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둠 에 따른 수학적 델링 과정 수행 및

수학적 추론 능력 분 1)

안인경2) ․ 오 열3)

본 연구는 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수학 모델링 수업에서 모둠 구성 방법에 따

라 수학 모델링 과정 수행 능력과 수학 추론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

다. 이를 하여 3가지 문제 상황으로 각각 8차시에 걸쳐 총 24차시의 수학 모델

링 수업을 설계 실시하 다. 그 결과 동질 모둠 보다는 이질 모둠에서 더 낳은

수학 모델링 과정 수행 능력과 수학 추론 능력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 결과는

수학 수업에서 수학 모델링을 용할 때 모둠 구성의 에서 이질 모둠이 보

다 효과 임을 시사한다.

주제어: 모둠 학습, 수학 모델링, 수학 모델, 수학 추론

Ⅰ.    론

NCTM(2000)에서는 학생들이 유연하고 창의 인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

수학을 개 해야 한다고 권고하 으며, 그 의 한 가지 방법으로 수학 모델링을 제시

하 으며, 미국의 수학 공통 핵심 교육과정(Common Core State Standards for Mathematics

[CCSSM], 2014)에서는 교수 학습 활동의 실천 원리(Standards for Mathematical Practice)로

수학 모델링을 제시하 다. 수학 모델링은 실생활 문제를 악하고 단순화하여 요소

들 사이의 계를 악하고, 자료 수집 토의를 통해 잠정 인 모델을 도출해 내는 과정

을 통해서 수학 결론에 도달하도록 하는 창의 인 활동이다.

수학 모델링은 수학 개념을 일상생활에 용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수학화의 요성

을 확인하며, 양 으로 표 된 것들의 계를 분석하고 수학 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도

록 한다. 한 수학 모델링은 일상 삶 속에서 수학 결론을 도출하고 도출한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면서 수학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수학 모델링은 등학생들에게

수학 모델링 과정 탐색을 통하여 자신들의 수학 잠재력을 개발하고 비 이며 합리

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CCSSM에서는 교수 학습 활동의 실천 원리로써 추상 양 으로 추론하며

논리 으로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추론을 비 할 수 있으며, 반복되는 추론에서 규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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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 활동을 권고하며 수학 학습에서 추론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2015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 역량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교육부, 2015).

수학 추론에는 연역 추론과 귀납 추론이 존재하며 연역 추론은 일반 인 명제

에서 구체 인 명제로 수렴되어 가는 사고의 흐름을 보이는 념 인 추론이다. 이에 반

해 귀납 추론은 구체 인 명제에서 일반 인 명제로 확장되어 가는 실용 인 추론의 방

법이라 할 수 있다. 수학 모델링 활동에서 추구하는 수학 추론은 귀납 추론으로 구

체 인 모델에서 일반 인 모델로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추구한다. 따라서 귀납 추론

활동에 합한 등수학의 특성상 수학 모델링은 등학생들의 수학 추론 능력을 개

선하는데 좋은 교수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추론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교사는 수학 추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 환경과 상황을 만들

어 주어야 한다. 수학 추론은 서로 소통하는 공동의 활동을 통해서 향상될 수 있는 고차

원 능력이다. 수학 모델링 활동의 핵심인 체 토의나 모둠 토의는 수학 추론 능력

을 높일 수 있는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Lesh, Young, & Fennewald, 2010).

수 개념을 이해하고 연산에 능숙해지는 것은 등 수학에서 매우 요하다(NCTM, 1989,

2000). 통 으로 등 수학에서 수와 연산은 다른 역들에 비해 더욱 요하게 다루어

져 왔으며, 학생들은 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수와 연산 역에서 힘들어하게 된

다. 특히 5학년에서는 약수와 배수, 소수와 분수의 연산을 포함해서 복잡한 연산이 시작되

는 시기이다.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실생활 문제 상황을 통해서 해보고 체 모둠

토의를 거쳐 생각을 공유하며, 수학 모델을 만들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소수의 곱셈

과 나눗셈을 배우는 과정은 창의 인 활동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학 모델링을

용한 5학년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 수업에서 모둠 구성 방법에 따라 학생들의 수학 모델

링 과정 수행 능력과 수학 추론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 다.

Ⅱ. 이론적 배경

1. 수학 모델링

가. 수학적 모  과정

수학과 과학의 분리는 수학과 과학 분야 모두에 단 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배경을 시

작으로 수학 모델링은 시작한다(Hestenes, 2010). Galileo는 실험을 통해 지구 표면에서

발사된 투사체의 이상 행로가 포물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Galileo의 과학 방

법은 일종의 모델링 과정이다. 행성 행로에 한 모델을 찾은 Kepler는 고 부터 천체 궤

도로 알려진 원형 궤도의 모순을 발견하고 이를 타원 궤도로 바꾸어 이론화하 다. 17세

기에 만유인력을 발견한 Newton도 뛰어난 모델러 다. 이와 같이 수학과 과학 분야가 통

합되어 있을 때에는 수학과 과학이 통합되어 원리와 개념, 법칙을 발견하고 용되는데

활용되었다.

하지만 사회가 세분화 문화되면서 수학자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정당화하며 순수 수학

만을 연구하 고 그것을 배우는 학생들은 순수 수학의 논리 이고 합리 인 과정에 순응

하면서도 왜 배워야 하는지 어떻게 용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수학의 가치를 잃

어가게 되고, 과학은 과학의 탐구 과정에 필요한 수학만을 따로 공부함으로써 순 히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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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에 의해 필요한 만큼만 수학을 공부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Hestenes(2010)는 수학

모델링 활동을 통하여 수학에 실생활 문제를 목함으로써 수학의 가치와 효용을 학생

들이 다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Noss & Hoyles(2010)는 공학 분야에 수학 모델링을 용하여 근로자의 연수나 공 생

들을 상으로 수학 모델링을 실험하 으며, 이 연구에서의 모듈러는 근로자 는 공

생이었으며, 이를 등학교 상황에 용한다면 등학교에서의 모델러는 학생 교사가

될 수 있다. English(2010)와 English & Watters(2004)는 수학 모델링을 등 수학에 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Larson(2010)은 모델링을 양 추론으로 설명하 다.

Mousoulides, Christou, & Sriraman(2008)의 연구에서는 미국의 등학생들을 상으로 수학

모델링을 용하 는데, 이 연구에서 등학생들이 의미 있는 실생활 문제를 받았을

때 수학 모델링을 실시하면 성공 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Burkhardt(2007)는 일

상의 실생활 맥락 상황에 수학 모델링을 용하는 것은 수학 능력의 핵심이라고 주장

하 다. 그리고 Blum & Leiss(2005)는 인지 에서 수학 모델링의 과정을 실제 상황

과 문제, 상황모델, 실제 모델과 문제, 수학 모델과 문제, 수학 결과, 실제 결과, 상황

모델, 실제 상황과 문제의 순으로 그 과정이 순환 으로 반복되는 특징이 있다고 하 다.

수학 모델링은 학생들이 수학 아이디어가 실생활에 어떻게 용될 수 있는지 알게 함

으로써 수학의 의미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수학 학습을

진하게 된다(고창수, 오 열, 2015; Haines & Crouch, 2010; Zawojewski, 2010; Zbiek &

Connor, 2006).

나. 수학적 모 에서 문제 상

수학 모델링에서 문제 상황은 학생들에게 흥미를 끌고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요한 역할을 한다. Dewey(1896)도 문제 상황은 인식이 필요하고 문언가에 한 명시

감각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 으며 명확히 탐색하고 이해해야 할 무언가에 한 탐구를 일

으키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Kaiser(2010)와 Kaiser et al. (2010)은 수학 모델링 과정

에서 문제 상황의 연구와 발 은 요하고 한 연구해야 할 부분이지만 부분의 일반

인 수학 수업에서는 무시된다고 하 으며, 그 이유는 유의미한 문제 상황을 개발하는데

매우 많은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하 다.

수학 아이디어를 수학 모델링 문제 상황으로 만들기 해 Julie(2002)는 두 가지

근을 제시하 다. 실 상황의 모델링을 통해 수학 개념을 발달시키는 모델링과 다른

학문 분야나 실세계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련된 모델링을 제시하

다. 이와 련하여 Caron & Belair(2007)는 수학 모델링 으로 보았을 때 순수 과학

주제 보다 사회 과학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보다 효과 이라고 하 다. 문제 상황을 디자

인하고 선택할 때 분석 인 근을 취해야 하는 이유는 수학 모델링 로그램이 학생들

에게 참여와 학문 인 연구, 창의성, 비평을 이끌어내는 디자인 이어야하기 때문이다(정은

실, 2015; Galbraith, Stillman, & Brown, 2010; Stillman, Brown, & Galbraith, 2010). 이와 같

이 여러 학자들은 수학 모델링 활동에서 문제 상황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 수학 추론

NCTM(1989, 2000)에서는 모든 학생들을 한 주요한 수학 소양의 하나로 수학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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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제시하고, 추론으로서의 수학을 규정함으로써 수학 추론을 수학 교육의 핵심 주

제로 강조하 다. 수학 추론이란 물리 으로 존재하지 않는 념들을 상으로 하고 있

으며 이러한 추상 인 념을 물리 상황에서 수학 모델로 만들고 새로운 명제와 계

를 찾는 활동이다.

[그림 1]은 남승인(2011)이 주장한 귀납 추론 차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에 제시된

추론 차를 살펴보면 1단계는 찰, 조작, 실험의 단계로 주어진 상황을 찰하고 사물을

조작하는 시작 단계이다. 2단계는 추측 단계로 찰, 조작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측 추

리를 구성하는 단계이며, 3단계는 추측 추리를 바탕으로 동질성의 존재를 확인하고 잠

정 인 일반화가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4단계는 잠정 일반화를 검증하는 단계로써

다른 상을 일반화하며, 마지막 5단계는 일반화 단계로 다른 상황에 명제를 용하는 단

계이다.

[그림 1] 귀납 추론 차 (남승인, 2011)

[그림 2] 등 수학에서의 수학 모델링 과정 (김민경, 홍지연, 김은경, 2009)

의 [그림 2]는 등학생을 상으로 용될 수 있는 수학 모델링 활동 과정을 제시

한 것이다. 고등학교에서 다루어지는 수학 모델링 활동에 비해 과정이 단순하고 단계가

쉬워 등학교에서 활용하기에 용이하다.

[그림 1]의 귀납 추론 차와 [그림 2]의 등 수학에서의 수학 모델링 과정은 단

계마다 그 활동이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실생활 문제 단계와 찰․조작․실험 단계, 모

델 단계와 추측 잠정 일반화 단계, 수학 결론 단계와 잠정 일반화에 한 검증

단계, 용 단계와 일반화 단계가 순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이 두 모델의 특

성을 고려해 볼 때 수학 모델링 수업과 수학 추론 능력 간의 계를 상해 볼 수 있

다. 귀납 추론은 구체 인 명제에서 일반 인 명제로 확장되어 가는 실용 인 추론의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수학 모델링 활동에서 추구하는 수학 추론은 귀납 추론으

로 구체 인 모델에서 일반 인 모델로 확장되어 가는 일반화 과정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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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 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는 서울 은평구에 치한 C 등학교 5학년 한 학 (남학생 13명, 여학생 11명)

24명을 상으로 하 다. C 등학교는 27학 규모로 학부모들의 경제 수 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수 은 상 정도이다.

모둠 구성은 학년 에 실시한 학습종합능력검사 에서 지능검사를 기 으로 모둠을

구성하 다. 모둠 구성에 용한 지능 검사는 지능 이론을 토 로 제시된 인지 능력을 측

정하여 학생의 학습 능력을 악하도록 하는데 목 이 있으며, 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둠 구성은 이질 모둠 총 3모둠 (1, 2, 3모둠), 동질 모둠 총 3모둠(4, 5, 6모둠)을 구성하

다. 이질 모둠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 1명, 2명, 하 1명으로 구성하 으며, 동질

모둠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 학생(4모둠), 학생(5모둠), 하 학생(6모둠)으로

각각 모둠을 구성하 다.

2. 연구 설계

가. 수학적 모  설계 

[그림 3] 수학 모델링의 수업 용 차 (김민경, 홍지연, 김은경, 2009)

본 연구는 [그림 3]에 제시된 수학 모델링의 수업 용 차를 바탕으로 수학 모델

링을 설계하 다. 이 모델에 의하면 비활동으로 실생활 문제를 하고, 모델 유도 활동

으로 모델을 구성하며, 모델 탐색 활동으로 모델을 추상화 형식화하고, 모델 용 활동

으로 모델을 다른 문제 상황에 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모델에

따라 실생활 주변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모둠이 함께 토의하고 탐구하는 과정을 거쳐

수학 모델을 구성하고 PPT 자료를 통해 발표한 내용을 공유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더 나아가 다른 실생활 문제에 수학 모델을 용하여 학 체가 공유하도록 하 다.

내용 역은 5학년 2학기 1단원 소수의 곱셈과 4단원 소수의 나눗셈을 선정하여 3개의

수학 모델링 문제 상황으로 각각 8차시씩 총 24차시 수업을 6주에 걸쳐 실시하 다.

나. 수학적 모  문제 상  설계 

본 연구에서는 수학 모델링 문제 상황을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3가지로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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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수의 곱셈과 련된 문제 상황이 두 가지, 소수의 나눗셈과 련된 문제 상황이

한 가지이다.

내용 역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

1차 수학 모델링 활동 겨울 방학에 하와이로 여행을 떠나요!!!

2차 수학 모델링 활동 가장 스피드 한 우승 자동차는? (과학과 통합)

3차 수학 모델링 활동 우리가 하루 동안 무심코 버리는 생활하수 정화하려면?(환경)

<표 1> 수학 모델링 문제 상황

3. 자료 수집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 분석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해 안정 이고 립

이며 객 이고 정확한 자료 수집 분석을 해 3가지 방법을 용하 다. 첫째 가

능한 한 많은 양의 자료를 수집하기 해 연구 상의 수를 늘리고 수업 차시를 최 한

확보하 다. 둘째, 찰, 면담, 활동지 수집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 다. 셋째, 수업 동

상 자료, 활동지 자료, 발표 PPT 자료, 학생 면담 자료 등 많은 자료를 수집하 다. 앞에

서 언 한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모둠 구성에 따라 수학 모델링 과정 수행 능력과 수학

추론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 으며, 이에 따라 각각 8차시로 이루어진

총 3차에 걸친 수학 모델링 활동에서 1차와 3차 활동을 심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하 다.

가. 수학적 모  과정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 

수학 모델링 과정 수행 능력을 분석하기 해 활동지 자료와 모델 탐색 단계의 PPT

발표 자료를 수집하 으며, 이들 자료는 모둠별 수학 모델링 과정 수행 능력을 분석하

기 한 것이다. 한 이를 보완하기 해 수업 동 상 학생 면담 자료를 수집하 다.

자료 분석은 수집한 자료들을 연구 문제의 목 에 맞게 측정하고 수치화하여 그래 나

표로 체계 으로 정리하는 과정이다. 모델 유도, 모델 탐색, 모델 용 단계로 나 어진

수학 모델링 과정 수행 능력의 각 단계별 활동 분석을 한 분석틀은 CCSSM에서 제시

한 수학 모델링 교수 학습 활동의 실천 원리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 용하

다. 분석틀은 리커트 척도를 용하여 총 31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구체 인 사례 분석을 해 모델 유도, 모델 탐색, 모델 용 단계로 나 었으며, 각 단

계마다의 활동을 수학 모델링 과정 분석틀의 교수 학습 활동의 실천 원리의 항목들과

비교하여 좋은 사례 는 부족한 사례 주로 분석하 다.

나. 수학적 추론 능력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

수학 추론 능력 분석을 해 수업 동 상 자료를 수집하 으며, 수업 동 상 자료는

1차 수학 모델링 수업 차시와 3차 수학 모델링 수업 차시 동 상 자료를 포함

하 다. 수집한 자료 분석을 해 수학 모델링 수업에서 수학 추론 능력에 차이가 있

는지 동 상 자료를 활용하여 리커트 척도로 수치화하 다. 본 연구에서 용한 추론 능

력 분석틀은 Hogan, Nastasi, & Pressley(1999)가 제시한 추론의 질 평가를 한 6가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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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생성성, 정교성, 정당화, 설명, 논리 일 성, 종합 항목에 각각 5 척도를 부여하

여 용하 다 (최인숙, 2013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 용한 모델링 활동은 모델 유도,

모델 탐색, 모델 용 단계로 나 고 각 단계마다 의 분석틀을 용하여 생성성, 정교

성, 정당화, 설명, 논리 일 성, 종합 항목의 에서 수학 추론을 측정하 다.

Ⅳ. 연 결과

1. 수학 모델링 과정 수행 능력 분석 결과

가. 1차 수학적 모  과정 분석

모델링 단계

모둠

모델 유도 모델 탐색 모델 용 평균 순

1모둠 3.7 3.9 3.5 3.7 1

2모둠 2.3 2.9 3 2.7 4

3모둠 2.4 3.9 3.5 3.2 3

4모둠 3.2 3.9 3.5 3.5 2

5모둠 2.3 1.0 3.2 2.1 5

6모둠 0.5 0.7 1 0.7 6

<표 2> 모둠별 1차 수학 모델링 과정 비교

<표 2>는 1차 수학 모델링 과정 수행 능력을 모둠별로 분석해서 제시한 것이다. 이

결과를 보면 1모둠 3.7, 2모둠 2.7, 3모둠 3.2, 4모둠 3.5, 5모둠 2.1, 6모둠 0.7의 수행 결과

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질 모둠(1, 2, 3모둠)은 세 모둠 모두 수학 모델링 과정 수행

능력이 평균 으로 일정 수 이상을 유지함을 알 수 있다. 반면 동질 모둠(4, 5, 6모둠)은

상 수 의 학생들로 이루어진 4모둠을 제외하면 5모둠과 6모둠 모두 다른 모둠들에 비

해 상당히 낮은 수행 결과를 보 으며, 특히 6모둠의 수행 결과는 히 낮음을 알 수 있

다.

다음은 1차 수학 모델링 활동 과정에서 모둠 개인의 수학 모델링 과정 에피

소드를 심으로 특징 인 것을 선택하여 분석한 것이다.

[그림 4] 1모둠의 수학 모델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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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1모둠 학생들이 등식의 등호와 련하여 오류를 범하고 있는 상황을 제시한

것이며, 이와 같은 오류는 등학생들이 식을 세울 때 자주 나타나는 오류의 유형이다. 1

모둠 학생들이 제시한‘20×4 = 80×1114.5 = 89160원’과 같은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오류는 수학 모델링 과정에서 수학 상징이나 기호, 수학 단 등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 기 때문에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림 5] 5모둠의 수학 모델링 사례

[그림 5]는 5모둠 학생들이 수학 모델링 과정에서 하와이 여행 일정 계획을 세우는 과

정에서 하와이 지도를 통한 지형에 해 충분한 정보 수집과 분석이 없이 오하우 섬에서

빅 아일랜드로 이동하는 일정을 작성한 오류를 범한 를 보여 다. 하와이는 여러 섬으

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오하우 섬에서 빅 아일랜드로 이동하려면 비행기나 배와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며, 한 이동하는데 충분한 시간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

상황에 한 충분한 이해 없이 수학 모델로 진행하 다. 이 모둠은 교사의 충분한 설명

을 듣고서야 자신들의 오류를 인지하고 수정할 수 있었으며, 학생들은 자신들이 찾은 모

델을 구성함에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모델의 타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림 6] 6모둠의 수학 모델링 사례

[그림 6]은 6모둠이 수학 모델링 과정에서 보여 오류를 제시한 것이다. 6모둠은 모

두 하 수 의 학생들로 구성된 동질 모둠으로써 ‘$ ’와 ‘원’의 통화를 혼동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문제 상황에 합한 수학 모델을 도출하기 해서는 수학 기호나 단

등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문제 해결에 용해야 한다. ‘통화’, ‘환율’과 같

은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등학생들에게 쉽지는 않지만 다른 모둠에 비해 상 으로 6

모둠의 학생들이 <표 2>에서 보여 수학 모델링 과정 수행 능력 결과에서도 에 띠게

낮은 수행 능력을 보여 주었지만, 이와 같은 오류 한 이러한 수행 능력과 무 하지 않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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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3차 수학적 모  과정 분석

모델링 단계

모둠
모델 유도 모델 탐색 모델 용 평균 순

1모둠 3.7 3.4 3.2 3.5 3

2모둠 3.7 3.6 3 3.6 2

3모둠 2.9 3.2 2 2.8 4

4모둠 3.5 3.6 4 3.7 1

5모둠 1.4 1.4 1 1.3 5

6모둠 0.6 0.7 1 0.7 6

<표 3> 모둠별 3차 수학 모델링 과정 비교

<표 3>은 3차 수학 모델링 과정 수행 능력을 모둠별로 분석해서 제시한 것이다. 이

결과를 보면 동질 모둠인 4모둠이 3.7로 가장 좋은 수행 능력을 보 으며, 이질 모둠인 1,

2, 3모둠은 1차에서와 마찬가지로 수학 모델링 과정 수행 능력이 평균 으로 높은 수

임을 알 수 있다. 반면, 동질 모둠 가운데서 수 의 학생으로 이루어진 5모둠과 하

수 의 학생들로 이루어진 6모둠의 경우 수학 모델링 과정 수행 능력이 다른 모둠에 비

해 히 낮은 수 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3차 수학 모델링 활동 과정에서 모둠 개인의 수학 모델링 과정 에피

소드를 심으로 특징 인 것을 선택하여 분석한 것이다.

[그림 7] 4모둠의 수학 모델링 사례

[그림 7]은 4모둠 학생들이 아침, 심, 녁, 야식 등 하루 동안의 식사를 하며 배출하

는 생활하수의 양을 계산한 것을 보여주는 모델 탐색 활동을 제시한 것이다. 4모둠은 모

두 상 수 의 학생들로 이루어진 동질 모둠으로써 생활하수를 정화하는데 필요한 깨끗

한 물의 양을 구하는 수학 모델을 효과 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어진 조건

과 이들 사이의 계, 해결해야 할 문제, 찾고자 하는 답의 의미를 분석하여 차를 구체

화하고, 해답을 찾으며 도출한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면서 수학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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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단계의 수학 모델링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문제 해결 과정을 검하고 타당

성을 검토하게 된다.

[그림 8] 2모둠의 수학 모델링 사례

의 [그림 8]은 이질 모둠으로 구성된 2모둠이 제시한 수학 모델로써 생활하수 정화

에 필요한 깨끗한 물의 양을 구하는 근거를 구체 으로 제시한 것이 돋보인다. 수학 상

징이나 기호, 수학 단 등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여 수학 모델을 구성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2모둠은 1차 수학 모델링 과정 수행 능력에서 2.7을 보 으며, 3차 수학 모델링 과

정 수행 능력에서는 3.6을 보임으로써 향상 정도가 매우 높은 특성을 보 다. 그 이유는 2

모둠에 수학 능력이 다른 모둠에 비해 뛰어난 리더가 있었으며, 1차와 2차에 걸쳐 수학

모델링 과정 수행 능력이 가장 많이 향상된 학생이었다. 이 학생은 수학 모델링 과정

에서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문제를 단순화하며 문제 해결을 한 여러 요인들을

분석한 뒤 다른 모둠원들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논리 으로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보

다. 이와 같은 사례는 한 명의 뛰어난 리더가 모둠원들과 의미 있는 소통을 통해서 모둠을

성공 으로 이끌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 1차  3차 수학적 모  과정 비

모델링
단계

모둠

모델
유도

모델
탐색

모델
용

평균
향상
정도

1차 3차 1차 3차 1차 3차 1차 3차

1모둠 3.7 3.7 3.9 3.4 3.5 3.2 3.7 3.5 0.2↓

2모둠 2.3 3.7 2.9 3.6 3.0 3.0 2.7 3.6 0.9↑

3모둠 2.4 2.9 3.9 3.2 3.5 2.0 3.2 2.8 0.4↓

4모둠 3.2 3.5 3.9 3.6 3.5 4.0 3.5 3.7 0.2↑

5모둠 2.3 1.4 1.0 1.4 3.2 1 2.1 1.3 0.8↓

6모둠 0.5 0.6 0.7 0.7 1 1 0.7 0.7 0.0

<표 4> 모둠별 1차와 3차 수학 모델링 과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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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모둠 구성에 따른 1차, 3차 수학 모델링 과정 비교 그래

<표 4>와 [그림 9]는 모둠별 1차와 3차 수학 모델링 과정을 분석 비교하여 표와 그

래 로 표 한 것이다. 의 분석 결과는 수학 모델링 활동에서 이질 모둠인 1, 2, 3모

둠과 동질 모둠인 5, 6모둠의 수학 모델링 과정 수행 능력의 차이를 보여 다. 의 비

교 분석 결과를 보면 수학 모델링 과정 수행 능력은 이질 모둠이 동질 모둠에 비해서 1

차와 3차 모두에 걸쳐서 좋은 수행 능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동질 모둠의 경

우 상 수 의 학생들로 구성된 4모둠의 경우만 이질 모둠과 유사한 수 의 수행 능력을

보이고 있으며, 수 하 수 으로 이루어진 5, 6모둠의 경우는 히 낮은 수

의 수학 모델링 수행 능력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수학 모델링 활동을

등학생들에게 용할 때 이질 모둠으로 구성하거나 는 상 수 으로 구성된 모둠에

게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2. 수학 모델링 활동이 수학 추론 능력에 미치는 향 분석 결과

가. 1차 수학적 모  동에서 수학적 추론 능력 분석

모둠
추론
사고

1 모둠 2 모둠 3 모둠 4 모둠 5 모둠 6 모둠 평균

생성성 3.5 3 3 3.5 2.5 1.5 2.8

정교화 2.5 2 2 2.5 1.5 0.5 1.8

정당화 2 1.5 2 2 1.5 0 1.5

설명 4 3.5 3.5 4 3 1.5 3.2

논리
일 성 3.5 3 3 3 2 0 2.4

종합 1.5 1 0 1.5 0 0 0.6

평균 2.8 2.3 2.2 2.7 1.7 0.5 2.0

<표 5> 모둠별 항목별 1차 수학 추론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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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1차 수학 추론의 모둠별 분석 결과 [그림 11] 1차 수학 추론의 항목별 분석 결과

<표 5>는 1차 수학 모델링 활동에서 모둠별 수학 추론 능력을 분석한 것을 표로 나

타낸 것이며, [그림 10]은 <표 5>의 결과를 바탕으로 모둠별 추론 능력 분석을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그림 11]은 <표 5>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추론 사고의 항목별

분석을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먼 모둠별 추론 능력 분석 결과를 보면 1모둠은 2.8, 2

모둠은 2.3, 3모둠은 2.2, 4모둠은 2.7, 5모둠은 1.7, 6모둠은 0.5를 보 으며, 6모둠을 제외

하면 체로 일정 수 이상의 추론 능력을 보 다.

추론 사고의 항목별 분석 결과를 보면 수학 추론 능력의 생성성과 설명에서 각각

2.8과 3.2로써 높은 척도를 보 으며, 논리 일 성에서는 2.4로써 간 정도의 척도를 나

타냈다. 한 수학 추론 능력의 정교화와 정당화는 각각 1.8과 1.5로써 낮은 추론 능력

을 나타냈으며, 특히 종합은 0.6이라는 가장 낮은 수행 결과를 나타냈다.

의 결과를 보면 수학 모델링 활동에서 만들어진 하 논제들의 수로 단하는 생성

성은 하와이 여행 문제 상황으로 진행된 수업에서 모델 유도, 모델 탐색, 모델 용 단계

모두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제시됨으로써 생성성에서 높은 척도를 나타냈다. 

한 과학 탐구가 아닌 사회 탐구인 하와이 여행 문제 상황의 특성상 추론의 방법으로 설명

을 주로 활용하 으며, 증거나 추론을 근거로 하는 정당화는 약하게 나타났다.

논리 일 성은 수학 모델링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일 된 생각과 의견으로 수학

모델을 만들어 가는 능력이다. 수학 모델에 한 정당화나 설명의 견고함 정도에 따라

수행 능력의 정도가 높아진다. 수학 모델들이 옳다고 해서 반드시 수행 능력이 높아지

는 것은 아니며, 수학 모델에 한 가설을 제로 마지막 모델 용 단계까지 일 된 논

리성을 보여야 한다. 종합 능력은 수학 모델링 활동에서 반 되는 수학 모델들이 나

타나고 그것에 해 논리 인 방법으로 설명하고 증명하여 새로운 수학 모델을 세우는

능력이다. 의 분석 결과를 보면 종합 능력은 다른 수학 추론 능력보다 히 낮은 수

행 결과를 보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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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3차 수학적 모  동에서 수학적 추론 능력 분석

모둠

추론

사고

1모둠 2모둠 3 모둠 4 모둠 5 모둠 6 모둠 평균

생성성 3.5 4 3.5 3.5 2 1.5 3.0

정교성 4 4 3 4.5 1.5 1.5 3.0

정당화 2.5 3 3 3.5 1.5 1 2.4

설명 4 4.5 3.5 4.5 4 2.5 3.8

논리

일 성
4 5 4 5 2 0.5 3.4

종합 1 0.5 0.5 1.5 1 0.5 0.8

평균 3.1 3.5 2.9 3.7 2.0 1.2 2.7

<표 6> 모둠별 항목별 3차 수학 추론 분석 결과

[그림 12] 3차 수학 추론의 모둠별 분석 결과 [그림 13] 3차 수학 추론의 항목별 분석 결과

<표 6>은 3차 수학 모델링 활동에서 모둠별 수학 추론 능력을 분석한 것을 표로 나

타낸 것이며, [그림 12]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모둠별 추론 능력 분석을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그림 13]은 <표 6>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추론 사고의 항목별 분석

결과를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표 6>과 [그림 12]의 3차 수학 모델링 활동에서 나타난 모둠별 수학 추론 능력 분

석 그래 에서 알 수 있듯이 1모둠은 3.1, 2모둠은 3.5, 3모둠은 2.9, 4모둠은 3.7, 5모둠은

2.0, 그리고 6모둠은 1.2를 나타냄으로써 이질 모둠(1, 2, 3모둠)과 상 수 의 학생으로

구성된 4모둠은 체로 수학 추론 능력이 높은 수 을 보 으며, 특히 6모둠은 히

낮은 추론 능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3]의 항목별 추론 능력 분석 결과를 보면 생성성, 설명, 논리 일 성에서는 비

교 높은 수 의 추론 능력을 보 으나, 정당화와 종합에서는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수

의 추론 능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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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차  3차 수학적 모  동에서 수학적 추론 능력 비

 모둠

추론
사고

1모둠 2모둠 3모둠 4 모둠 5 모둠 6모둠 평균

1차 3차 1차 3차 1차 3차 1차 3차 1차 3차 1차 3차 1차 3차

생성성 3.5 3.5 3 4 3 3.5 3.5 3.5 2.5 2 1.5 1.5 2.8 3.0

정교화 2.5 4 2 4 2 3 2.5 4.5 1.5 1.5 0.5 1.5 1.8 3.0

정당화 2 2.5 1.5 3 2 3 2 3.5 1.5 1.5 0 1 1.5 2.4

설명 4 4 3.5 4.5 3.5 3.5 4 4.5 3.5 4 1.5 2.5 3.2 3.8

논리
일 성

3.5 4 3 5 3 4 3 5 2 2 0 0.5 2.4 3.4

종합 1.5 1 1 0.5 0 0.5 1.5 1.5 0 1 0 0.5 0.6 0.8

평균 2.8 3.1 2.3 3.5 2.2 2.9 2.7 3.7 1.7 2.0 0.5 1.2 2.0 2.7

변동성 ↑0.3 ↑1.2 ↑0.7 ↑1 ↓0.3 ↑0.7 ↑0.7

<표 7> 모둠별 항목별 1차와 3차 수학 추론 능력 비교

[그림 14] 1차와 3차 수학 추론 능력 비교 그래

의 <표 7>은 1차와 3차 수학 모델링 활동에서 나타난 모둠별 항목별 수학 추

론 능력을 비교한 결과를 표로 나타낸 것이며, [그림 14]는 이 결과를 그래 로 표 한 것

이다. 1차와 3차 수학 모델링 활동에 따른 모둠별 수학 추론 능력 비교 분석 결과를

보면, 이질 모둠인 1, 2, 3모둠과 동질 모둠인 5, 6모둠 간에 수학 모델링에 따른 수학

추론 능력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질 모둠의 경우 1차와 3차 수학 모델링 활동

에 걸쳐 모두 수학 추론 능력이 상당히 좋을 뿐만 아니라 1, 2, 3모둠 모두 추론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동질 모둠은 상 학생으로만 구성된 4모둠을 제외하면

수학 모델링에 따른 수학 추론 능력이 1차에서 뿐만 아니라 3차 수학 모델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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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여 히 매우 낮은 수 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수학 모델링이 학생들의 수학 추

론 능력에 동질 모둠보다는 이질 모둠에 보다 유의미한 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1차와 3차 수학 모델링 활동에 따른 항목별 수학 추론 능력 비교 분석 결과를

보면, 1차 수학 모델링 활동에서보다 3차 수학 모델링 활동에서 수학 추론 능력의

정교화, 정당화, 설명, 논리 일 성 측면에서 높은 향상을 보 음을 알 수 있으며, 생성

성과 종합에서도 작지만 향상을 보 다. 1차에 비해 3차 모델링 활동의 수학 추론에서

정교화는 1.2만큼 향상이 되었으며, 정당화는 0.9, 설명은 0.6, 논리 일 성은 1.0만큼 향

상을 보 다.

정교화는 수학 모델링 과정에서 세부 인 것들을 수치화하고 자료를 측정하는 능력이

다. 수학 모델링 활동을 3차에 걸쳐 경험하면서 정교화 활동에 친숙해지고 수치화

측정 활동이 자연스러워졌음을 알 수 있다. 즉, 실생활 문제에서 모델의 근거가 되는 자료

를 찾고 실험하고 측정하는 활동을 통해 수학 모델을 만들어 수치화하는 능력이 향상된

것이라고 단할 수 있다.

3차 수학 모델링 활동에서도 여 히 설명의 방법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

학 추론 능력 설명은 1차 수학 모델링 활동에서도 높은 척도를 보 으나 3차 활동

에서는 그 정도가 더욱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3차‘생활하수 정화’수학 모델

링 활동에서는 자료를 근거로 하거나 추론을 근거로 한 정당화의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

다는 은 정당화의 질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다. 논리 일 성은 수학 모델링 과정에

서 각 단계마다 일 된 생각과 의견으로 수학 모델을 만들어 가는 능력이다. 3차에 걸

쳐 수학 모델링 활동을 경험하면서 핵심 아이디어에 집 하며 논리 으로 일 된 추론

을 해나가는 모습이 발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1차 수학 모델링 활동에 비해서 3차 수학 모델링 활동에서 수학 추론의 생성성은

크게 향상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1차 수학 모델링 문제 상황에 한 흥미도

가 높아 수학 모델에 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생성될 수 있었던 반면에 3차 수학 모

델링 문제 상황에서는 생성된 아이디어가 많이 늘어나지 않은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

다.

Ⅳ.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효과 인 수학 모델링 과정을 수행하기 한 교수학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 으며, 이에 수학 모델링 과정이 2015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 역량인 수

학 추론 능력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 다. 본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둠 구성 방식에 따라 수학 모델링 과정 수행 능력에 차이를 보 다. 본 연구

에서는 3개의 이질 모둠과 3개의 동질 모둠을 구성하여 수학 모델링 활동을 실시하 으

며, 그 결과 이질 모둠이 동질 모둠에 비해 수학 모델링 과정에서 높은 수행 능력을 보

다. 특히, 이질 모둠과 상 수 의 학생으로만 구성된 동질 모둠은 하 수

의 학생으로만 구성된 동질 모둠에 비해 1차 3차 수학 모델링 과정 모두에서 수학

모델링 과정 수행 능력이 일 성 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수학 모델링 활

동이 상 수 으로만 모둠을 구성하지 않은 한 이질 모둠으로 구성하는 것이 보다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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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의미한다.

둘째, 수학 모델링 활동을 통한 모둠별 수학 추론 능력 분석 결과를 보면 동질 모

둠 보다는 이질 모둠에서 더 높은 추론 능력을 보 다. 이는 수학 모델링 과정 수행 능

력에 한 분석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상 수 학생들로만 구성된 동질 모둠을 제외하

면 이질 모둠이 동질 모둠에 비해 수학 모델링 활동을 통해서 수학 추론 능력 향상에

더 효과 임을 의미한다.

셋째, 수학 모델링 활동을 통한 수학 추론 능력 향상을 세부 으로 분석한 결과 1

차에 비해 3차 수학 모델링 활동에서 추론 능력 측정을 한 항목에서 향상을 보

다. 특히, 추론의 질을 평가하는 항목 에서 정교화, 정당화, 논리 일 성 측면에서는

높은 향상을 보 으며, 생성성과 종합 측면에서는 비록 작지만 발 된 측면을 보 다.

이와 같이 수학 모델링 활동의 결과를 보면 수학 모델링을 등학교 학생들에게

용할 경우 이질 모둠을 구성하는 것이 보다 효과 이며, 한 수학 모델링은 등학생

들의 수학 추론 능력 향상에도 효과 교수 방법인 것으로 단된다. 하지만 수학 모

델링을 등학생들에게 용할 때에는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유의미한 문제

상황을 제공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등수학교육에 한 시사 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수학 모델링 활동은 등 수학보다는 고등 단계에서 많이 용되

어 온 교육활동이었으며 한 등 분야에서도 재 학생들을 상으로 주로 용이 되어

왔다는 을 생각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수학 모델링을 등학교 일반 학생들에게

도 용 가능하다는 을 시사한다. 한, 앞에서도 언 한 것처럼 등 단계에서 수학

모델링을 용하고자 할 때 유의미한 수학 모델링 교수 활동이 요하기 때문에 자료

수집 연구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좋은 문제 상황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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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Mathematical Modeling Process and Mathematical Reasoning

Ability by Group Organization Method

An, IhnKyoung4); & Oh, Youngyoul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process of mathematical modeling in

mathematical modeling class according to group organization, and to investigate whether

it shows improvement in mathematical reasoning ability. A total of 24 classes with 3

mathematical modeling activities were designed to investigate the research problem.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heterogeneous groups performed better than the

homogeneous groups in terms of both the performance ability of mathematical modeling

and mathematical reasoning ability. This study implies that, with respect to group design

for applying mathematical modeling in teaching mathematics, heterogeneous group design

would be more efficient than homogeneous group design.

Key words: small group learning, mathematical modeling, mathematical model,

mathematical 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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