 있었

다. 문제이해에서는 하집단과 중집단, 하집단과 상집단에

평균 차이가 있었으며 중집단과 상집단에서는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없었다. 즉, 비구조적이고 정형적이지 않은

문항에 대하여 하집단은 문제를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

을 겪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성취도가 낮은 학생

들은 수학적 문제해결역량의 함양을 위해 문제에 제시된

용어, 주어진 상황, 문제의 조건과 요구사항, 그리고 주

어진 조건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법을 다양한 상

황 속에서 연습할 필요가 있다. 전략탐색에서는 상집단

과 하집단에 평균 차이가 있었으며, 중집단과 하집단에

는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없었다. 이는 중집단과 하집단

은 수학적 문제해결역량의 함양을 위해 수학적으로 모델

링하는 방법을 연습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다양

한 상황 속에서 그림, 표, 그래프 등으로 표현해보고 구

체적인 식을 세우는 방법을 경험해야 한다.

학교는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곳이며,

이 학생들이 건설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여 앞으로 직면

하게 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어

야 한다. 따라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교 수

학을 통해 주어진 상황을 해석하고 수학 지식을 이용하

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학적 문제해결

역량을 함양시켜야 한다. 수학적 문제해결역량 측면에서

학교 교육과정에 영향을 주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평가 문항의 분석뿐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들이 지속적으

로 경험하는 교과서와 지필평가 문항에 대한 분석도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수학적 문제해결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해 수학 문항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제시

하였으며, 이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틀을 개발하였

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와 지필평가 문

항을 분석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교사가 학

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과제, 어떤 평가 문항을

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학적 문제해결역량을 위한 문항 조

건을 제시하였으나 그러한 조건을 갖춘 구체적인 문제

사례를 제시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수학적 문제해결

역량을 위한 문항 조건을 충족하는 수능 문항은 단 4개

에 불과했다. 따라서 학생들의 문제해결역량에 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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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평가와 수학적 문제해결역량을 위한 문항 조건을 충족

하는 평가 문항 성취도의 관련성에 대해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더 많은 평가 문항을 이용한 연구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수학적 문제해결역량을 위한 조

건을 갖춘 문제가 수업 중에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시된 조건을 만족하는 문제에 대

한 해결 경험이 실제로 학생들의 수학적 문제해결역량의

태도, 가치 등의 정의적 측면까지 긍정적으로 향상시키

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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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suggests a framework for analyzing item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and shows the

relationship among the characteristics, difficulty,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academic achievement and the

actual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competency. Three mathematics educators’ classification of 30 items of

Mathematics ‘Ga’ type, on 2017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and the responses given by 148 high school

students on the survey examining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competency were statistically analyzed. The

results show that there are only few items satisfying the characteristics for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competency, and students feel ill-defined and non-routine items difficult, but in actual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routineness alone has an effect. For the items satisfying the characteristics, low-achieving group has

difficulty in understanding problem, and low and intermediate-achieving group have difficulty in mathematical

modelling. The findings can suggest criteria for mathematics teachers to use when developing mathematics

questions evaluating problem solving compe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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