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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언어 및 메타정의의 관점에서

수학 영재아의 문제해결 프로토콜 분석*

도 주 원 (서울방현초등학교 교사)

백 석 윤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수학적 과정에서 나타나는 언어ㆍ구문론적 표현 체계와

정의적 표현 체계 사이에는 긴밀한 상호 작용이 이루어진

다. 한편, 수학적 개념 체계도 본질적으로 은유적이므로

언어적 표현을 통해 나타나는 수학적 개념 구조에 대한

분석은 수학 학습에 작용하는 인지ㆍ정의적 장애 요인의

근원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학 영재아의 문제해결 프로토콜을 인지언어와 메타정의

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텍스트 및 은유의 기능적 특성과

메타정의의 기능적 특성 사이의 관계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문제해결의 성공 여부에 따라 수학 영재아의 인지적,

정의적 특성이 반영된 행위의 양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

다. 성공적이지 못한 문제해결의 경우에는 성공적인 경우

에 비해 내부 표현 체계로서의 은유를 활용하는 행위가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나타났다. 또한 은유의 인지언어학적

측면이 문제해결에 중요하게 작용하면서 동시에 은유라는

외적 표현에는 메타정의적 속성이 긴밀하게 관련되어 나

타났다.

I. 서론

NCTM(2000)에서는 학교수학을 위한 원리와 규준

중 하나로 수학적 표현을 강조하고 있다.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도 교과 역량 중 하나인 의사소통

을 수학 지식이나 아이디어, 수학적 활동의 결과, 문제

해결 과정, 신념과 태도 등을 말이나 글, 그림, 기호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이해하는 능력으로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 한편, Bal(2015)은 수학

적 과정으로서의 표현 활동을 학생이 사고 기능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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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고 최적화하는 활동에서 중요한 수학적 지식의 구

성 및 추상화의 과정으로 보고, 수학적 아이디어나 관

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과 그 표현들 사이

에서의 변환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수학 역사의 대부분이 수학적 표현 체계의 창안과

발전의 과정이라면, 수학교육에서는 수학적 표현을 이

해하고 그 표현 능력을 발달시키거나 이와 관련된 문

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Behr, Lesh,

Post, & Silver, 1983). 예를 들어 Goldin(1998), Goldin

& Kaput(1996)은 수학적 문제해결 역량에 언어ㆍ통사

체계, 정형 표기법 체계, 표기법 등과 같은 표현적 요

소를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DeBellis(1996),

Goldin(2000), McLeod & Adams(1989)에 의하면, 학습

자는 언어ㆍ구문론적 표현 체계, 이미지 표현 체계, 형

식적 이론 표현 체계, 개인의 감정적인 표현 체계 등

과 함께 변화하는 정서, 태도, 신념, 수학이나 수학에

관련된 가치와 같은 정의적 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

를 통해 학습과정에 사용되는 표현 체계들과 정의적

체계 사이에는 내부적으로 긴밀한 상호 작용이 존재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문제해결 과정에 등

장하는 학생들의 정서, 태도, 신념, 가치와 같은 정의적

체계와 어휘와 문법과 같은 언어ㆍ구문론적 표현 체계

사이에는 긴밀한 상호 작용이 예상되므로 이 두 체계

사이의 작용 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의적, 인지언

어학적 분석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Goldin & Shteingold(2001)에 따르면 “표현의

외부체계는 수학의 전통적인 상징체계에서부터 구조화

된 학습 자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반면에, 내부체계

는 학생 개인의 상징화 구조, 수학적 개념에 대한 의

미부여, 일상 언어, 시각적 이미지와 공간적 표현, 문제

해결 전략과 발견술, 수학과 관계된 (아주 중요한) 정

의적 요소 등을 포함한다.(p. 2)” Kosslyn(1980)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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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외부체계는 일반적으로 기호, 문자, 객체로 구성되

며, 보다 분명하고 형식적이면서 수 체계를 포함한다.

그리고 내부 심리 표현은 복잡한 인식을 나타내기 위

해서 모델이나 구조를 필요로 하며, 학생의 정신적 표

현이 된다. 이에 Goldin(2006)은 내부 표현 체계로서의

정의에 기초하여 인간의 정의가 인지 체계와 정보를

교환하는 내부 표현 체계로서 기능함을 밝혔다. 인간

의 사고를 지배하는 개념체계는 단순히 지적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상적인 활동에서 지각하는 것, 살아

가는 방식,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 등을 구조화한다.

따라서 개념체계는 인간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상적

인 실재를 규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본질적

으로 은유적이다. 즉, 언어의 은유적 표현과 은유적 개

념은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왔기 때문에, 은유적인 언

어 표현을 사용하여 은유적 개념의 본질을 탐구할 수

있으며, 학습 활동의 은유적 성질을 이해할 수 있다

(Lakoff & Johnson, 1980, 2003). Núñez(2000)에 의하

면, 언어적 표현에 따라 학생들의 개념 구조를 연구하

는 것은 수학 학습에 방해가 되는 어려움, 동기 부족,

불안 등의 근원을 밝혀 줄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내부 표현 체계 중 은유의 심리적 역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은유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은유적 언

어능력에 대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수학 문제

해결 활동에서 불안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의적 요소가

나타나게 되더라도 메타정의(meta-affect)가 긍정적으

로 작용하게 되면, 이 부정적인 정의적 요소가 오히려

문제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메타정의는 문제해결 활동의 정의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DeBellis & Goldin,

2006).

이상에서 살펴본 문제해결 과정에 나타나는 은유적

표현과 메타정의의 특성에 근거한 언어의 은유적 표현

에 대한 연구는 학생들의 내부적 표현 체계 중 정의적

표현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메타정의의 작용

기능의 특성을 밝히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은유에 대한 선행 연구들(Lakoff & Johnson,

1980; Lakoff & Núñez, 2000)은 주로 은유에 인지적으

로 접근하여 은유를 인간 사고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보며, 은유가 단순 발화가 아닌 개념들을 연결시킨다

고 주장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능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메타정의적 능력 역시 높은 수학 영재아

(도주원ㆍ백석윤, 2019)의 문제해결 프로토콜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관점과 메타정의적 관점에서 분석을 통

해 문제해결 과정에 나타나는 텍스트 및 은유의 기능

적 특성과 메타정의의 기능적 특성 사이의 관계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문제해결 활동의 인지언어학적 분석

가. 텍스트의 구조와 기능

Brinker(1992)에 의하면, 텍스트는 언어적 단위이자

통보적 단위이다. 텍스트의 구조는 텍스트의 직접적인

구성 성분인 문장이나 명제들 사이에 성립하는 텍스트

의 내적 관계, 곧 텍스트의 응집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들의 조직망으로 볼 수 있다. 문법적 관점에서는

문장을 텍스트의 핵심적인 구조 단위로 간주한다. 텍

스트를 문장으로 분할하기 위해서는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와 같은 구두점에 근거하여 구분할 수 있다. 하

지만 종종 문장부호가 주관적으로 사용되거나 전혀 사

용되지 않는 담화나 프로토콜도 있다. 따라서 텍스트

의 구두점은 일반적으로 문장을 구분하여 나타내기보

다는 언어 생산자가 자신의 텍스트를 어떻게 분할하여

전달하려 했느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

서 인지언어학적 측면에서는 우선적으로 문법적 관점

에서 텍스트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ʻ텍스트의 기능ʼ은 잠정적으로 특정 텍스트가 통보과
정에서 얻게 되는 내포의미(진의)나 통보상황의 범주

에서 실현되는 목적이라고 정의된다(Brinker, 1992).

Bŭhler(1934)는 언어 생산자가 언어를 도구 삼아 수용

자와 의사소통한다고 보았다. 즉, 언어적 기호는 현실

의 객체와 사태의 ʻ상징ʼ으로서, 생산자의 내면성의 ʻ징
후ʼ로서, 생산자가 수용자에게 호소하는 ʻ신호ʼ로서 기

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Gŭlich & Raible(1975)은

Bŭhler(1934)의 텍스트 기능의 구분을 ʻ표현기능ʼ, ʻ서술
기능ʼ, ʻ호소기능ʼ으로 구분하였다. Searle(1975)는 사례

를 서술하는 ʻ제시행위ʼ, 청자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
도록 하는 ʻ지시행위ʼ, 화자가 앞으로의 행위에 대해 책
임을 지고 일정한 행동을 결심하는 ʻ위임행위ʼ, 명제에
표명된 사례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입장을 표현하는 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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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표행위ʼ,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명제내용과 현실이 일
치하게 되는 ʻ선언행위ʼ로 구분하였다. Brinker(1992)는

Gŭlich & Raible, 그리고 Searle의 텍스트 기능을 참고

하여, 생산자는 수용자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싶어 하

는, 즉 무언가를 제보하려고 하는 ʼ제보기능ʼ, 생산자는
어떤 사실에 대해 일정한 입장을 받아들이고/거나, 일

정한 행위를 수행하도록 수용자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ʻ호소기능ʼ, 수용자가 일정한 행위를 수행할 의무

가 있음을 알리는 ʻ책무기능ʼ, 생산자는 자신이 문제 삼
고 있는 것이 수용자와의 개인적인 관계, 특히 개인적

인 접촉을 만들고 유지하려는 ʻ접촉기능ʼ, 생산자는 수

용자에게 주어진 텍스트가 새로운 현실을 조성하고 있

으며, 텍스트의 성공적인 발화가 일정한 사실을 도입

하려고 하는 ʻ선언기능ʼ으로 범주화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범주화의 방법으로 여러 문장으로 구성된 텍스트

의 기능에 대한 파악은 해당 텍스트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실현되는 목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

을 것이다.

나. 은유와 은유의 기능

은유는 언어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개별 낱말

및 담화와 관련이 있다. 은유는 낱말 형성과 낱말 의

미의 기본 과정으로, 개념과 의미는 은유를 통해 어휘

화되고 낱말을 통해 표현된다. 은유는 설명, 해명, 기

술, 표현, 평가, 유희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구어

와 문어에서 은유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은유를 통

해 해당 객체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Lakoff & Johnson, 1980, 2003). 즉, 은유는 일종의 이

해 방식으로서, 어떻게 객체를 보고 그 실제를 인식하

는지와 같은 객체를 보는 관점이나 방식이기 때문이다

(Schön, 1979).

Lakoff & Johnson(1980)은 은유가 일상생활에 만연

되어 있으며 언어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구조 짓기도 한다는 점을 밝혔다. Lakoff &

Johnson(1999)은 인간의 마음이 육체적 경험을 바탕으

로 조직될 뿐만 아니라 개념 체계를 매체로 육체와 주

변 환경의 공통성에서 유래된다고 보았다. 즉, 육체적

경험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 의미와 추상적 의미 사이

를 은유적 고리로 연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서적

경험은 공간적인 지각 경험만큼 기본적이지만, 육체적

활동의 관점에서는 덜 명확하게 묘사된다. 공간을 명

확히 묘사하는 개념 구조는 지각 운동 기능으로부터

나타나지만, 정서를 명확히 규정하는 개념 구조는 단

지 정서적 기능에서만 나타나지는 않는다. 감정과 감

각 운동 경험 사이에는 체계적인 상관성이 있다. 은유

를 통해 감정을 보다 명확히 규정된 용어로 개념화할

수 있으며, 그 감정을 다른 개념들에 연결할 수 있다.

은유를 사용함으로써 직접적이고 자구적인 언어의 사

용보다 암시와 함축을 통해 보다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다. 하지만 은유가 구체적이고 역동적으로 보여도

의미는 부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부

정확함, 즉 불분명함 때문에 은유는 감정, 평가, 설명을

제시할 때 강력한 도구가 된다(Lakoff & Johnson,

1980, 2003). 따라서 Lakoff & Núñez(2000)는 수학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수학적 본질이 보편적이고 객관적

이며 인간의 마음과는 무관하다고 가정하고 있다는 점

에서 ʻ마음과 무관한 수학ʼ이라고 규정하였다. 반면에,

수학이 수학답게 되는 것은 의미 있는 수학적 아이디

어라고 강조하며 ʻ마음에 기반한 수학ʼ이 의미 있는 수
학임을 주장하였다.

은유와 관련된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육적 은유는

학교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의도적인 은유로 특정

교수 상황에서 유용하도록 비유, 교구, 상황을 통한 활

동, Dienes 자료나 퀴즈네어 색 막대, 수나 도형의 그

림 표현 등과 같은 Fischbein의 수학 외적인 유추모델

등의 도입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이승우ㆍ우정호,

2002). 주미경과 권오남(2003)은 대학생들이 미분방정

식을 학습할 때 ʻ기계은유ʼ와 ʻ가상적 운동 은유ʼ를 사

용함을 밝혔다. 김상미(2005)는 수업에서 교사의 의도

적인 은유는 교사가 갖고 있는 수학적 이해와 학생에

대한 이해를 드러내며, 수학 수업의 이해를 위한 중요

한 단서가 됨을 파악하였다. 김상미와 신인선(2007)은

교사가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은유가 학생들의 개념

이미지 형성에 결정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도형의 은유를 통하여 자신이 추구하는 도덕성 즉, 수

학적 정서와 관련짓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처럼 수

학 수업에서 은유는 학생들의 수학 개념 형성에 기여

하고 있으므로, 학생이 사용하는 특정 수학 개념에 대

한 은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해당 개념 형성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게 되며, 해당 개념 지도에 있어

서 유용한 교수학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김지연(2011)에 따르면, 학생들은 수학적 개념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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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거나 문제해결 시 은유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은유는 익숙하지 않은 개념을 친숙한 개념이나 경험의

범주 안에서 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기

능을 수행한다. 또한 정교화 기능을 통하여 수학적 지

식들을 서로 통합하여 학습자가 그것을 내면화할 수

있게 하여 수학적 연결성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개념과 관련된 정보들을 표현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수학적 개념을 표현하는 활동이나

문제해결의 표현 활동의 지도 방안으로 은유를 활용할

수 있다. 즉, 인지적 표현 개념은 학생들이 수학적 아

이디어에서 가질 수 있는 장애 요인을 이해하도록 돕

는다. 장기적인 인지 장애 요인과 관련된 정서 장애

요인은 표현의 내부 체계와 관련되어 나타나게 된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특정 표현으로 인해 장애 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장애 요인에 대한 설명과

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한 표현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다. 표현의 새로운 내부 체계는 일반적으로 기존 체

계를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지므로(Goldin & kaput,

1996), 내부 표현 체계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는 이에 수반되는 행동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즉, 학

생들의 외적 표현과 구조화된 수학적 활동의 효과를

이해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수학을 가르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학을 가르칠 때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들

의 강력하고 유연한 내적 표현 체계를 발전시키는 것

으로 이러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외적 표

현 체계가 필요하며, 이러한 체계로 은유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문제해결 활동의 메타정의적 분석

가. 표현 체계

표현은 일반적으로 자신과는 다른 객체를 통하여

나타내거나 표시 또는 상징하는 방식이다.

Goldin(2009)에 따르면, 표현의 방식은 상황이나 용도

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으며, 주체와 객체 사이의 표

현 관계는 일반적으로 양방향 관계이다. 수학 학습과

문제해결 과정에서 학생들은 정보를 말로 처리하거나

정신적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조작하여 표현하게 된다.

이때 내적 표현은 외적 형상을 상징하거나 그 외적 형

상의 의미를 다른 내적 형상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수학 학습과 문제해결을 하는 동안 상호작용하는 내적

인지 표현 체계는 일상 언어, 시각-공간적, 촉각-운동

감각적, 음성-운율의 표현에 대한 상징화의 체계이며,

형식적인 표현 체계, 발견적 교수 계획과 실행 통제의

체계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내적 표현 체계는 의사소

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Krutetskii(1976)에 따르면, 정서는 수학을 포함한

모든 활동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어, 창조의 기쁨과 만족감, 그리고 인간의 정

신적 기능을 높이는 과정에서의 정서적 즐거움은 그

효율성을 제고하며 난관을 극복하게 해준다. 따라서

영재아들은 일반적으로 수학 문제해결 활동에 대하여

깊은 정의적 관심을 나타내며, 새로운 성취감과 함께

진정한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이처럼 정서적 요소는

수학적 능력 개발을 위한 맥락을 제공하지만, 그 능력

자체는 정서적이 아니라 오히려 인지적이다. 이러한

정서를 포함한 정의적 요소는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나타나는 감정적인 느낌의 변화인 국소적 정의를 포함

하며, 국소적 정의에 대한 맥락을 설정하고 국소적 정

의가 도달하게 되는 보다 안정적이고 정의적인 구조인

포괄적 정의를 포함한다(Goldin, 2009).

Goldin(2009)에 의하면 표현으로서의 정의는 인지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즉, 정의는 가치, 신념, 태

도, 정서적인 느낌 관련 경로를 통합하며, 억양, 표정,

신체 언어 등을 통해 의사소통 체계를 구성한다. 간혹

그 표현 체계가 모호할 때도 있으나, 개인적, 사회적

상호 작용 과정에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또한 정의는

수학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부여하거나 위

축시킬 수도 있다. 정의의 강화는 문제해결 활동에 필

요한 인내심을 높이고, 위기 극복, 또는 새로운 내적,

외적 표현을 통하여 문제제기를 하거나 해결 계획을

개선하는 데 자극제 역할을 한다. 반면에, 정의의 약화

는 문제해결 활동의 수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이

해를 차단하거나 인지할 수 없게 만들고, 수학 불안

및 공포와 관련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의적 경로와 역량의 복잡한 관계망을 구성하

고, 수학적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거나 낮추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전달한다.

나. 정의적 경로

정의적인 경로는 국소적 정의가 반복되는 순서나

규칙성과 관련 있으며(Goldin, 2000), 창의적인 수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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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과 긴밀하게 상호작용한다. 사고의 방식이나 특징

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변화하고, 전반적으로 고

착화된 개인적인 감정에 대한 내적 상황인 신념처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의적 구성 개념과 관련한 포괄

적 정의, 예를 들어 ʻ수학을 사랑한다.ʼ 또는 ʻ수학 불안ʼ 
등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반면에 국소적 정의는 수

학적 활동에의 참여 과정에 개인적 또는 교류적 상황

에 접하면서 수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감정의 빠른

변화와 관련된다. 예를 들어, 비정형적인 수학 문제를

해결할 때 먼저 호기심을 느끼고 당황하게 되고 이어

서 좌절감을 느끼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Goldin, 2009).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수학 학습이나 문제해결 상황

에서 당황이나 좌절과 같은 부정적인 국소적 정의를

갖게 되거나 이러한 부정적인 국소적 정의가 되풀이

되면서 고착된 불안과 같은 포괄적 정의를 갖게 되면

성공적이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여기에 긍정적인 메타정의가 작용하여 정의를 강화하

게 되면 부정적인 정의가 오히려 성공적인 결과를 이

끌게 된다. 따라서 메타정의는 정의적 요소를 중심으

로 인지적, 정의적 요소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기

반 하므로(DeBellis & Goldin, 2006; Malmivuori, 2001;

Moscucci, 2010), 가장 중요한 정의적 요소로 간주된

다. 이러한 작용 특성을 고려할 때 메타정의를 수학

문제해결 과정에서 문제해결자에게 발현하는 정의적

요소들 사이 또는 인지적, 정의적 요소들 사이의 상호

작용에 대한 자각(awareness)(도주원, 2018)으로 정의

(定義)할 수 있다. 메타정의가 메타적으로 작용하는 기

능들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전략을 구

상하는 ʻ계획ʼ, 자신의 문제해결 활동에 나타나는 인지

적, 정의적 현상에 대해 자각하고 이를 통제, 조절, 관

리하는 ʻ관리ʼ, 자신의 문제해결 과정에 나타나는 특정

인지적, 정의적 현상에 대해 스스로 감시하는 ʻ모니터
링ʼ, 문제해결과 관련한 문제해결자 자신의 문제해결력
에 대한 사정(査定)과 자신의 문제해결 과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ʻ평가ʼ, 문제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해결자의 인지적, 정의적 현상에 대하여

정의적 요소와 결부된 감정적 확신이나 견해와 같은 ʻ
신념ʼ, 반복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정서적 경험이 누

적되고, 발전적으로 형성되어 선호도 등의 메타적 반

응으로 작용하는 ʻ태도ʼ 유형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도
주원, 2018).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능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메

타정의적 능력 역시 높은 수학 영재아(도주원ㆍ백석윤,

2019)의 문제해결 과정에 나타나는 텍스트 및 은유의

기능적 특성과 메타정의의 기능적 특성 사이의 관계성

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서울 소재의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의 초등학교 4∼6학년 수학 영재아 20명을

대상으로 임의로 2인 1조의 10개의 소집단을 구성하여,

[표 1]의 수학 문제를 협업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였다.

이 문제는 수학 영재아의 메타정의적 특성을 파악한

도주원과 백석윤(2019)의 연구에서 개발하여 적용한

문제로, 교사의 지도 없이 한 쌍의 영재아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통해 상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정하

였다. 이들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하며 갖게 되는 생각

이나 느낌을 모두 말로 표현하도록 사전 교육하였고,

문제해결 시간은 30분으로 설정하였다.

적용

문제

여섯 자리의 자연수가 있습니다. 이 자

연수의 앞에 세 자리와 뒤에 세 자리의

숫자를 이용하여 두 개의 세 자리 수로

만들었습니다. 이 두 수를 더한 합을 제

곱하면 다시 처음 여섯 자리 수와 같게

된다고 할 때, 처음 여섯 자리 수의 각

자리 숫자를 합한 값은 얼마입니까?

[표 1] 적용문제(도주원ㆍ백석윤, 2019, p.63)

[Table 1] Application issues(Do & Paik, 2019, p.63)

문제해결 결과 메타정의를 포함하면서 해결을 완수

한 사례 9가지 중 문제해결의 성공 여부에 따라 가장

많은 메타정의가 나타난 사례를 각각 의도적으로 표집

(Yin, 2016)하여 분석할 사례로 선정하였다. 이 두 사

례의 경우 모두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해결 결과이

었다. 본 연구는 문제해결 활동 프로토콜에 나타나는

인지언어학과 메타정의의 측면에서의 관계적 특성을

비교분석한 것으로, 두 소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개인

적 배경이나 성향은 변인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두 사례의 프로토콜에 대하여 텍스트의 기능별 빈

도 분석과 은유의 기능별 빈도 분석을 실시하여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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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은유의 기능별로 메타적

기능 유형의 빈도 분석을 실시하여 은유의 기능과 메

타적 기능 유형 사이의 관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

수학 영재아의 소집단 협업적 문제해결 과정은 노

트북을 활용하여 녹화하였으며, 학생들이 기록한 문제

해결 활동 자료를 수집하였다. 문제해결 활동은 두 사

람 중 한 사람만 기록하도록 제한을 두었다. 녹화한

동영상 자료는 문제해결 활동 기록 자료를 참고하여

말, 행동, 표정 등의 모든 행위를 전사하여 프로토콜을

작성하였다.

[표 2] 텍스트의 기능 유형 분류 기준

[Table 2] Classification criteria for the function

types of text

유형 분류 기준

제보
“A는 B이다.”, “∼하게 하래.” 등의 발언이

포함된 텍스트(지식을 전달하는 내용)

호소

“∼게 해야 할 것 같아.”, “∼하자.” 등의

발언이 포함된 텍스트(어떤 사실에 대해 일

정한 입장을 받아들이도록, 또는 일정한 행

위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

책무

“∼게 해야 해.” 등의 발언이 포함된 텍스

트(일정한 행위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을 알

리는 내용)

접촉

“너도 ∼이지?”, “너 그거 알아?” 등의 발

언이 포함된 텍스트(개인적인 관계나 개인

적인 접촉을 만들고 유지하려는 내용)

선언

“∼하면 돼.” 등의 발언이 포함된 텍스트

(성공적인 발화가 일정한 사실을 도입하려

고 하는 내용)

프로토콜은 일련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맥락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면서 문제해결력이 작용하는 부분적인

각 과정 단위를 지칭하는 에피소드(Schoenfeld, 1985)

에 따라 텍스트로 구분하였다. 텍스트의 기능을 파악

하기 위하여 텍스트를 구성하는 문장을 기본적인 핵심

구조로 간주하였다. 각 텍스트는 Brinker(1992)가 텍스

트의 기능으로 제시한 ʻ제보ʼ, ʻ호소ʼ, ʻ책무ʼ, ʻ접촉ʼ, ʻ선언ʼ 

기능 등을 참고하여 [표 2]와 같이 분류ㆍ분석하였다.

또한 각 텍스트에 포함된 은유의 기능은 김지연

(2011)이 구분하여 제시한 ʻ설명적ʼ, ʻ정교화ʼ, ʻ표현적ʼ 
기능을 참고하여 [표 3] 과 같이 분류ㆍ분석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였다.

[표 3] 은유의 기능 유형 분류 기준

[Table 3] Classification criteria for the function

types of metaphor

유형 분류 기준

설명적

기능

“틈이 두 개.”, “노가다 하겠습니다.” 등

의 발언이 포함된 은유(익숙하지 않은 개

념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친숙한

개념이나 경험의 범주 안에서 설명)

정교화

기능

“이건 당연히 설득될 수밖에 없어.“ 등의

발언이 포함된 은유(수학적 지식들을 서

로 통합하여 학습자가 내면화할 수 있도

록 수학적 연결성 강화)

표현적

기능

"이 문제는 뭔가 만만해 보여. 딱 봤을

때" 등의 발언이 포함된 은유(개념과 관

련된 정보들 표현)

은유의 기능과 메타정의의 메타적 기능 사이의 관

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프로토콜에 제시된 은유

를 포함한 문장을 ʻ인지적 요소ʼ, ʻ정의적 요소ʼ, ʻ융합적
요소ʼ로 분류ㆍ분석하였다. 정의적 요소는 DeBellis &

Goldin(1997)이 메타정의의 기반으로 제시한 정서, 태

도, 신념, 가치로 분류ㆍ분석하였다. 정의적 요소를 내

포한 인지적 요소는 융합적 요소로 분류한 후 정의적

요소로 간주하여 분석하였다. 은유를 포함한 핵심 정

의적 요소를 중심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그 전후

의 인지적, 정의적 요소의 연쇄인 메타정의를 분석 단

위로 설정하였다. 각 메타정의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도주원(2018)의 연구에서 메타정의의 메타적 기

능 유형으로 설정한 ʻ계획ʼ, ʻ관리ʼ, ʻ모니터링ʼ, ʻ평가ʼ, ʻ신
념ʼ, ʻ태도ʼ 유형을 분석도구로 사용하였다.
문제해결 성공 여부에 따른 각각의 프로토콜에 나

타나는 텍스트나 은유, 메타정의의 개수가 서로 다르

므로 그 기능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기능별 출

현 비율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류 기준에

따라 연구자 개인이 3회 반복하여 분류하고 2인의 공



인지언어 및 메타정의의 관점에서 수학 영재아의 문제해결 프로토콜 분석 229

텍스트의 기능

문제해결 성공여부
제보 호소 책무 접촉 선언 합계

성공적인
빈도(회) 25 8 4 8 4 49

비율(%) 51.02 16.33 8.16 16.33 8.16 100.00

성공적이지

못한

빈도(회) 19 22 5 10 9 65

비율(%) 29.23 33.85 7.69 15.38 13.85 100.00

[표 5] 수학 영재아의 문제해결 성공 여부별 텍스트 기능별 출현 비율

[Table 5] Percentage of text function by problem-solving success of mathematical gifted children

동 연구자 상호 간 교차검토 후 논의하여 최종 분류하

였다.

[표 4] 메타정의의 메타적 기능 유형 분류 기준(도

주원, 2018, p.97)

[Table 4] Classification criteria for meta-functional

types of the meta-affect(Do, 2018, p.97)

유형 분류 기준

계획
“∼하는 방법은 어때.” 등의 발언이 포함된

연쇄(문제해결 전략 및 방법 고안)

관리

“∼하지 마.”, “잠깐만, ∼게 해야 해.” 등의

발언이 포함된 연쇄(동료의 행위 또는 사고

의 진행 통제, 조절 및 관리)

모니

터링

“왜 이렇게 생각했지?” 등의 발언이 포함된

연쇄(문제 또는 동료의 행위의 인지적, 정

의적 현상에 대한 감시 및 관찰)

평가

“∼이 잘못되었어.” 등의 발언이 포함된 연

쇄(문제, 문제해결 과정, 동료의 행위 등에

대한 판단, 사정(査定), 평가)

신념

“나는 ∼는 잘못해.” “이런 문제는 ∼게 해

야 해.” 등의 발언이 포함된 연쇄(문제해결

과 관련된 인지적, 정의적 현상에의 확신

및 견해)

태도

“∼한 태도로 문제를 해결해야 해.” 등의

발언이 포함된 연쇄(문제해결에 참여하는

태도 및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문제해결

태도)

Ⅳ. 연구 결과 및 논의

1. 문제해결 성공 여부에 따라 사용된 텍스트의

기능적 특성

수학 영재아의 문제해결 프로토콜을 에피소드에 따

라 텍스트로 분류하였다. 문제해결의 성공 여부에 따

라 에피소드별로 분류한 각 텍스트의 기능별 출현 비

율은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성공적인 문제해결 프로토콜에 사용된 텍스트의 기

능은 “뭔가 이것하고 관련이 있어.”, “b가 0이 되어 버

렸네.” 등의 발화와 같이 생산자가 수용자에게 지식을

전달, 즉 제보하는 ʻ제보기능’이 51.02%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의 제곱 곱하기 11이지? …되는 숫자가 없

는데?”, “근데 이게 a하고 b하고 같다는 게 말이 안

돼.” 등의 발화와 같이 생산자가 어떤 사실에 대해 일

정한 입장을 받아들여 일정한 행위를 수행하도록 수용

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ʻ호소기능ʼ과 “파이팅, 파이팅”,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등의 발화와 같이 생산자가

자신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수용자와의 개인적인 관

계, 특히 개인적인 접촉을 만들고 유지하는 ʻ접촉기능ʼ
이 각각 16.33%씩 나타났다. 또한 “오케이 그럼 다시

한 번 해보자.”, “계속해야 될 것 같아.” 등의 발화와

같이 수용자가 일정한 행위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을

이해시키는 ʻ책무기능ʼ과 “그러면 처음 그게 제곱수겠

네..”, “4분의 101이라는 결론.…” 등의 발화와 같이 생

산자가 수용자에게 주어진 텍스트가 새로운 현실을 창

안하여 텍스트의 성공적인 발화가 일정한 사실을 도입

하는 ʻ선언기능ʼ이 각각 8.16%씩 나타났다.
반면에 성공적이지 못한 문제해결 프로토콜에 사용

된 텍스트의 기능은 ʻ호소기능ʼ(33.85%)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어서 ʻ제보기능ʼ 29.23%, ʻ접촉기능ʼ 
15.38%, ʻ선언기능ʼ 13.85%, ʻ책무기능ʼ 7.69% 순으로 나
타났다.

이를 통해 수학 영재아의 문제해결 프로토콜에 사

용된 텍스트의 기능 중 ʻ책무기능ʼ과 ʻ접촉기능ʼ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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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유의 기능

문제해결 성공여부
설명적 정교화 표현적 합계

성공적인
빈도(회) 18 7 17 42

비율(%) 42.86 16.67 40.48 100.00

성공적이지

못한

빈도(회) 39 7 63 110

비율(%) 35.45 6.36 58.18 100.00

[표 6] 수학 영재아의 문제해결 성공 여부별 은유의 기능별 출현 비율

[Table 6] Percentage of metaphor functions by problem-solving success of mathematical gifted children

해결의 성공 여부에 따라 별 차이 없이 유사한 빈도로

나타났다. 주어진 문제해결을 수행하고자 하는 ʻ책무기
능ʼ이 문제해결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적은 빈
도로 나타났다.

한편, 성공적인 문제해결 프로토콜에 사용된 텍스트

의 기능은 ʻ제보기능ʼ이, 성공적이지 못한 문제해결 프

로토콜에 사용된 텍스트의 기능은 ʻ호소기능ʼ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 수학 영재아의 성공적인 문제해결은

텍스트의 기능 중 ʻ제보기능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이는 Clark(1988)이 제시한 수학 영재아의 인지

적 특성 중 ʻ많은 양의 정보 보유ʼ, ʻ고차원적 이해ʼ 등
이 성공적인 문제해결 활동의 경우 보다 활성화 되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수학적 지식을 이야기하는 ʻ
제보기능ʼ으로 나타나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수학 영재아의 성공적인 문제해결 활동에서는 자신의

수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

는 수학 영재아의 특성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성공적이지 못한 문제해결 프로토콜의 경우

Renzulli & Reis(1997)가 언급한 ʻ과제 집착력ʼ이나
Clark(1988)이 영재아의 인지적 특성으로 제시한 ʻ불굴
의 목표 지향적 행동ʼ과 같은 특성이 반영되어 협업적
문제해결 상황에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동료에게 문제해결 전략을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이 찾아내지 못한 문제해결 전략을 찾아보

도록 요청하는 ‘호소기능’이 주로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문제해결 성공 여부에 따라 사용된 은유의

기능적 특성

수학 영재아의 문제해결 프로토콜에 사용된 텍스트

당 은유의 출현 빈도는 성공적인 문제해결 프로토콜의

경우 0.86회, 성공적이지 못한 문제해결 프로토콜의 경

우 1.69회로 성공적이지 못한 문제해결 프로토콜에서

성공적인 문제해결 프로토콜에 비해 약 두 배 정도 많

이 나타났다. 이는 수학 영재아는 문제해결 활동 시

자신의 문제해결 활동이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될

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집착력

(Renzulli & Reis, 1997), 즉 자신에게 부여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불굴의 목표 지향적 행동

(Clark, 1988) 특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문

제해결을 위한 해결 전략이나 방법을 찾기 위해서 또

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 지식을 주어진 문제와

관련짓거나 해석하고자 외적 표현 체계로서의 은유를

사용하는 행위가 보다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수학 영재아의 문제해결 프로토콜에 사용된 텍스트

에 포함된 은유의 기능별 출현 비율은 [표 6]에 제시

된 바와 같다. 성공적인 문제해결 프로토콜에 사용된

은유의 기능은 “노가다면 못해.”, “이거 너무 어려운

데… 찍어보자.” 등의 발화와 같은 익숙하지 않은 개념

을 친숙한 개념이나 경험의 범주 안에서 학생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ʻ설명적 기능ʼ(42.86%)과 “a

이퀄 b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얘를 나누겠다는 뜻

이야.” 등의 발화와 같은 어떤 개념과 관련된 정보를

표현하는 ʻ표현적 기능ʼ(40.48%)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성공적이지 못한 문제해결 프로토콜에 사용된 은유의

기능은 ʻ표현적 기능ʼ(58.18%)과 ʻ설명적 기능ʼ(35.45%)
이 주로 나타났다. 반면에 문제해결의 성공 여부와 관

계없이 은유의 세 가지 기능 중 “그럼 이걸 b로 묶어

봐. b로 묶어.”, “근데 이게 a하고 b하고 같다는 게 말

이 안 돼.” 등의 발화와 같은 수학적 지식들을 서로 통

합하여 학습자가 내면화할 수 있도록 수학적 연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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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정의의 메타적

기능 유형

문제해결 성공여부에

따른 은유의 기능

계획 관리
모니

터링
평가 신념 태도 합계

성공적인

문제해결

설명적 기능 0 0 8.33 33.35 8.33 8.33 58.34

정교화 기능 0 0 0 0 8.33 0 8.33

표현적 기능 0 0 0 8.33 0 25.00 33.33

합계 0 0 8.33 41.68 16.66 33.33 100.00

성공적이지

못한

문제해결

설명적 기능 5.17 5.17 1.72 5.17 0 10.36 27.59

정교화 기능 0 1.72 0 0 1.72 0 3.44

표현적 기능 0 6.90 22.41 17.24 6.90 15.52 68.97

합계 5.17 13.79 24.13 22.41 8.62 25.88 100.00

[표 7] 수학 영재아의 문제해결 성공 여부별 메타정의에 포함된 은유의 기능별 메타정의의 메타적 기능 유형별

출현 비율

[Table 7] Percentage of meta-functions of meta-affect of metaphor function included in meta-affect by

problem-solving success of mathematical gifted children

강화하는 ʻ정교화 기능ʼ(6.36%)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수학 영재아의 성공적인 문제해결 프로토콜에서 사

용된 은유의 기능은 특히 익숙하지 않은 개념을 친숙

한 개념이나 경험의 범주 안에서 동료 학습자가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ʻ설명적 기능ʼ으로 작용한 경우
가 많았다. 이러한 친밀한 수학적 교류의 경험은 학습

자의 지식과 수학적 내용을 연결해 준다(DeBellis,

1998; DeBellis & Goldin, 2006). 따라서 수학 영재아의

성공적인 문제해결 프로토콜의 경우 주어진 문제를 해

결할 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을 자신이 친밀하게 여기

고 있는 친숙한 개념이나 경험을 이용하여 설명하는

은유가 보다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수학 영재아의 성공적이지 못한 문제해결 프로토콜

에서 사용된 은유의 기능은 성공적인 문제해결 프로토

콜에 비해 하나의 개념과 관련된 정보들을 표현하는 ʻ
표현적 기능ʼ이 보다 많이 나타났다. 수학 영재아는 주
어진 문제의 해결이 잘 되지 않는 경우 식, 그림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며 해결 전략을 찾는 특성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수학 영재아의 성공적인 문제해결 프로토콜의

경우 성공적이지 못한 문제해결 프로토콜에 비해 어떠

한 개념을 친숙한 개념이나 경험의 범주 안에서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ʻ설명적 기능ʼ과 수학적 지식

들을 서로 통합하여 이를 내면화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학적 연결성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ʻ정교화 기
능ʼ이 각각 약 10%정도 더 많이 나타났다. 이는 은유

의 기능 중 ʻ설명적 기능ʼ과 ʻ정교화 기능ʼ이 성공적인

문제해결 프로토콜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3. 문제해결 성공 여부에 따라 사용된 은유와

메타정의의 기능면에서의 관계성

은유가 메타정의에 포함되어 메타적 기능으로 작용

한 경우는 성공적인 문제해결 프로토콜의 경우 42개의

은유 중 12개로 28.57%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성공적

이지 못한 문제해결 프로토콜의 경우 110개의 은유 중

58개로 52.72%의 비율로 나타났다. 수학 영재아의 문

제해결 프로토콜에 사용된 은유 중 메타정의에 포함되

는 은유 역시 앞 절에서 살펴본 은유와 마찬가지로 성

공적이지 못한 문제해결 프로토콜의 경우 성공적인 문

제해결 프로토콜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이 많이 나타

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수학 영재아의 성공적이지 못

한 문제해결 프로토콜에 사용되는 은유에는 수학 영재

아의 인지적, 정의적 특성들이 반영되어 나타나며, 또

한 인간의 정의가 인지 체계와 정보를 교환하는 내부

표현 체계로서 기능하므로(Goldin, 2006), 인지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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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소들의 상호 작용에 기반한 메타정의가 보다 빈

번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학 영재아의 문제해결 성공 여부별로 메타정의에

포함된 은유의 기능별 메타정의의 메타적 기능 유형별

출현 비율은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수학 영재아

의 성공적인 문제해결 프로토콜에서 사용된 은유 중

메타정의에 포함된 은유의 기능 역시 ʻ설명적 기능

(58.34%)ʼ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주어진 문제에 포함

된 익숙하지 않은 개념을 자신에게 친숙한 개념이나

친밀한 경험을 활용하여 설명하는 ʻ설명적 기능ʼ은 메

타정의적 속성을 지닌 친밀감(도주원, 2018)과 관련되

어 나타나는 은유의 기능이다. 이러한 친밀감은 개인

의 수학과의 관계를 둘러싼 정의로 특징지을 수 있다

(Goldin, 2007).

수학 영재아의 성공적인 문제해결 프로토콜의 경우

은유가 포함된 메타정의는 주로 “(얼굴을 찡그리며)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와 같이 문제, 문제해결 과

정, 동료의 행위 등에 대한 판단, 사정, 평가의 기능을

하는 ʻ평가(41.68%)ʼ, “아쉽습니다.”와 같이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태도 및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문제해결

태도의 기능을 하는 ʻ태도(33.33%)ʼ, “내용을 솔직하게

정리하는 게 인수분해야.”와 같이 문제해결과 관련된

인지적, 정의적 현상에의 확신 및 견해의 기능을 하는

ʻ신념(16.66%)ʼ 유형의 메타적 기능 순으로 작용하는

특징을 나타냈다. 이는 수학 영재아의 정의적 특성 중

ʻ자신과 타인을 향한 평가적 접근ʼ(Clark, 1988)과 관련
하여 나타나는 특성으로, 문제해결의 성공 여부와 관

계없이 수학 영재아의 메타정의가 문제해결 활동에 문

제, 문제해결 전략, 자신과 동료의 문제해결 활동에 대

한 ʻ평가ʼ의 메타적 기능 유형으로 활발하게 작용한다

는 연구결과(도주원ㆍ백석윤, 2019)와도 관련되어 나타

나는 특성이다.

수학 영재아의 성공적인 문제해결 프로토콜의 경우

가장 많이 나타난 ʻ설명적 기능ʼ으로 작용한 은유가 포
함된 메타정의(58.34%)는 주로 이러한 ʻ평가ʼ 유형의
메타적 기능(33.35%)으로 작용했다. 이를 통해 수학 영

재아의 성공적인 문제해결 프로토콜에 사용된 은유는

자신의 문제해결 행위나 문제와 관련된 개념에 대하여

평가를 한 후 이를 자신과 친숙한 개념이나 경험의 범

주 안에서 동료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

는 ʻ설명적 기능ʼ으로 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ʻ

표현적 기능ʼ으로 작용한 은유가 포함된 메타정의

(33.33%)는 주로 ʻ태도ʼ 유형의 메타적 기능(25.00%)으

로 작용했다. 따라서 수학 영재아의 성공적인 문제해

결 프로토콜에서 사용된 은유는 문제해결자인 수학 영

재아의 태도가 반영되어 주어진 문제에 제시된 정보들

을 표현하는 ʻ표현적 기능ʼ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빈번

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ʻ정교화 기능ʼ(8.33%)으로
작용한 은유가 포함된 메타정의는 ʻ신념ʼ(8.33%) 유형
의 메타적 기능으로 작용했다. 수학 영재아의 성공적

인 문제해결 프로토콜에 사용된 은유에는 학습자의 신

념이 반영되어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신념에 기반하

여 수학적 지식들을 서로 통합하여 내면화하는 ʻ정교화
기능ʼ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수학 영재아의 성공적이

지 못한 문제해결 프로토콜에 사용된 은유 중 메타정

의에 포함된 은유의 기능은 ʻ표현적 기능(68.97%)ʼ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이어서 ʻ설명적 기능(27.59%)ʼ, ʻ
정교화 기능(3.44%)ʼ 순으로 나타나 성공적인 문제해결
프로토콜의 경우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수학 영재아의 성공적이지 못한 문제해결 프로토콜

의 경우에는 은유가 포함된 메타정의가 “어쨌든 저희

는 위대한 찍기를 할 것인데요.”와 같이 문제해결에 참

여하는 태도 및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문제해결 태

도의 기능을 하는 ʻ태도(25.88%)ʼ, “아∼ 내가 뭔 짓을

한 거지?”와 같이 문제 또는 동료의 행위의 인지적, 정

의적 현상에 대한 감시 및 관찰의 기능을 하는 ‘모니

터링(24.13%)ʼ, “진짜 어렵다.”와 같이 문제, 문제해결

과정, 동료의 행위 등에 대한 판단, 사정, 평가의 기능

을 하는 ʻ평가(22.41%)ʼ, “그럼 다시 한 번 해보자.”와

같이 동료의 행위 또는 사고의 진행 통제, 조절 및 관

리 기능을 하는 ʻ관리(13.79%)ʼ 유형의 메타적 기능 순
으로 작용했다. 특히, “그냥 노가다로 해결하자.”와 같

이 문제해결 전략 및 방법 고안 기능을 하는 계획

(5.16%)ʼ 유형의 메타적 기능은 성공적이지 못한 문제

해결의 경우에서만 나타났다. 이는 수학 영재아의 특

성 중 ʻ과제 집착력ʼ(Renzulli & Reis, 1997), ʻ비상한 집
중력ʼ, ʻ불굴의 목표 지향적 행동ʼ, ʻ완벽주의ʼ 등의 인지
적, 정의적 특성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특징으로, 수학

영재아의 성공적이지 못한 문제해결 프로토콜의 경우 ʻ
태도ʼ 유형의 메타적 기능으로 작용한 메타정의가 가장
많아 나타났다는 도주원과 백석윤(2019)의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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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도 관련되어 나타나는 특성이다.

수학 영재아의 성공적이지 못한 문제해결 프로토콜

의 경우 가장 많이 나타난 ʻ표현적 기능ʼ으로 작용한

은유가 포함된 메타정의(68.97%)는 주로 ʻ모니터링ʼ
(22.41%), ʻ평가ʼ(17.24%), ʻ태도ʼ(15.52%) 유형의 메타적
기능으로 작용했다. 수학 영재아의 성공적이지 못한

문제해결 프로토콜에서 사용된 은유는 하나의 개념과

관련된 정보들을 표현하는 ʻ표현적 기능ʼ으로 작용한

경우 문제해결 활동이나 해결 전략에 대한 모니터링에

이어 사정 및 평가를 통해 주어진 개념과 관련된 정보

들을 적절히 표현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문제해결

자인 수학 영재아의 태도가 반영되어 주어진 문제에

제시된 정보들을 표현한 것으로 파악된다. ʻ설명적 기

능ʼ으로 작용한 은유가 포함된 메타정의(27.59%)는 ʻ태
도ʼ 유형(10.36%)을 비롯해서 ʻ계획ʼ, ʻ관리ʼ, ʻ평가ʼ, ʻ모니
터링ʼ 유형의 메타적 기능으로도 작용했다. 수학 영재

아의 성공적이지 못한 문제해결 프로토콜에서 사용된

은유가 ʻ설명적 기능ʼ으로 작용한 경우 주로 자신의 문
제해결 태도를 설명하거나, 문제해결 행위나 해결 전

략에 대해 계획을 세우거나, 해결 과정에 대하여 관리

나 통제, 주어진 문제에 제시된 개념에 대하여 모니터

링하고, 이를 평가하는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파악된

다. ʻ정교화 기능ʼ으로 작용한 은유가 포함된 메타정의

(3.44%)는 ʻ관리ʼ 및 ʻ신념ʼ 유형(각각 1.72%)의 메타적

기능으로 작용했다. 수학 영재아의 성공적이지 못한

문제해결 프로토콜에 사용된 은유가 ʻ정교화 기능ʼ으로
작용한 경우 수학적 지식들을 서로 통합하여 이를 내

면화할 수 있게 하여 수학적 연결성을 강화하여 문제

해결 과정을 통제 및 관리하거나, 또는 수학 영재아의

신념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 파악한 수학 영재아의 문제해결 프로

토콜에 나타나는 텍스트 및 은유의 기능적 특성과 메

타정의의 기능적 특성 사이의 관계성을 분석한 결과로

부터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수학 영재아의 성공적인 문제해결 프로토콜의

경우는 텍스트 기능 중 ʻ제보기능ʼ으로, 성공적이지 못

한 문제해결 프로토콜의 경우는 ʻ호소기능ʼ으로 주로

작용하는 기능적 특성을 나타냈다. 이는 수학 영재아

의 성공적인 문제해결 활동의 경우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높은 인지적 수

준의 수학적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는 수학 영재아의

특성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성공적이지 못

한 문제해결 활동의 경우는 처음에 사용한 수학적 지

식이나 전략으로는 문제해결이 용이하지 않더라도 자

신에게 부과된 과제를 반드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집착력과 같은 영재아의 특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동료 학습자에게

문제해결 전략을 찾아보게 하거나, 새롭게 찾은 전략

의 실행을 요청하는 소위 호소기능과 관련된 행위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다. 이처럼 수학 영재

아의 문제해결 활동에서는 문제해결의 성공 여부에 따

라 수학 영재아의 인지적, 정의적 특성이 반영된 행위

의 양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수학 영재아

의 문제해결 지도 시 우선적으로 문제해결 활동에 잠

재된 학생의 텍스트 기능면에서의 인지ㆍ정의적 특성

을 파악하여 해당 학생의 문제해결 활동 과정에 긍정

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세부 지도 방안을 구안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학 영재아의 문제해결 프로토콜에서

나타나는 텍스트 기능의 인지적 표현 개념 면에서의

특성에 대한 이해는 학생 스스로 수학 학습 상황에서

마주할 수 있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법 구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학생

의 문제해결 과정에 나타나는 텍스트의 ‘제보기능’에

주목하여, 학습 주제와 관련된 정확한 수학적 개념을

인지시킴으로써 관련 수학 지식을 상기하도록 지도하

는 것이 수학 학습에 있어서의 어려움, 동기 부족, 불

안 등의 부정적인 정의적 요소들을 감소시켜 줄 수 있

을 것이다.

둘째, 수학 영재아의 문제해결 활동이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성공적인 문제해결의 경우에 비해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 전략이나 방법을 찾기 위해

서 또는 자신의 수학적 지식을 주어진 문제와 관련지

어 해석하고자 내부 표현 체계로서의 은유를 활용하는

행위가 보다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 역시 수학 영재아

의 과제 집착력과 같은 특성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현

상으로 파악된다. 즉, 높은 사고 수준을 요구하는 수학

문제해결의 경우 해결 전략을 찾기 어렵거나 처음 계

획한 전략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은 경우 반드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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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학

적 개념에 대한 의미부여 및 언어적 표현, 시각적 이

미지나 공간적 표현 등의 내부 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

는 은유 사용을 촉진한 것으로 파악된다. 수학 영재아

의 성공적인 문제해결의 경우에는 은유의 기능 중 ʻ설
명적 기능ʼ으로, 성공적이지 못한 문제해결의 경우에는
ʻ표현적 기능ʼ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

다. 이를 통해 수학 영재아의 성공적인 문제해결의 경

우에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때 익숙하지 않은 개념

을 자신이 친밀하게 여기고 있는 친숙한 개념이나 경

험을 이용하여 설명하는 은유가 보다 빈번하게 나타남

을 알 수 있다. 성공적이지 못한 문제해결의 경우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상징화 구조, 언어

등의 내부 표현 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은유의 방법

으로 표현하며 문제해결 전략과 발견적 전략을 찾는

특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수학 영재아의

외적 표현 체계로서의 은유의 작용 기능과 이에 수반

되는 행동을 고려할 때, 성공적인 문제해결을 이끌기

위해서는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학습자 개인의 주어

진 문제에 대한 수학적 친밀감 형성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학 문제해결 지도 시 주어진 문제에

대한 수학적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문제와 관련

하여 친숙한 경험이나 표현을 활용한 은유를 통해 문

제의 이해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학 영재아의 문제해결 프로토콜에 사용된

은유 중 메타정의에 포함되는 은유는 성공적이지 못한

문제해결의 경우 성공적인 문제해결에 비해 상대적으

로 빈번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다. 이는 수학 영재

아의 성공적이지 못한 문제해결 활동에서 인지적, 정

의적 요소들의 상호 작용에 기반한 메타정의가 보다

빈번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수학 영재아의

성공적인 문제해결의 경우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ʻ설명
적 기능ʼ으로 작용한 은유가 포함된 메타정의는 주로 ʻ
평가ʼ 유형의 메타적 기능으로 작용하였다. 수학 영재

아가 문제해결 활동에 사용하는 은유는 성공적인 문제

해결의 경우 자신의 문제해결 행위나 문제와 해결 전

략 등에 대하여 평가한 후 이를 자신과 친숙한 개념이

나 경험의 범주 안에서 동료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도

록 설명해주는 ʻ설명적 기능ʼ으로 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수학 영재아의 성공적이지 못한 문제해결의

경우에는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ʻ표현적 기능ʼ으로 작

용한 은유가 포함된 메타정의는 주로 ʻ모니터링ʼ, ʻ평가ʼ,
ʻ태도ʼ 유형의 메타적 기능으로 작용하였다. 수학 영재

아의 성공적이지 못한 문제해결 과정에서 나타난 은유

는 주어진 수학적 개념과 관련된 정보들을 표현하는 ʻ
표현적 기능ʼ으로 작용한 경우 문제해결 활동이나 해결
전략에 대한 모니터링에 이어 ʻ사정ʼ 및 ʻ평가ʼ를 통해

주어진 개념과 관련된 정보들을 여러 가지 표현 체계

로 표현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문제해결자로서의

태도가 반영된 외적 표현 체계인 은유를 활용하여 주

어진 문제에 제시된 정보들을 표현하며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수학 영

재아의 특성이 반영되어 나타난 외적 표현 체계인 은

유는 문제해결의 성공 여부에 따라 각각 ‘설명적 기능’

과 ‘표현적 기능’의 각기 다른 은유의 기능으로 주로

작용하는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메타정의

적 속성을 지닌 은유가 문제해결의 성공 여부에 따라

‘설명적 기능’으로 작용할 때 메타정의는 주로 ‘평가’

유형의 메타적 기능으로, ‘표현적 기능’으로 작용할 때

는 주로 ‘모니터링’, ‘평가’, ‘태도’ 유형의 메타적 기능

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은유의 인지언

어학적 측면이 문제해결에 중요하게 작용하면서 동시

에 은유라는 외적 표현에는 메타정의적 속성이 긴밀하

게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론적 서술 내용과 같이 본 연구에서 파악

한 수학 영재아의 문제해결 활동에 사용된 텍스트와

은유의 인지언어학적 측면의 특성과 메타정의의 기능

적 특성은 수학 문제해결 활동에 방해가 되는 인지ㆍ

정의적 장애 요인의 근원을 구체적으로 노출시켜줌으

로써, 수학 영재아의 문제해결 활동을 성공적으로 유

도할 수 있는 인지ㆍ정의적 면에서 보다 통합 및 정교

화 된 교수ㆍ학습 방법 구안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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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Problem-Solving Protocol of Mathematical Gifted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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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a close interaction between the linguistic-syntactic representation system and the affective 
representation system that appear in the mathematical process. On the other hand, since the mathematical 
conceptual system is fundamentally metaphoric, the analysis of the mathematical concept structure 
through linguistic representation can help to identify the source of cognitive and affective obstacles that 
interfere with mathematics learning.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problem-solving protocols of 
mathematical gifted children from the perspective of cognitive language and meta-affect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text and metaphor they use and the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meta-affect. As a result, the behavior of the cognitive and affective characteristics of 
mathematically gifted children differed according to the success of problem solving. In the case of 
unsuccessful problem-solving, the use of metaphor as an internal representation system was relatively 
more frequent than in the successful case. In addition, while the cognitive linguistic aspects of 
metaphors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blem-solving, meta-affective attributes are closely related to the 
external representation of metap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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