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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수학의 구조를 지도하는 것은 오랫동안 수학교육의 목표였다. 이전에도 

새 수학 운동과 같이 수학의 구조를 지도하고자 한 사례들이 있었으나 이

러한 시도들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도들이 성

공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수학자들의 연구 대상이면서, 학생들이 다루

기는 어려운 ‘수학적 구조’를 가르치고자 했기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학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생들이 다룰 

수 있는 학교수학에서의 ‘관계적 구조’를 정의하고, 관계적 구조를 지도

하는 도구로 ‘수학 문제유추’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수학 

문제유추에 의한 관계적 구조의 학습 및 관계적 구조의 지도에서의 수학 

문제유추의 특징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적 구조를 ‘학교수학에서의 대상들과 대상들 사이

에 성립하는 관계들의 집합’으로 정의하였으며, 관계적 구조를 학습한다

는 것을 관계적 구조에 대한 조작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관계적 구조의 학습 도구로 제시한 수학 문제유추를 ‘주어진 수학 문제

(원문제)에 내재된 관계적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생

성문제)를 만들고 해결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수학 문제유추에 의한 

관계적 구조의 학습 관점으로는 AOT(Actor-Oriented-Transfer) 관점과 

RFT(Relational Frame Theory) 관점을 제시하였다.

관계적 구조를 지도함에 있어 수학 문제유추의 역할은 추상화와 일반화 

그리고 추측하기 등의 고등 수학적 사고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관계적 구조를 지도할 때 고려해야 하는 수학 문제

유추의 방법적 측면을 밝히기 위해 수학 문제유추의 목표와 성격을 제시하

였으며, 수학 문제유추에서 주목하는 수학 문제들의 특성을 원문제가 갖추

어야 하는 조건과 생성문제의 유형의 측면에서 다루었다. 이 외에도 수학 

문제유추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인 전략을 원문제에 조건 추가



- ii -

하기, 원문제의 조건 제거하기, 원문제의 조건 유지하기로 제시하였다.

수학 문제유추에 의한 관계적 구조의 지도의 실제를 밝히기 위해, 수학 

문제유추에 의한 관계적 구조의 학습 관점인 AOT 관점과 RFT 관점을 바

탕으로 각각 ‘공적 비평’과 ‘교사 피드백’을 특징으로 하는 수학 문제

유추 수업을 설계하였다. 각 수업에서 수학 영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문제유추에 의해 관계적 구조를 지도한 결과, 두 수업 모두에서 학생에 따

라 관계적 구조의 탐구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고등 수학적 사고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공적 비평에 기반한 수학 문제유추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관계적 구조의 

탐구 수준에서의 변화, 도전적인 수학 문제생성과 문제해결에 대한 지향 

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교사 피드백에 의한 수학 문제유추 수업에서는 

추측하기와 수학적 문제해결 및 관계적 구조의 일반화 경험 등을 확인하였

다. 각 수업에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적 구조의 지도를 위한 수학 문제

유추 수업에서 공적 비평과 교사 피드백이라는 교사 중재 방법을 활용하는 

것의 장단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교수학적 

시사점과 후속 연구 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어: 관계적 구조, 수학 문제유추, AOT 관점, RFT 관점, 공적 비평,

       교사 피드백

학  번: 2008-2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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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수학의 구조를 지도하는 것은 수학교육자들의 끊임없는 관심사이자 궁

극적인 목표이다. 수학에서 구조는 의미 충실한 수학 학습을 가능하게 하

고(Resnick & Ford, 1995), 효과적인 수학적 문제해결이 이루어지게 할 뿐

만 아니라(Wertheimer, 1959), 학습한 수학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

게 하는 개념적 틀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NCTM, 1989).

수학교육의 역사에서 학생들에게 구조를 가르치고자 한 구체적인 노력

은 1950년대에 시작하여 1970년대까지의 수학교육을 지배했던 수학교육 현

대화 운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수학교육 현대화 운동의 주창자들은 학생

들에게 수학자들의 탐구 대상인 ‘수학적 구조’(Bourbaki, 1950)를 가르치

려 했으며, 이를 위해 그들이 수학적 구조를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한 수학

이 새 수학(New Mathematics)이다. 그러나 새 수학의 지도 결과는 성공적

이지 않았다. 소수의 뛰어난 학생들만이 새 수학을 이해할 수 있었고, 이들

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 중에는 기초 계산도 어려워하는 학생이 나타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Kline, 1973).

새 수학이 성공할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로 학생들의 인지발달에 맞지 

않는 수학적 구조를 조기에 도입하려 했다는 점이 제시된다(우정호, 2011). 

이러한 새 수학의 실패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학교수학에서 직접적으로 수

학적 구조를 다루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쉽지 않다. 물론 일부 고등 

학년에서는 수학적 구조를 교수학습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지만(교육인적자

원부, 2007; NCTM, 1989), 학교수학에서 다루어야 하는 구조가 수학적 구

조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수학

적 구조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면서 학생들이 다룰 수 있는 학교수학에서의 

구조의 일부를 ‘관계적 구조’1)로 정의하고, 이러한 관계적 구조를 학생

1) 관계적 구조의 의미는 Ⅱ장에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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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한다.

수학에서 구조를 탐구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중 하나

는 유추(analogy)이다. 유추는 유사성이라는 불명확한 개념 아래 있는 관계

성을 선택하고 식별할 수 있게 하며(Kilpatrick, 1987; Polya, 1962), 그 과정

에서 수학의 구조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실제로 수학의 역사

에서 유추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수학 난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얻는데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학의 개념 체계를 확장하는 데 주된 역

할을 하였다(이경화, 2009; Movshovitz-Hadar & Kleiner, 2009). 이는 유추

에 의한 수학의 구조 탐구가 수학적 발견 및 수학적 지식의 구성에 이바지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수학자들은 수학적 탐구에 있어 유추의 

사용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유추 능력을 위대한 수학자들의 

특징 중 하나로 간주하였다.

수학자는 정리들 사이의 유추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더 나은 수학

자는 증명들 사이의 유추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며, 최고의 수학자는 이

론들 사이의 유추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다. 가장 위대한 수학자는 유

추들 사이에서 유추를 볼 수 있는 사람이다(Banach, 1932; Cañadas, 
Deulofeu, Figueiras, Reid, & Yevdokimov, 2007, p. 60에서 재인용).

수학자들의 연구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수학 교수학습 상황에서도 유추

는 유용하게 활용된다. 그동안 수학교육에서 수행된 유추 관련 연구들은 

유추에 의한 수학적 개념 지도에 대한 연구와 유추에 의한 수학적 문제해

결에 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유추에 의한 수학적 개념 지도에 대한 연구들은 추상적인 수학적 아이

디어를 구체화시킨 교수학적 유추(pedagogical analogies, English, 2004)에 

주목하고 있다. 교수학적 유추는 수학적 개념과의 구조적 유사성에 기반을 

둔 수학 외적 유추 모델(Fischbein, 1987)이며, 특정 수학적 개념을 보다 쉽

게 설명할 수 있는 도구이다. 이러한 교수학적 유추를 적절하게 제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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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능력은 교사가 습득해야 하는 교수학적 내용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으로 간주된다(Shulman, 1986). 따라서 교수학적 유추를 다룬 연

구들은 학생들의 수학적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해 교수학적 유추를 고안해내

는 교사들의 능력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교과서에서 수학적 개념 

도입에 앞서 제시하고 있는 교수학적 유추가 무엇인지, 교수학적 유추가 

학생들의 수학적 개념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등을 밝히고 있다

(서동엽, 2003; Araya et al., 2010; English & Halford, 1995; Reeve & 

Pattison, 1996; Ubuz, Eryılmaz, Aydın, & Bayazit, 2009; Ubuz, Özdil, & 

Çevirgen, 2013).
한편 유추에 의한 문제해결에 대한 연구들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새로

운 수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알고 있는 수학 문제의 해법을 전이시

키는 학생들의 능력 및 해법의 전이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박현정, 2007; 

반은섭·신재홍, 2012; 신보미, 2011; 이종희·김진화·김선희, 2003; 이종

희·이진향·김부미, 2003; 최남광·류희찬, 2014; Gholson, Smither, 

Buhrman, Duncan, & Pierce, 1997). 이러한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유추에 

의한 문제해결이 언제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학생들

이 주어진 문제에 내재된 관계적 구조보다 문제의 표면적 특징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Chi, Feltovich, & Glaser, 1981; Hardiman, Dufresne, 

& Mestre, 1989; Schoenfeld & Herrmann, 1982).

학생들이 수학 문제에 내재된 관계적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 중 하나는 유추를 사용하여 주어진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만들어보도

록 하는 것이다(Bernardo, 2001).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수학 문제를 기

반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유추를 ‘수학 문제유추’로 정의하였다.2) 수학 문

제유추에 의해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봄에 따라 학생들은 주어진 문제를 더 

잘 해결하게 될 뿐만 아니라(Bernardo, 2001), 수학적 발견의 경험을 할 수 

있다(Polya, 1962). 또한 수학 문제유추에 의해 학생들이 만든 문제들은 학

2) 문제유추와 수학 문제유추의 의미는 Ⅱ장에서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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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의 수학적 개념이나 절차에 대한 이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박미미·이동환·이경화·고은성, 2012; Klavir & 

Gorodetsky, 2009; Park, Park, Cho, Park, & Lee, 2012).

이와 같이 일부 연구들을 통해 수학 문제유추가 수학 교수학습에서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구로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으나, 아직 수학 문제

유추에 의한 관계적 구조의 지도라는 측면에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학 문제유추에 의한 관계적 

구조의 학습에 대해 밝히고, 관계적 구조의 지도에서 수학 문제유추의 특

징을 구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답하고자 하

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수학 문제유추에 의한 관계적 구조의 학습이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관계적 구조의 지도에서 수학 문제유추의 역할과 방법은 무엇

인가?

연구문제 3. 수학 문제유추에 의한 관계적 구조의 지도의 실제는 어떠한

가?

Ⅱ장에서는 관계적 구조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관계적 구조의 학습을 

조작의 측면에서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관계적 구조의 학습 도구인 수학 

문제유추가 무엇인지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학 문제유추에 의한 관계

적 구조의 학습 관점을 밝혀 연구문제 1에 답하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관

계적 구조의 지도에서 수학 문제유추의 역할이 무엇인지 밝히고, 수학 문

제유추의 목표와 성격, 수학 문제유추에서 다루는 문제의 특징, 수학 문제

유추 전략 등과 같은 수학 문제유추의 방법적 측면을 밝혀 연구문제 2에 

답하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Ⅱ장에서 밝힌 수학 문제유추에 의한 관계적 

구조의 학습 관점들을 반영하여 설계된 두 가지 유형의 교수실험을 바탕으

로 수학 문제유추를 활용한 관계적 구조의 지도의 실제를 제시하여 연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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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에 답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본 

연구를 통해 얻어낸 시사점을 제시하며,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구조’ 관련 용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 관련 용어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사용하

고자 한다.

◦ 수학적 구조(mathematical structure): 수학자들이 다루는 수학, 즉 학문

수학의 구조를 의미한다.

◦ 지식의 구조(structure of knowledge): Bruner 등의 구조주의 교육이론가

들이 강조하고 있는 구조이다. 이를 수학 교과에 적용한 것이 ‘수학적 

지식의 구조’이다.

◦ 관계적 구조(relational structure): 수학 교수학습 상황에서 다루는 수학, 

즉 학교수학에서의 구조 중 일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적 구

조를 ‘학교수학에서의 대상들과 대상들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들의 집

합’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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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수학 문제유추에 의한 관계적 구조의 학습

이 장에서는 수학 문제유추에 의해 관계적 구조를 학습한다는 것이 무

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히고, 수학 문제유추를 활용한 관계적 구조의 학습 

관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절에서는 관계적 구조의 

의미를 제시하고, 관계적 구조의 학습을 조작의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2절에서는 관계적 구조를 학습하는 도구인 수학 문제유추를 소개

하고, 수학 문제유추에 의한 관계적 구조의 학습을 설명하기 위하여 심리

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습 이론들을 소개한다. 그리고 이들을 종합하여 

수학 문제유추에 의한 관계적 구조의 학습의 의미와 수학 문제유추에 의한 

관계적 구조의 학습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관계적 구조

수학교육에서 주로 논의되어온 구조의 종류에는 ‘수학적 구조’와 

‘지식의 구조’가 있다. 수학적 구조는 수학자들의 연구 대상임과 동시에 

새 수학을 통해 학생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며, 지식의 구조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 강조했던 교수학습의 대상이다. 이 절에서는 먼저 수학

적 구조와 지식의 구조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수학에서 

다룰 수 있는 구조의 하나인 ‘관계적 구조’를 정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관계적 구조에 대한 학습 여부는 관계적 구조의 조작 여부에 따라 결정됨

을 주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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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학적 구조

수학적 구조는 수학자들의 연구 대상이다. 예를 들어, 수리논리학

(Mathematical Logic)3)에서는 ‘구조(structure)’를 특정 기호집합에서의 구

조로 간주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Li, 2010, p. 22).

1계 언어 L에서의 구조 M은 다음 성질들을 만족하는 쌍 M=(M, I)이다.

(1) 대상영역 M은 공이 아닌 집합이다.

(2) 해석 I는 L에서 M으로의 사상(I: L→M)이며, 다음 성질을 만족한

다.

(ⅰ) L에 속하는 각 상수기호 c에 대하여, I(c)는 M의 어떤 원소이

다. 

(ⅱ) L에 속하는 각 n항 함수기호 f에 대하여, I(f)는 M 위의 어떤 n

항 함수이다. 

(ⅲ) L에 속하는 각 n항 술어기호 P에 대하여, I(P)는 M의 원소들에 

대한 어떤 n항 관계이다. 

위 정의를 통해 수리논리학에서 정의하고 있는 구조란 대상영역이라 부르

는 집합과 상수기호, 함수기호, 술어기호 등의 논리외적 기호4)들의 해석으

로 이루어진 유한열임을 알 수 있다.

위 정의에 따르면 자연수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자연수 

체계를 기술하기 위한 언어로 상수기호 {0}, 함수기호 {, , ·}, 술어기호 

{}로 이루어진 기호집합 L을 택했을 때, 자연수 집합 ℕ(대상영역)에 대한 

3) 수리논리학(Mathematical Logic)은 수학의 언어를 연구하는 논리학으로 언어의 형식(구문
론, syntactics), 의미(의미론, semantics), 그리고 그들 간의 상호작용(interplay)을 연구하
며, 수리논리학에서 사용되는 모든 개념은 집합론으로 환원될 수 있다(정주희, 2012, pp. 
ⅲ-ⅳ). 수리논리학은 기호논리학(Symbolic Logic)이라고도 불린다.

4) 수리논리학에서는 1계논리식에서 사용되는 기호의 종류를 논리적 기호(logical symbol)와 
논리외적 기호(extra-logical symbol)로 구분하고 있으며, 논리외적 기호에는 상수기호, 함
수기호, 술어기호가 포함된다(정주희, 2012,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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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I를 아래 식들(①)을 만족시키는 L에서 ℕ으로의 사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I(0)=0, I()=(단,    ), I()=, I(·)=·, I()= … ①

①에서 각 식의 좌변에 있는 0, , , ·, 는 상수기호, 함수기호, 술어기

호 등의 논리외적 기호이고, 우변에 있는 0, , , ·, 는 각각 상수 0, 

 이라는 함수, 합이라는 연산, 곱이라는 연산 그리고 ‘보다 작

다’는 관계를 나타낸다. 해석 I는 상수기호 0을 자연수 05)으로, 함수기호 

를  이라는 함수로, 함수기호 와 ·을 각각 합과 곱이라는 연

산으로, 술어기호 를 ‘보다 작다’는 관계로 사상한 것이다. 따라서 1계 

언어 L에서의 자연수의 구조 N=(ℕ, I)이 된다(Li, 2010, pp. 22-23).

수리논리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조의 정의를 통해 수학적 구조에 포함

되는 주된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수학적 구조에는 대상영역, 즉 

공이 아닌 ‘집합’이 포함된다. 집합이 주어진 이후에야 주어진 집합에서

의 수학적 구조를 생각할 수 있으므로 집합은 수학적 구조를 구성하는 기

본 요소이다. 다음으로 ①의 각 식의 우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구조에는 

‘관계(함수, 연산)’6)가 포함되며, 이와 더불어 ‘관계(함수, 연산)들이 만

족하는 성질(조건)’이 구조를 구성한다. 따라서 대상들의 집합, 관계(함수, 

연산), 관계(함수, 연산)들이 만족하는 성질(조건)이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

라고 볼 수 있다.

수학적 구조의 의미와 수학적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프랑스의 

구조주의 수학자들로 구성된 Bourbaki 학파의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Bourbaki는 대수학, 정수론, 해석학, 기하학 등으로 구분된 당대의 수

학(mathematics)을 하나의 수학(the whole of the mathematical universe)으

5) 수리논리학에서는 보통 0을 자연수로 간주한다(정주희, 2012, p. 80).
6) 단, ①의 첫 번째 식에서 우변에 제시된 0은 자연수 ℕ의 원소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ℕ과 같은 대상영역은 수학적 구조의 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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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체계화하기 위해 ‘수학적 구조’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Bourbaki, 

1950). Bourbaki(1950)는 수학적 구조의 예로 군 구조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설명하기 위해 실수의 합, (는 소수)에서의 곱, 3차원 유클리드 공간에

서의 변환의 합성이라는 세 가지 예를 제시하고 있다. 위 예에서 연산이 

정의된 집합은 각각 실수 집합, , 모든 변환의 집합이다. 각 집합에서는 

집합에 속한 임의의 원소  를 잘 정의된 다른 세 번째 원소에 대응시킬 

수 있다. 각 집합에서 정의된 연산을 라고 두었을 때 대응시킨 세 번째 

원소는 로 표현되며, 이들은 각각 와 의 합, 법(modulus) 에 대한 

와 의 곱, 합성변환이 된다. 이를 바탕으로 위 연산의 성질들을 탐구하고, 

성질들의 논리적 연결성을 분석하다보면 각 연산이 공통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면서 서로 독립이 되는 적은 수의 성질들, 즉 공리를 뽑아낼 수 있다. 

위 예들로부터 뽑아낸 공리는 다음과 같다.

(ⅰ) 모든 원소   에 대하여  이다.

(ⅱ) 원소 가 존재하여, 모든 원소 에 대하여 등식   가 

성립한다.

(ⅲ) 각 원소 에 대하여 ′′ 인 원소 ′가 존재한다.

이들은 각각 결합법칙을 만족하고, 항등원이 존재하며, 모든 원소에 대

하여 역원이 존재한다는 성질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어떤 집합 위에서 

정의된 연산 가 위의 세 성질(공리들)을 만족하는 경우 이 집합은 연산 

에 대하여 군 구조를 이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 수학적 구조의 구성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세 가지 예들에서는 각각 실수 집합, , 모든 변환의 집합이라는 

‘수학적 대상들의 집합’이 주어져 있으며, 각 집합에 속하는 원소들 사

이의 ‘연산’으로 각각 합, 곱, 합성이 정의되었다. 그리고 연산들이 만족

하는 ‘성질’로 결합법칙을 만족한다는 점, 항등원이 존재한다는 점,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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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에 대하여 역원이 존재한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이처럼 수학적 구조는 

특정 ‘수학적 대상들의 집합’, 그 집합에서의 ‘관계(함수, 연산)’ 그리

고 이러한 ‘관계(함수, 연산)들이 만족하는 성질이나 조건인 공리’를 포

함하고 있는 것이다. 위 예들을 일반화하면서 Bourbaki(1950)는 수학적 구

조를 정의하는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수학적] 구조를 정의하기 위해 우리는 원소들 사이에 하나 혹은 그 이상

의 관계들을 부여한다. ... 그런 다음 주어진 관계 또는 관계들이 (분명하

게 진술되어, 구조의 공리가 되는) 어떤 조건들을 만족한다고 가정한다

(Bourbaki, 1950, pp. 225-226).

한편 Bourbaki(1950)는 수학적 구조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를 모

구조(mother-structure)라고 부르고 있으며 모구조의 종류에는 대수적 구조, 

순서 구조, 위상적 구조가 있다고 하였다. 앞서 설명한 군 구조를 포함하는 

것이 대수적 구조이고, 순서관계7)를 만족하는 것이 순서 구조이며, 근방, 

극한, 연속성 등과 같은 직관적인 개념을 추상적인 수학적 체계로 구축한 

것이 위상적 구조이다(Bourbaki, 1950, pp. 226-227). Bourbaki가 제시한 모

구조는 수학적 구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이므로 모구조에 공리를 추

가하여 보다 정교한 구조를 만들어 내거나 공리를 제외하여 보다 약한 구

조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하나 이상의 공리를 통해 두 구조를 결합하여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7) 주어진 집합이 있을 때, 다음 세 조건을 만족하는 두 원소 사이의 관계 을 순서관계라 
한다. ⅰ) 모든 원소 에 대하여 이다. ⅱ) 모든 원소  에 대하여 , 이면 
  이다. ⅲ) 모든 원소   에 대하여 , 이면 이다(Bourbaki, 1950, p.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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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의] 중심에는 중요한 유형의 구조들이 있는데, ... 이를 모구조

(mother-structures)라고 부를 수 있다. 각 유형[의 구조]에는 다양성이 존

재한다. 고찰하는 한 유형의 구조에서, 가장 적은 수의 공리를 가지는 가

장 일반적인 구조와 ... 새로운 공리가 추가된 구조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Bourbaki, 1950, p. 228).

모구조에서 시작하여 간단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

한 것으로 구조들의 위계를 만들어가는 방식을 통해 수학의 체계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 Bourbaki의 생각이었다. 이때 수학적 구조에서 중요한 것

은 집합을 구성하는 원소들의 성질이 아닌 관계들이 만족하는 성질인 공리

이다. 공리를 기반으로 수학의 체계를 세우는 방법에 대하여 

Bourbaki(1950)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주어진 구조의 공리적 이론을 세우기 위해서는 고찰되는 원소들에 대한 

모든 가정들(특히 원소 고유의 성질에 대한 가정들)을 배제한 채, 구조의 

공리들로부터 연역하여 논리적 결과물을 얻어낸다(Bourbaki, 1950, p. 

226).

앞서 제시한 세 가지 예에서도 실수 집합, , 모든 변환의 집합에 속하는 

원소들의 성질은 군 구조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

다. 이처럼 수학적 구조는 ‘수학적 대상들의 집합’과 집합에서의 ‘관계

(함수, 연산)’ 그리고 ‘관계(함수, 연산)가 만족하는 성질(공리)’을 주된 

요소로 가지며, 이 중에서도 수학적 구조의 성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는 공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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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식의 구조와 학습

지식의 구조는 Jerome S. Bruner와 같이 구조주의8) 인식론에 영향을 받

은 교육이론가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Bruner가 강조한 ‘지식의 구

조’의 의미를 밝히기에 앞서 구조주의 인식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구

조’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박재문(1998, pp. 39-43)은 Piaget, Lévi-Strauss, Chomsky가 각각 심리학, 

인류학, 언어학에서 설명하고 있는 구조의 특징을 바탕으로 구조주의 인식

론에서 파악하고 있는 구조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종합하였다. 구조는 눈

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행동이나 사물 혹은 현상과 구분되면서 

그 이면에서 사물이나 현상들을 조정하는 규칙이나 원리이다. 또한 구조는 

요소와 요소들 사이의 관계이자, 변형규칙을 따르면서 관계망을 이루고 있

는 것이며, 사물이나 현상의 기저에 스며있는 원리나 법칙을 찾아내거나 

볼 수 있게 해주는 수단 및 개념적 도구가 되는 것이다.

이홍우(1998, pp. 399-401)는 구조주의 인식론에서 현상과 구조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현상과 구조는 각각 외양(外樣)과 실재(實在)

에 대응되며, 실재에 해당하는 구조는 Plato가 제시한 이데아(idea)와 같이 

간주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구조주의 인식론에서의 구조는 사

물이나 현상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자, 사실과 현상의 논리적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때 구조가 현상의 논리적 형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구조가 경험 내용이 배제된 논리수학적 형태를 띠고 있음을 의미한다(이홍

우, 1998, p. 400).

구조주의 인식론에 영향을 받은 Bruner는 『교육의 과정』에서 학생들

에게 ‘지식의 구조’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Bruner는 

지식의 구조를 마치 ‘학문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일반적 원리’, ‘일반

8) 구조주의란 특정 학문 분야의 이론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
는 방법론으로, 지식에 대한 태도, 세계관으로 보아야 한다(이홍우, 1998, p.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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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아이디어’, ‘일반적 원리’, ‘기본 개념’ 등의 말로 대치할 수 있는 

것처럼 사용하고 있다(이홍우, 2006, p. 275). Bruner가 『교육의 과정』에

서 수학교과에서의 지식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하고 있는 예는 방정

식을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다.

수학과에서 보기를 들어 보자. 대수(代數)는 미지수(未知數)와 기지수(旣知
數)를 방정식에 배열하여 미지수를 기지수로 바꾸는 것이다. 이 방정식을 

푸는 데는 세 가지 기본 법칙, 즉 교환·분배·결합의 법칙이 있다. 일단 

학생이 이 세 가지 기본 법칙에 스며 있는 아이디어를 파악하면 현재 풀

려고 하고 있는 <새로운> 방정식은 전혀 새로운 방정식이 아니라 자기가 

늘 알고 있던 방정식의 한 가지 변용(變容)에 불과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변용(變容)에 자기가 알고 있던 것을 적용하는 데 중

요한 것은 이 법칙의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법칙을 〈사용〉

할 줄 아는 것이다(Bruner, 1973, p. 52).

Bruner 스스로는 지식의 구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이홍우, 2006, p. 275), ‘지식의 구조’에서 ‘구조’의 의미가 구

조주의 인식론에서의 ‘구조’의 의미와 동일하다고 언급하지 않았다(이홍

우, 1998, p. 408).9) 그러나 지식의 구조에서 구조가 구조주의 인식론에서

의 구조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간주한다면, 지식의 구조의 의미에는 

Bruner가 예로 제시하고 있는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라는 법칙들

에 담겨있는 아이디어와 더불어 법칙을 다루는데 사용되는 사고방식이나 

탐구방식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임재훈, 1998).

이와 같이 지식의 구조의 의미를 구조주의 인식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조의 의미와 종합했을 때 ‘수학적 지식의 구조’란 수학적 지식체계의 

논리적 형식이며, 수학적 지식의 본질, 수학적 지식이 표현하고 있는 실재

(남진영, 2007, p. 96)이다. 그리고 수학적 지식의 구조를 알아간다는 것은 

9) Bruner는 자신이 구조주의 인식론으로부터 ‘구조’의 의미를 파악했다고 하지 않았으
며, 대신 Piaget, Lévi-Strauss, Chomsky의 구조주의 인식론에 영향을 받았다고만 밝히고 
있다(박재문, 1998,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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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지식 체계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의 규칙성을 찾고, 이들을 상호 

관련 짓고, 법칙을 이끌어내고, 이 법칙으로 다시 요소들의 규칙성과 관련

을 찾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안목과 사고방식의 변화”(남진영, 2007, p. 

101)라고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Bruner가 강조한 지식의 구조를 학생들에게 직접 지도하려는 시도는 학

문중심 교육과정기10)에 이루어졌다. 이때 수학과에서는 수학교육 현대화 

운동이라는 수학교육 개혁운동이 일어났으며, 수학교육 현대화 운동을 통

해 새롭게 구성된 ‘새 수학’에서는 학생들에게 수학적 구조를 가르치고

자 하였다. 학문중심 교육과정에서 강조한 것이 Bruner가 제시한 지식의 

구조와 발견학습이었던 것과 다르게, 새 수학에서는 수학적 구조, 즉 현대

수학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수학과에서의 개혁의 초점은 다른 교과에서의 

개혁의 초점과 다소 상이했다고 볼 수 있다(임재훈, 1998).

현대수학은 추상화 경향성을 가지며 공리적 방법에 의한 연역적 전개방

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새 수학에서는 이러한 현대수학

의 특징을 반영하고 현대수학의 내용을 추가하여 집합론을 기반으로 추상

화된 수학적 구조를 학습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집

합, 진법, 합동식과 부등식, 기호, 논리, 군, 환, 체, 행렬 등을 새롭게 포함

하고, 논리적 엄밀성에 주목하면서 수학 내용을 논리적, 연역적으로 전개하

였으며, 전문 용어와 기호의 엄밀한 사용을 강조하였다(임재훈, 1998, p. 

376).

새 수학에서의 개념 도입 방법 및 내용 선정에 대한 인식론적, 심리학적 

근거는 Piaget의 연구결과에 기반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새 수학에서는 

도형의 위상적 성질을 조기에 제시하고 있으며, 함수를 집합 사이의 대응

이라는 현대적인 함수 개념을 초등화한 내용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와 같

10) 학문중심 교육과정(discipline-centered curriculum)이란 이전에 있었던 교과중심 교육과
정(subject-centered curriculum) 및 경험중심 교육과정(experience-centered curriculum)과 
대비되는 용어이며, Bruner의 『교육의 과정』에서 시작된 교육과정 동향을 의미한다. 
학문중심 교육과정에서는 학문의 내용과 지식의 구조(탐구과정)가 교육의 과정을 결정하
는 주된 요인이라고 본다(이홍우, 2010, pp. 13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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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개념 도입 방법은 수학적 사고의 심리적 발생이 역사적 발달 과정과 역

평행성을 가진다고 주장한 Piaget의 연구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다(우정호, 

2011).11)

이 외에도 새 수학에서는 Bourbaki가 제시한 세 가지 모구조인 대수적 

구조, 순서 구조, 위상적 구조가 아동의 ‘논리 수학적 사고의 구조’와 대

응된다는 Piaget의 연구결과(홍진곤, 2000, p. 75)를 기반으로 수학적 구조

의 지도를 강조하였다.12) 새 수학에서는 학생들의 인지 발달을 모구조와 

대응되는 인지구조의 변화로 간주한 Piaget의 연구 결과를 통해 수학적 구

조를 가르침에 따라 학생들이 인지구조에 내재된 수학적 구조를 의식화하

게 될 것이라 본 것이다(홍진곤, 2000, p. 76). 그러나 Thom(1973)은 아동들

의 인지구조가 모구조들과 대응되어 존재한다는 것이, 아동이 그러한 구조

들을 의식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수학적 구

조를 조기에 도입하여 가르칠 수 있다고 가정한 새 수학을 비판하였다.

새 수학의 주창자들은 수학적 구조를 가르침에 따라 학생들의 수학적 

지식을 향상시키고 대학수학과의 간극을 줄일 수 있을 거라 기대하였으나, 

이들의 기대와 다르게 새 수학은 오히려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새 수학의 실패는 학문중심 교육과정에서 주목한 지식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 지식의 구조를 새 수학, 즉 수학적 지식의 구조를 

가르치는 것으로 구현하고자 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임재훈, 

1998).

11) Piaget는 함수 개념의 심리적 발생은 비례관계, 변수, 특수한 대응관계의 순서로 발달해
온 함수 개념의 역사적 발생순서와 역순으로 발달한다고 하였다. 또한 아동의 공간 개념
은 Euclid 기하, 사영 기하, 위상 기하의 순서대로 발달한 기하학의 역사적 발달 순서와
도 역순으로 발달한다고 하였다(우정호, 2011, p. 238).

12) 사고와 지식의 본질을 조작(operation)으로 본 Piaget는 조작의 범주를 세 가지로 나누
었으며, 각 범주가 Bourbaki의 세 가지 모구조에 부합됨을 밝혀내었다(홍진곤, 2000, p. 
76). Piaget가 제시한 ‘조작’의 의미는 1.3절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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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관계적 구조와 학습

학교수학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수학적 지식이다. 새 수학의 결과

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학교수학에서 수학자들의 연구 대상인 수학적 구조

를 그대로 가르치기는 쉽지 않다. 새 수학을 반영한 3차 교육과정 이후에

도 우리나라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실수 체계의 대수적 구조와 같은 수학

적 구조를 고등학교에서 다루고 있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그러나 수

학적 구조를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다루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에 따라 2009 개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실수 체계의 대수적 구

조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신이섭 외, 2011). 

따라서 현재의 학교수학에서는 수학적 구조를 거의 다루고 있지 않다고 보

아도 무방하다.

수학적 구조가 학교수학에서도 강조해야 하는 주된 수학 교수학습의 내

용이라면(NCTM, 1989), 수학적 구조를 학교수학에서도 다룰 수 있는 형태

로 교육적으로 변형시킬 필요가 있다. 앞서 수학적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

는 ‘수학적 대상들의 집합’, 집합에서의 ‘관계(연산, 함수)’, 그리고 

‘관계(함수, 연산)가 만족하는 성질(공리)’이라고 하였으며, 이들 중에서

도 수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관계들이 만족하는 성질인 공리라고 하였다

(Bourbaki, 1950). 이는 예를 들어, 군 구조를 결정하는 세 가지 공리13)에 

교환법칙을 만족한다는 공리가 새롭게 추가되면 가환군이 되는 것처럼, 수

학적 구조는 공리에 의해 결정될 뿐만 아니라 공리의 수정을 통해 수학적 

구조를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수학적 구조의 주된 요소인 공리는 관계들의 성질이나 조건이고, 또 다

른 수학적 구조의 요소인 관계(연산, 함수)는 집합론에 기반 하여 다음과 

같이 엄밀하게 정의된 것이다.

13)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이 군 구조를 결정하는 세 가지 공리는 결합법칙 만족, 항등원 존
재, 모든 원소에 대하여 각각 역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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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와 의 곱집합 ×의 부분집합을 에서 로의 관계라고 한

다. 특히 집합 에 대하여 곱집합 ×의 임의의 부분집합을 에서의 

관계(relation)라 한다(정상권, 2014, p. 34).

그러나 학교수학에서는 집합론에서 정의하고 있는 관계를 다루지 않으며, 

특정 개체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에는 주로 관계식을 사용하여 나타내

고 있다. 예를 들어,   혹은   등은 변수 와 사이의 관계

를 나타내는 관계식이다.

Mason, Stephens와 Watson(2009, p. 10)은 개체들 사이의 연결성이나 연

관성을 의미하는 일상용어인 관계(relationship)를 집합론에서 정의하고 있

는 관계(relation)와 구분하고 있으며, 개체들 사이의 연결성이나 연관성이 

특정 성질의 예시(instantiation)가 되는 경우에만 관계가 구조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수학적 구조에서 구성요소로 관계와 관계들의 성

질인 공리를 구분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학교수학에서는 관계와 관계들의 

성질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학교수학에서는 관계

와 관계들의 성질을 통합하여 ‘관계’라고 부를 수 있으며, 관계의 성질

까지 나타내는 관계가 구조의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학적 구조의 요소에는 ‘관계’와 ‘관계들의 

성질(공리)’ 외에도 ‘수학적 대상들의 집합’이 있다. 이는 수학적 구조

로 표현하고자 하는 수학적 대상들의 모임이다. 이때 수학적 대상으로는 

수, 관계, 함수, 순서집합, 상구조 등이 가능하며(정주희, 2012, p. 80), 이들

은 모두 엄격하게 정의된 개념이다. 그러나 학교수학에서 구조로 표현하고

자 하는 대상들은 수학적 구조에서와 같이 엄격하게 정의된 수학적 대상뿐

만 아니라 비형식적인 대상들도 포함될 수 있다. 이는 학교수학 고유의 비

형식적인 특성 때문이다.

학교수학은 교수학습의 목적을 가지고 선택한 수학적 지식의 일부이거

나, 수학적 지식의 일부를 변형한 지식이므로, 양과 질의 측면에서 수학과

는 차이가 있는 협소한 지식체계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학교수학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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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는 대상은 학생들의 인지 수준을 고려하면서 선택된 교수학습의 대상이

므로 구체성을 가지는 비형식적이고 불완전한 것도 포함한다. 학교수학에

는 수학에서와 같이 엄밀하게 정의된 수학적 대상이 적으며, 엄격하게 보

았을 때 수학적 대상이 아닌 것도 수학 교수학습의 대상으로 취급된다. 따

라서 학교수학의 구조는 다소 불완전하고 엄밀하지 않은, 직관적인 성격의 

학교수학에서의 대상들을 구성요소로 포함하게 된다.

앞서 수학적 대상들의 성질은 수학적 구조의 특성을 규정하는 데 영향

을 미치지 않으며, 관계들의 성질인 공리에 의해서만 수학적 구조의 특성

이 결정된다고 하였다(Bourbaki, 1950). 이와 마찬가지로 학교수학에서의 

구조의 특성은 구조로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성질과는 무관하며, 대상들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수학적 구조가 수학적 대상들의 특성이 

어떠하든지 공리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과 같이 학교수학에서의 구조도 역

시 구조로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들의 특징이 어떠하든지 관계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학교수학에서는 관계와 관계들의 성질을 구분할 수 없고 이

들은 관계로 통합되므로, 학교수학에서의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는 ‘학교

수학에서의 대상들의 집합’과 ‘관계’이다. 수학적 구조의 요소인 수학

적 대상과 학교수학에서의 구조의 요소인 학교수학에서의 대상은 모두 구

조의 특성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각각 형식성과 비형식성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수학적 

구조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관계들의 성질인 공리인 것과 다르게 학교수

학에서의 구조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관계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수학의 구조 중 일부를 “학교수학에서의 대상들과 

대상들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들의 집합”으로 정의하고, 이를 ‘관계적 구

조(relational structure)’14)라고 부르고자 한다. 학교수학에서 다루는 관계

14) ‘관계적 구조’라는 용어는 컴퓨팅(computing)이나 정보처리이론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관계’에 의해 그 특징이 결정되는 구조라는 의미를 가지며 사용되는 용어이다. 2.1절
에서 문제유추를 설명할 때 제시하는 정보처리이론에서의 관계적 구조가 바로 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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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학에서 다루는 관계보다 제한적이므로, 관계적 구조는 수학적 구조에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국소적이면서 낮은 수준의 구조로 간주될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적 구조의 국소적 특성으로 인해 마치 수학적 구조

가 수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는 것처럼 관계적 구조가 학생들의 탐구 대

상이 될 수 있다.

한편, 관계적 구조는 학교수학에서 다루는 수학적 개념, 원리, 절차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개념이다. 학교수학은 개념적 수학, 문제해

결로서의 수학, 추론으로서의 수학, 알고리즘적 수학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우정호, 2007, pp. 15-20), 그동안 수학교육 연구들은 이러한 학교수학의 

여러 측면들 중에서 특정 측면에 주목하면서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관계적 구조는 수학적 개념, 원리, 절차 등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관계적 구조의 학습을 논의할 때에는 수학적 개념, 원

리, 절차라는 학교수학의 각기 다른 측면들을 통합하여 논의할 수 있다. 관

계적 구조의 일반적 특성으로 인해 관계적 구조의 학습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이 확장될 수 있는 것이다.

관계적 구조의 대표적인 예로 수 개념이 있다. Piaget는 수 개념의 형성

을 ‘조작’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조작(operation)이란 “내면화된

(internalizable) 가역적(reversible) 행동”을 의미한다(Inhelder & Piaget, 

1958, p. ⅹⅳ). 행동이 가역성을 갖는다는 것은 행동의 출발점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는 것이고, 행동이 내면화되었다는 것은 행동

을 의식화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행동을 머릿속에 넣는다는 것이다(김남

희·나귀수·박경미·이경화·정영옥·홍진곤, 2011, p. 19). 가역적인 행동

은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내면화는 가역적 사고의 선결조건이라

고 볼 수 있다(이홍우, 2015, p. 158).

다. 이때 관계는 수학적 구조에서 사용되는 ‘관계’와 같이 엄밀성을 갖지 않으며, 구
조를 구성하는 요소로 수학적 대상만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수학적 구
조와 비교했을 때 학교수학에서의 구조가 엄밀성의 정도가 적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용
어를 차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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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get에 따르면 수 개념을 구성한다는 것은 조작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김남희 외, 2011, p. 9). 조작의 구성은 곧 가역적 행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역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수의 ‘보존’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남희 외, 2011, p. 13). Piaget는 전체가 보존됨을 이해

한다는 것은 전체가 부분들로 이루어지고, 각 부분들이 임의로 배열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이므로, 수 개념이 구성된다는 것은 ‘보존되는 

전체 내에 부분을 겹쳐 넣는 것’과 ‘서열화’라는 조작을 전제로 한다고 

하였다(김남희 외, 2011, p. 13). 이처럼 조작의 구성을 통해 집합의 포함관

계, 서열화 및 보존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우정호, 2007, p. 173).

수 개념을 포괄하고 있는 관계적 구조에서도 조작은 중요하게 다루어진

다. 수 개념에 대한 학습과 마찬가지로 관계적 구조를 학습한다는 것은 관

계적 구조에 대한 조작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는 곧 관계적 구조를 탐구하

는 행동이 내면화되고 가역성을 갖게 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계적 구

조에 대한 조작을 구성한 학생들은 관계적 구조를 탐구한 결과를 다시 되

돌릴 수 있으며, 관계적 구조를 인식하고, 관계적 구조를 탐구하는 자신의 

행동을 의식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이와 다르게 

관계적 구조에 대한 조작을 구성하지 못한 학생들은 관계적 구조를 탐구하

는 행동을 내면화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여, 관계적 구조를 탐구하는 자신

의 행동을 의식화하지 못한다. 이처럼 관계적 구조에 대한 조작의 구성 여

부가 관계적 구조의 학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적 구조에 대한 조작을 구성하게 된 것을 ‘관계적 

구조를 조작한다’고, 관계적 구조에 대한 조작을 구성하지 못하게 된 것

을 ‘관계적 구조를 조작하지 못한다’고 표현하고자 한다. 그리고 관계적 

구조의 조작 여부에 따라 관계적 구조에 대한 탐구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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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학 문제유추에 의한 관계적 구조의 학습

본 연구에서 관계적 구조의 학습을 위해 주목하는 것은 학교수학에서 

다루는 수학 문제이다. 이 절에서는 학교수학에서 다루는 수학 문제에 내

재된 관계적 구조를 탐구할 수 있는 도구의 하나로 수학 문제유추를 정의

하고, 학습 이론들을 통해 수학 문제유추에 의한 관계적 구조의 학습 관점

을 밝히고자 한다.

2.1. 수학 문제유추

관계적 구조의 학습 도구인 수학 문제유추를 정의하기 위해 먼저 고전

적 유추와 문제유추의 의미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전적 유추는 유

추에서 주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해주며, 문제유추는 

유추의 대상을 문제로 확장할 수 있게 해준다. 이와 같은 고전적 유추와 

문제유추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문제유추를 재개념화하고, 학교수학에서

의 관계적 구조의 학습 도구인 수학 문제유추를 정의하고자 한다.

2.1.1. 고전적 유추

유추(analogy)라는 단어는 비례(proportion)를 나타내는 그리스어 

analogia(αναλογια )에서 유래하였다.15) analogia라는 용어는 2400년 전의 고

대 그리스의 수학자 Archytas에 의해 가장 먼저 사용되었다. Archytas는 유

추를 수열을 이룰 수 있는 두 수(항) 사이에 있는 중간 수(항) 혹은 평균을 

구하는 것으로 보았고, 수학적 유추(mathematical analogy)의 종류를 산술

적 유추, 기하적 유추, 조화적 유추로 분류하였다(Dawis & Siojo, 1972, pp. 

3-4).

15) 그리스어 analogia는 ‘~에 따라(according to)’를 의미하는 접두사 ‘ana’와 ‘비
(ratio)’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명사 logos에서 파생된 ‘logia’의 합성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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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술적 유추란 주어진 두 수와 같은 거리에 있는 수로, 만약 두 수가 2

와 6으로 주어지면 이들에 대한 산술적 유추는 두 수에서 각각 같은 거리

에 있는 4가 되며, 2:4::4:6과 같이 표현된다. 다음으로 기하적 유추란 주어

진 두 수와 같은 비를 가지는 수로, 만약 두 수가 1과 2로 주어지면 이들

에 대한 기하적 유추는 두 수와 각각 같은 비를 가지는 가 되며, 

    와 같이 표현된다. 마지막으로 조화적 유추란 첫째 수의 일정 

부분만큼 첫째 수보다 더 크면서 동시에 셋째 수의 일정 부분만큼 셋째 수

보다 작은 수이다. 예를 들어, 두 항이 3과 6으로 주어졌을 때 조화적 유추

는 4가 되고16) 3:4::4:6과 같이 표현된다. 이러한 산술적 유추, 기하적 유추, 

조화적 유추는 모두 관계의 유사성(likeness)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유추

는 첫째 쌍에 있는 두 수(항) 사이의 관계가 둘째 쌍에 있는 두 수(항)의 

관계와 동일한 경우에 성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Dawis & Siojo, 1972, p. 

4).

이후 유추는 주어진 두 수(항)에서 중간 수(항)를 찾는 것이라는 초기의 

개념화와 다르게 A:B::C:D라는 네 개의 항으로 구성된 형식을 가지면서 네 

항에서의 비례의 상등(equality of proportions)을 의미하게 되었다(Dawis & 

Siojo, 1972, p. 4). 이러한 유추의 의미는 Aristotle의 『Metaphysics』에서 

확인할 수 있다. Aristotle은 유추란 “넷째 항이 셋째 항에 관련되는 것처

럼, 둘째 항이 첫째 항에 관련되는 ... 적어도 네 항을 포함하는 ... 비례의 

상등”(Goswami, 1992, p. 4)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유추

는 ‘고전적 유추’ 혹은 ‘수학적 유추’로 불리면서 마치 수학의 비례식

과 동의어로 사용되었다(Biela, 1991, p. 13).

고전적 유추에 대한 분석은 주로 Piaget의 연구에서 이루어졌다. Piaget

의 구조주의 이론에서는 고전적 유추 문제에 제시된 각 항들 혹은 항들의 

16) 주어진 두 항 3과 6 각각에서 ‘일정 부분’을 라 두면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  ×

  이를 계산하면   

이 되어 조화적 유추는 ×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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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들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에 주목하면서 관계의 종류를 저차 관계와 고차 

관계로 구분하고 있다(Goswami, 1992, p. 6). 고전적 유추 A:B::C:D에서 A항

과 B항 사이의 관계, C항과 D항 사이의 관계는 각각 ‘저차 관계

(lower-order relation)’이고, 이러한 저차 관계들에 대한 관계는 더 높은 

수준의 관계인 ‘고차 관계(higher-order relation)’이다. 고전적 유추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항과 B항의 쌍을 C항과 D항의 쌍과 연결해야 하

므로 반드시 쌍들 사이의 고차 관계를 발견해야 한다. 다시 말하여, 고전적 

유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항과 B항 사이의 저차 관계가 C항과 D

항 사이의 저차 관계와 동치라는 ‘관계적 유사성(relational similarity)’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Goswami, 1992, p. 4).

고전적 유추에 대한 분석은 정보처리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Sternberg의 

요소 이론(Sternberg, 1977)에서도 이루어졌다. Sternberg는 A:B::C:D1,D2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고전적 유추 문제에서 D1항과 D2항 중에서 적합한 답을 

찾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으며(Goswami, 1992, p. 50), 유추의 본질을 기본

적인 인지 요소들의 연쇄로 간주하면서 유추가 부호화, 추리, 사상, 적용 

등의 정보처리 요소들로 구성된다고 하였다(Sternberg, 1977).17) 유추를 구

성하는 각 요소들이 나타내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고전적 유추를 완성하기 위한 첫 과정인 ‘부호화(encoding)’ 과정에서

는 고전적 유추에서 주어진 항들을 확인하고 장기 기억 속에 있는 각 항과 

관련된 속성들에 접근하게 된다. 부호화 과정을 마친 다음에 이루어지는 

‘추리(inferring)’ 과정에서는 A항과 B항 사이의 관계를 발견하고 이러한 

관계를 작동 기억에 저장시키게 된다. 추리가 이루어진 후 ‘사상

17) 사실 Sternberg(1977)는 부호화, 추리, 사상, 적용이라는 네 가지 요소 외에도 정당화와 
준비/반응까지 포함하여 유추가 총 여섯 개의 인지 요소들의 연쇄로 이루어진다고 하였
다. 그리고 유추를 구성하는 여섯 요소들을 속성 확인, 속성 비교, 제어라는 세 가지 일
반적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중 속성 확인에는 부호화가, 속성 비교에는 추리, 사상, 
적용, 정당화가, 제어에는 준비/반응이 속한다. Sternberg(1977)는 속성 비교에 속하는 정
당화는 유추에서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정
당화 요소에는 주목하지 않고자 한다. 그리고 제어에 속하는 준비/반응 요소는 고전적 
유추를 구성하는 각 항들의 속성이나 관계들을 찾는 것과 관련이 적으므로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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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ping)’ 과정에서는 A항과 C항 사이의 관계를 발견하게 되며,18) 사상

이 이루어진 후 ‘적용(applying) 과정’에서는 추리 과정에서 추론한 관계

(즉, A항과 B항의 관계)와 유사한 관계를 C항으로부터 D1항과 D2항에 적용

하여 고전적 유추의 답을 생성하고 고전적 유추를 완성한다(Sternberg, 

1977). 이와 같이 Sternberg의 요소 이론은 Piaget의 구조주의 이론보다 상

세하게 고전적 유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Sternberg의 요소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리 과정과 적용 과정에서는 

각각 Piaget의 구조주의 이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저차 관계’와 ‘고차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고전적 유추를 분석한 Piaget의 구조주의 이론과 

Sternberg의 요소 이론을 통해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유추를 완성하

기 위해서는 하나의 관계(저차 관계) 뿐만 아니라 관계들 사이의 관계(고차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유추에서 ‘관계적 유사성’에 대

한 인식이 중요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추의 어원에서 비롯된 고전적 유추를 통해 유추에서 관계

적 유사성을 강조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전적 유추의 각 

항에 제시되는 대상들은 수, 도형, 개념 등으로 한정되어 이 연구에서 주목

하는 수학 문제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따라서 유추의 대

상을 문제까지 포괄할 수 있는 보다 확장된 의미의 유추가 필요해진다.

18) 사상이라는 요소는 Sternberg(1977)가 고전적 유추에서의 A항과 B항의 쌍이 C항과 D항
의 쌍과 관련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Sternberg는 이후에 A항
과 C항을 연결 짓는 사상 과정이 고전적 유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였다(Goswami, 1992,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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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문제유추

정보처리이론을 바탕으로 한 유추에 대한 이론인 구조사상이론(Gentner, 

1983; 1989)에서는 유추를 ‘기반(base)’이라 불리는 영역들을 구성하는 

대상들의 관계체계를 ‘목표(target)’라 불리는 영역들을 구성하는 대상들

의 관계체계로 사상시키는 것(mapping)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유추란 

구조적 정보의 전이(transfer)이다.

구조사상이론에서는 특정 관계들에 대한 추론과 그 관계들이 내재된 대

상에 대한 추론을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유추는 대상들의 관계에서만 대

응이 일어나는 것이며 관계들이 내재된 대상과는 독립적인 것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구조사상이론의 입장을 따르면 유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

반영역의 대상이 목표영역의 대상과 닮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유추가 

이루어지는 각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대상들은 단지 공통의 관계적 구조에

서의 역할에 의해서만 대응되는 것이기 때문이다(Gentner, 1983; 1989).

구조사상이론에서 제시하는 유추의 의미를 받아들이면 유추의 대상을 

문제로 확장시켜서 다룰 수 있게 된다. 이를 문제유추(problem analogy)라 

한다(Goswami, 1992). 문제유추는 하나의 문제에 내재된 관계적 구조를 새

로운 문제에 내재된 관계적 구조로 전이시키는 것이다. 문제유추에서도 주

어진 문제에 포함된 관계들에 대한 추론과 이러한 관계들이 내재된 대상들

에 대한 추론을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마치 Piaget가 고전적 유추에서 확

인할 수 있는 관계의 종류를 고차 관계와 저차 관계로 구분한 것과도 같다

(Goswami, 1992, p. 7). 고전적 유추에서 고차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과 

같이 문제유추에서는 관계들에 대한 추론을 강조하는 것이다.

유추와 비슷하게 사용되는 용어인 유사성(similarity)의 측면에서 문제유

추를 다음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다. 구조사상이론을 주장한 Gentner는 유

사성의 종류를 관계적 구조 수준에서의 유사성인 구조적 유사성(structural 

similarity)19)과 대상의 공유된 속성들을 기반으로 하는 유사성인 표면적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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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성(surface similarity)으로 구분하고 있다(Vosniadou & Ortony, 1989). 구

조적 유사성과 표면적 유사성이라는 구분을 문제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만약 유추되는 대상이 문장제라면 문제들 간의 구조적 유사성은 해법을 알

고 있는 문제와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제시된 변수들이 상호 관련되는 방

식에서의 유사성, 즉 해법에서의 유사성을 의미하지만, 문제들 사이의 표면

적 유사성은 문제에 제시된 대상, 서술방식, 문제가 제시되는 맥락 등에서

의 유사성을 의미한다(Bassok, 2003, p. 344). 만약 대수 문장제들이 서로 

구조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방정식의 구조에서 유사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Reed, 1987). 

구조적 유사성과 표면적 유사성 외에도 유사성의 종류에는 절차적 유사

성이 있다. 절차적 유사성(procedural similarity)이란 “기반문제의 해결 절

차가 목표문제의 해결 방법과 일치하는 정도”(Chen, 2002, pp. 81-82)이

다. 어떤 문제들이 구조적 유사성과 표면적 유사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

우 문제들 간의 절차적 유사성을 원리, 전략, 절차 수준으로 세분화시켜 분

석할 수 있다(Chen, 2002). 이와 같이 유사성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관계적 

구조의 수준에서 유사성을 다루는 문제유추에서는 다른 것들보다 특히 구

조적(관계적) 유사성에 주목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문제유추

는 [그림 Ⅱ-1]과 같이 도식화된다.

19) 구조적 유사성을 관계적 유사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Gentner,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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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관계적
구조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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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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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 
절차

사상

(수정 가능)

사상

잠재적 사상

[그림 Ⅱ-1] 문제유추(English, 2004, p. 6)

그동안 문제유추는 주로 문제해결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Goswami, 

1992). 이때 문제유추는 아는 문제(이하 기반문제)의 구조적 정보를 전이시

켜 새로운 문제(이하 목표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된다. 그리고 문제유추

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단계로 설명된다.20) 문제유추 

과정을 나타내는 세부 단계들의 명칭과 의미는 연구자들에 따라 조금씩 다

20) 사람들이 어떠한 정보처리 단계들을 통해 유추를 해나가는지, 어떠한 표상을 이용해서 
유추를 해나가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밝히는 분석적 접근을 ‘유추에 대한 인지심리학적 
접근’이라 한다. 이러한 접근에서는 유추를 구성하는 단계들의 성질과 각 단계에 영향
을 미치는 변수를 밝히고자 한다. 유추에 대한 인지심리학적 접근을 취하는 연구자들은 
각기 다른 유추이론을 제안하고 있으며, 인지심리 실험과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계산론 실험(computational experiments)을 통해 각 이론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이영
애, 1997, p. 19). Holyoak과 Thagard(1995)에 따르면 유추에 대한 첫 번째 계산론적 모형
은 1960년대에 Thomas Evans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음으로 개발된 유
추 모형이 앞서 제시한 Sternberg(1977)의 모형이다. 이후 1980년대부터는 Kenneth 
Forbus와 Dedre Gentner의 Structural-Mapping Engine(SME), Douglas Hofstadter와 
Melanie Mitchell의 Copycat model, Keith J. Holyoak과 Paul Thagard가 개발한 Analog 
Retrieval by Constraint Satisfaction(ARCS) 등과 같은 다양한 계산론적 유추 모형이 제시
되었다(Holyoak & Thagard, 1995). 각기 다른 계산론적 유추 모형들을 제안한 연구자들
은 서로 유추에 대한 기본 가정이 다르며,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유추 단계들도 다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추를 구성하는 일부 정보처리 단계들에 대한 견해에서 연구자
들 간의 차이는 없다(이영애, 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인정하
고 있는 유추 단계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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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나타나지만, 공통적으로 문제유추 과정은 표상 형성, 접근, 사상, 적

합, 도식 형성 단계로 구성된다고 본다(Gentner, 1989; Gentner, Holyoak, 

& Kokinov, 2001; Holland, Holyoak, Nisbett, & Thagard, 1989; Rattermann, 

1997).

문제유추가 성공적으로 일어나기 위한 기본 가정은 문제유추자가 목표

문제에 대한 정신 표상을 획득해야 한다는 것이다(Gentner, 1983; Gick & 

Holyoak, 1980; 1983). 따라서 문제유추의 첫째 단계는 해결해야 하는 목표

문제에 대한 정신 표상을 형성하는 단계(representation)이다. 이 단계에서 

목표문제의 관계적 구조가 명확하게 표상되어야 다음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된다. 표상 형성 단계 다음은 접근 단계이다. 접근 단계

(access)는 과거에 해결했던 기반문제 중에서 목표문제와 유사한 문제에 접

근하는 단계이다. 이때 기반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은 기억에서 이전에 해결

했던 문제를 인출해내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접근 단계를 성공적

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목표문제의 관계적 구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

하다. 그러나 접근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은 쉽지 않다(Gentner, 

1989; Gentner, Rattermann, & Forbus, 1993; Gick & Holyoak, 1980; 1983; 

Holyoak & Koh, 1987). 사람들이 기억에서 인출을 해내는 과정은 문제들의 

구조적 유사성보다는 표면적 유사성에 의해 더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Gentner, 1989; Holyoak & Koh, 1987).

기반문제에 대한 접근에 성공하게 되면 다음 단계는 목표문제와 기반문

제 사이의 관계를 대응시키는 사상 단계(mapping)이다. 사상 단계에서 사

람들은 표면적 유사성보다 구조적 유사성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경향이 있

는데, 이러한 경향은 체계성의 원리에 의해 설명된다. 체계성의 원리

(systematicity principle)란 사람들이 일차적인 관계보다는 고차적인 제약 

관계에 의하여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더 높은 차원의 관계 체계들을 사

상하기를 선호한다는 원리이다(Gentner, 1983, p. 163). 사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반문제에서 표면적 속성들을 제거하고 관계만을 남겨 두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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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이때 어떤 관계들을 유지할지 결정하는 과정은 체계성의 원리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Gentner, 1983; 1989). 이에 따라 유추 과정에서는 일

관적이고 인과적인 서술을 암묵적으로 선호하게 된다. 사상 단계를 마치고 

나면 해결했던 문제의 해법을 새로운 문제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적합 단

계(adaptation)를 지나게 되고, 적합 단계를 마친 후에는 새로운 문제를 해

결함으로써 새로운 규칙을 획득하거나 기존의 개념적 표상을 수정하게 되

는 도식 형성 단계(learning)를 지나게 된다.

이와 같은 단계로 이루어지는 문제유추가 항상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문제유추에 대한 초기 연구이자 대표적인 연구인 Gick과 

Holyoak(1980)에서는 같은 해법을 공유하고 있는 문제인 요새 문제21)와 방

사선 문제22)를 각각 기반문제와 목표문제로 사용하면서, 참여자들이 목표

문제를 해결할 때 유추에 의해 기반문제의 해법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

보았다. 유추를 사용하여 목표문제인 방사선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반문제인 요새 문제의 관계적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방사선 문

제로 대응시킬 수 있어야 했다. 연구 결과, 기반문제가 제시되지 않았을 때 

목표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참여자는 10%도 되지 않았으나, 기반문제와 

기반문제의 해법이 제시되고 이를 사용하라는 힌트가 제공되었을 때에는 

참여자의 75%가 목표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해법이 주어지지 않

은 채 기반문제만 제시된 경우 참여자의 50%가 기반문제의 해법을 찾아냈

21) 요새 문제와 이에 대한 해법은 각각 다음과 같다. 한 독재자가 요새 안에 둘러싸인 작
은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다. 모반을 꾀한 장군은 요새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군대 
전체가 공격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독재자가 심어놓은 지뢰 때문에 한 번에 
공격을 할 수는 없었다. 이에 장군은 군대를 작은 무리로 나누었고, 각 무리가 요새까지 
다른 길로 행진하도록 하여 결국 요새를 점령할 수 있었다. 

22) Duncker(1945)의 방사선 문제와 이에 대한 가능한 해법은 각각 다음과 같다. 한 의사는 
악성종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방사선 치료를 하고자 한다. 높은 
강도의 방사선을 사용하면 종양은 파괴되지만, 종양에 이르는 과정에서 건강한 조직들
도 함께 파괴될 수 있다. 낮은 강도의 방사선을 사용하면 건강한 조직에 해를 입히지는 
않지만, 종양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와 같은 경우 건강한 조직에는 해를 입
히지 않으면서 종양을 성공적으로 파괴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앞서 제시한 요새 문제와의 
대응을 통해 찾아낼 수 있다. 즉, 장군을 의사에, 요새를 종양에, 군대를 광선에 각각 대
응시켜 생각했을 때 가능한 해법 중 하나는 건강한 조직을 지나가는 동안에는 빛의 강
도를 줄이고, 종양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빛의 강도를 늘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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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중 41%가 목표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Gick & Holyoak, 1980). 이

와 같은 결과는 기반문제 혹은 기반문제에 대한 해법이 주어지지 않는 경

우 문제유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유추가 구조적 정보의 전이를 의미하게 됨

에 따라 유추의 대상이 문제로 확장되었으며 문제유추에 대한 논의가 가능

해졌다. 그동안 유추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문제해결의 측면에서 문제유추

를 다루고 있었으나 문제유추는 문제해결에서 뿐만 아니라 문제생성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문제해결에 주목하는 문제유추에서는 해결해야 하

는 목표문제가 주어지고, 이와 구조적(관계적) 유사성을 가지면서 유추자가 

이미 학습한 기반문제의 관계적 구조를 목표문제로 사상하도록 한다. 단, 

이때에는 문제해결자가 목표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반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생성에 주목하는 문

제유추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하나의 문제(이하 원문제)가 주어지며, 원문제

의 관계적 구조를 문제유추자가 스스로 파악해야 한다. 또한 스스로 파악

한 원문제의 관계적 구조를 새로운 문제에 전이시켜 원문제와 구조적(관계

적) 유사성을 유지하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고, 스스로 만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문제를 기반으로 문제유추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 문제를 ‘생성문제’라고 부르고자 한다.23) 그리고 문제생성에 

주목하는 문제유추를 ‘원문제에 내재된 관계적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바

탕으로 새로운 생성문제를 만들고 해결하는 활동’으로 정의하며, 수학 문

제를 원문제로 하는 문제유추를 ‘수학 문제유추’라고 지칭하고자 한다.

23) 문제생성에 주목하는 문제유추에서 문제의 종류를 원문제와 생성문제로 구분한 것은 
문제해결에 주목하는 문제유추에서 문제의 종류를 기반문제와 목표문제로 구분하고 있
는 것과 유사하다. 문제해결에 주목하는 문제유추에서 기반문제는 문제유추자가 이미 
해법을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문제유추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목표문제 뿐
이다. 그러나 문제생성에 주목하는 문제유추에서는 원문제 그리고 원문제를 기반으로 
만들어낸 생성문제 모두 문제유추자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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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학 문제유추에 의한 관계적 구조의 학습 관점

수학 문제유추는 수학 문제에 내재된 관계적 구조를 학습할 수 있는 도

구이다. 본 절에서는 수학 문제유추를 사용한 관계적 구조의 학습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으로 Actor-Oriented-Transfer 관점(이하, AOT 관

점)과 Relational Frame Theory 관점(이하, RFT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각 관점은 학교수학에서 다루는 소박한 의미의 관계적 구조에 주목하고 이

를 학습하게 하는 관점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수학 문제유추를 

통해 관계적 구조를 지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의 측면에서는 서로 다른 시사

점을 가진다.

2.2.1. AOT 관점

일반적으로 학습의 전이(transfer)란 “이전의 학습(훈련)이 다음의 수행

(학습, 훈련)에 미치는 효과”(김영채, 1995, p. 488)를 의미한다.24) 전이에 

대한 고전적 관점 중 하나인 동일요소 이론을 주장한 Thorndike는 학습 경

험 사이에 구체적이면서 동일한 요소들의 공통집합이 존재하는 경우에 전

이가 발생한다고 본다(Haskell, 2001, p. 80). 또한 정보처리 이론에서는 전

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표상 형성이 필요하며, 초기 학습 상

황과 전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구성하는 표상이 동일하거나, 구조적으로 관

련될 때 전이가 이루어진다고 본다(Lobato, 2012, p. 233). 이와 같은 전이

에 대한 고전적 이론들은 학습 상황과 전이 상황이라는 두 상황을 동일하

게 간주할 수 있게 하는 불변성(invariance)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동일요

소 이론에서는 물리적 환경의 표면적 특징을 불변성의 원천으로 간주하고 

24) 전이 연구들에서는 학습(learning)과 전이(transfer)를 구분하고 있다. 학습이 동일한 과
제를 반복하여 수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전이는 상이한 두 과제를 사용할 때 이
루어지는 것이다(김영채, 1995, p. 488). 그러나 일부 연구자(예를 들어, Gick & Holyoak, 
1987)들은 학습과 전이를 거의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전이에 대한 관점을 학습에 대한 관점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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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정보처리 이론에서는 기호적 정신 표상이 불변성의 원천이라고 본

다(Lobato, 1996). 그러나 Lobato(2003; 2008; 2012)는 전이에 대한 고전적 

관점을 재해석하면서 전이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Actor-Oriented-Transfer(이하, AOT)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전이에 대한 

고전적 관점과 AOT 관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25)

전이에 대한 고전적 관점에서는 전이를 새로운 문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전 상황에서 학습한 지식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

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전적 관점에서는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한 학습

자의 수행에서 전이의 성공 여부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 원리나 전

략 등을 관찰자나 연구자가 미리 설정해 놓는다. 그리고 관찰자가 구조적

으로 유사하다고 간주한 과제에서 학습자 역시 관찰자가 보았던 유사성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에 주목하며, 전이의 성공 여부는 관찰자에 의해 판

단된다. 따라서 전이에 대한 고전적 관점은 관찰자 혹은 전문가 관점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전이에 대한 고전적 관점과 다르게 AOT 관점에서는 전이를 ‘학습의 

일반화’로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전이는 학습 경험들의 일반화이

다. AOT 관점에서는 학습의 일반화가 유사성 만들기(similarity making)를 

통해 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26) AOT 관점을 따르는 연구자는 학습자가 

새로운 문제가 제시된 상황을 자신의 경험들과 어떻게 연결하고 일반화하

는지, 이전 경험이 새로운 상황에서의 학습자의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에 주목한다.

고전적 관점이 관찰자 관점인 것과 다르게 AOT 관점은 행위자(actor) 관

점으로 간주된다. AOT 관점에서는 관찰자(연구자)가 미리 정해놓은 특정 

목표에 따른 전이 여부를 평가하지 않으며, 전이 상황에서 그들의 활동을 

25) 전이에 대한 고전적 관점과 AOT 관점에 대한 비교는 Lobato(2003; 2008; 2012)를 정리
한 것이다.

26) AOT 관점에서는 학습의 일반화가 유사성 만들기 외에도 때때로 차이를 만들어 내거나 
상황을 수정하는 방법으로도 이루어진다고 본다.



- 33 -

결정하게 된 학습자의 사전 경험이 무엇이었는지를 탐색하는 데 주목한다. 

따라서 행위자 관점인 AOT 관점은 앎(knowing)에 대한 해석적 본성을 강

조하는 관점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여, AOT 관점을 따르는 연구

자는 학습자의 이전 경험에 대한 의미 구성 및 해석에 기반 하여, 학습자 

스스로가 전이 상황을 그들이 이전에 경험한 것의 예시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다소 불완전하게 보이는 학습자의 이해 

방식이나 해석 방식조차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이다. AOT 관점의 이러한 

특징은 전이 상황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의 측면을 간과하고 있는 고전적 

관점과 차이를 나타낸다.

전이에 대한 고전적 관점에서는 전이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전이를 향

상시키는 조건이 무엇인지에 주목한다. 이와 다르게 AOT 관점에서는 어떠

한 유사성 관계들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떠한 환경들로 인해 이러한 

유사성 관계들이 만들어졌는지에 주목한다. 또한 전이에 대한 고전적 관점

에서는 구조적 특징은 공유하고 있으나 표면적 특징이 다른 과제들을 사용

하면서 과제의 맥락을 구조적 정보와는 관계없는 표면적 특징으로 취급하

고 있다. 그러나 AOT의 관점에서는 표면적 특징으로 간주되는 맥락도 학

생들에게는 구조적 복잡성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임을 인정한다.

AOT 관점에서는 전이 상황에 대한 학습자들의 구성물에 주목하며, 전이

해야 하는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하여 문제해결자가 어떻게 추론하고 있는

지를 살피고 그들의 추론에 대한 정보를 탐색한다. 일례로 Lobato와 

Siebert(2002)는 한 학생이 기울기 공식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사로 

상황이 제시된 문제에 기울기 공식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전이에 대한 고전적 관점에 따르면 이 학생은 해법을 전이시키는 데 실패

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AOT 관점에서는 전이의 성공 여부에 주목하기보다 

이 학생의 수행을 의미 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그 결과 연구자들은 기울기

에 대한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학생이 새로운 상황에 포함되는 다

양한 양적 관계들에 대한 이해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겪고 있음을 보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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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이와 같은 학생의 재구성 과정이 바로 이전 경험과 새로운 상황을 

연결하는 유사성 만들기(similarity making) 과정인 것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전이에 대한 고전적 관점과 AOT 관점을 정리하면 <표 Ⅱ-1>과 같다. 

차원 고전적 관점 AOT 관점

정의 
하나의 상황에서 학습한 지식을 

다른 상황으로 적용하는 것

학습의 일반화:

유사성 만들기(similarity making)

가 중요(차이 구성하기와 상황 

개선하기도 가능)

관점 관찰자(전문가) 관점 행위자(학습자) 관점

연구 

방법

학습 과제와 전이 과제간의 향상

된 수행을 확인하기 위한 경험적 

방법

현재 활동에 대한 이전 활동의 

영향 찾기

행위자가 어떻게 상황들이 유사

하다고 해석하는지 찾기

연구 

문제

전이가 이루어졌는가?

전이 향상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

가? 

어떠한 유사성 관계가 만들어지

는가? 

유사성 관계들이 환경에 의해 어

떻게 지원되는가?

표면 / 

구조

표면적 특징은 다르지만 구조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학습 과제

와 전이 과제

전문가에게 표면적 특징으로 여

겨지는 것이 학습자에게는 구조

적으로 복잡성을 가지는 것임을 

인정함

<표 Ⅱ-1> 전이에 대한 관점 비교(Lobato, 20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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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 관점인 AOT 관점을 수학 문제유추에 의한 관계적 구조의 학습 

관점으로 택하는 경우, 관계적 구조에 대한 학습은 수학 문제유추 과정에

서 교사의 개입이 축소된 채 학생들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이전 경험들을 바탕으로 수학 문제유추를 해

나가게 되는 것이다.

수학 문제유추에서는 학생 스스로가 인식한 원문제에 내재된 관계적 구

조에 기반하여 생성문제를 만들어야 하므로 학생들이 관계적 구조를 어떻

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생성문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AOT 관점

에 따르면 원문제에 내재된 관계적 구조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불완전하게 

인식한 학생들이 만들어낸 생성문제도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학습 경험을 

일반화해가면서 만들어낸 문제로 인정될 수 있다. 비록 학생들이 만들어낸 

생성문제들이 원문제와 구조적(관계적) 유사성을 갖지 않거나 다소 오류가 

있는 문제일지라도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구성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것

이다. 

한편 수학 문제유추에서는 원문제에 내재된 관계적 구조에서 어떠한 측

면에 주목하여 생성문제를 만들었는지에 따라 생성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관계적 구조를 인식한 학생들 사이에서도 그들이 만들어낸 생성문

제에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AOT 관점을 따르는 수학 문제유추에서

는 이러한 학생들의 다양한 접근들을 모두 인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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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RFT 관점

수학 문제유추를 활용한 관계적 구조의 학습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은 관

계적 프레임 이론(Relational Frame Theory)에 따른 관점이다. 심리학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학습에 대한 관점은 전통적으로 행동주의 관점과 인지주의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초기의 학습 이론들은 대부분 행동주의 관점을 따

르고 있으며, 이러한 행동주의 관점을 비판하면서 나타난 관점이 인지주의 

관점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동안 분리되어 있었던 행동주의 관점과 인지

주의 관점을 연결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관계적 프레임 이론이 제시된다. 

관계적 프레임 이론은 행동주의 심리학을 재해석하면서 언어와 인지에 대

한 행동 분석적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동주의와 인지주의 관점

을 연결하는 관점이다. 관계적 프레임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

계적 프레임 이론이 기반하고 있는 행동주의 학습 이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서는 행동주의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습 원리들을 간략히 

살펴본 다음, 관계적 프레임 이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2.2.2.1. 행동주의 학습 이론

행동주의(behaviorism)를 창시한 Watson(1913)은 심리학이 과학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행동을 연구해야 한다고 하면

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Hergenhahn & Olson, 2006, p. 66에서 재인용).

행동주의자가 보기에 심리학은 순전히 객관적인 자연과학의 하나의 가지

(branch)이다. 심리학의 이론적 목표는 행동을 예측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내성법은 심리학의 기본적인 방법이 되지 못하며, 이 방법이 제공하는 자

료는 의식에 따라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과학적 가치가 없다. 행동주의자

는 단일한 구도를 가지고 동물연구를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사람과 구

분할 필요가 없다. 인간의 행동은 세련되고 복합적이지만, 그것은 행동주

의자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연구 구도의 한 부분을 이룰 뿐이다

(Watson, 1913, p.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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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son으로부터 촉발된 행동주의를 지지하는 초기 행동주의자들은 기본

적으로 다음과 같은 가정을 공유하고 있다(Ormrod, 2009, pp. 48-50). 첫째, 

학습은 행동의 변화를 수반한다는 것이다. 행동주의자들은 학습이 일어났

다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행위에 반영된 것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사람의 행동에 변화가 없으면 학습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전

혀 없다고 보았다. 둘째, 학습 연구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탐구 방법을 통

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행동주의자들은 객관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환경 내의 자극과 그 자극에 대한 유기체의 반응에 주목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인간과 동물은 유사한 방식으로 학습한다는 것이

다. 행동주의자들은 학습 원리가 여러 행동뿐만 아니라 여러 동물 종에 똑

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넷째, 학습이란 환경적 사건

(environmental events)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들은 학습 대신 조건형성

(condition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유기체들이 환경적 사

건에 의해 특정 행동을 하게 되는 조건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 행동주의의 학습 원리는 Pavlov가 제시한 고전적 조건형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Hergenhahn & Olson, 2006, pp. 252-253). 고전적 조건형성

(classical conditioning)27)이란 처음에는 중성이었던 자극(조건 자극)을 무조

건 자극과 반복적으로 짝짓는 절차이다. 무조건 자극(unconditioned 

stimulus)이란 유기체로부터 자연적이고 자동적인 반응, 즉 무조건 반응

(unconditioned response)을 인출해내는 자극이며, 조건 자극(conditioned 

stimulus)이란 유기체로부터 자연적이고 자동적인 반응을 인출하지 않는 중

성 자극이다28). 무조건 자극, 무조건 반응, 조건 자극이 일정한 방식으로 

혼합될 때, 조건 반응(conditioned response)이 일어나게 되는데, 조건 반응

을 생성해내기 위해서는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이 여러 번 제시되어야 

하고, 조건 자극이 먼저 제시된 다음에 무조건 자극이 제시되어야 한다. 무

27) 고전적 조건형성은 파블로프식 조건형성(Pavlovian conditioning) 혹은 반응적 조건형성
(respondent conditioning)이라고도 부른다. 

28) 엄격히 말하자면 중성 자극이 무조건 자극과 짝지어진 후에 조건 자극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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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자극을 통해 항상 무조건 반응이 나타나므로 이후에는 조건 자극만 

제시해도 무조건 반응과 비슷한 반응, 즉 조건 반응을 인출시킬 수 있게 

된다. 이는 어떠한 자극이라도 무조건 자극에 규칙적으로 선행하기만 하면 

조건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전적 조건형성에서의 조건 반응은 자동적인 것이므로 유기체는 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Skinner는 어떤 행동이 그 결과에 따라 더 

강해지거나 더 약해지도록 만든 절차인 조작적 조건형성(operant 

conditioning)29)(Chance, 2014, p. 515)에서 학습된 반응은 유기체에 의해 완

전히 통제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Skinner는 다음과 같

이 조작적 조건형성의 기본 원리를 제시하였다(Ormrod, 2009, pp. 74-77). 

강화물(바로 직전의 반응 빈도를 증가시키는 자극이나 사건)을 수반하는 

반응은 강화(강화물을 반응에 수반시키는 행위)를 받아 다시 일어날 확률

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조작적 조건형성이 일어나기 위해 강화물은 반응 

다음에 와야 하고, 강화물은 즉시 뒤따라 와야 하며, 강화물은 원하는 반응

이 일어났을 때만 제시되어야 한다. 강화 받은 반응은 빈도가 증가하게 되

는데, 반응의 증가는 행동의 변화이기 때문에 강화는 학습을 일으킨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고전적 조건형성과 조작적 조건형성의 중요한 차이는 행동의 역할과 관

련된다. 조작적 조건형성에서는 보통 중요한 환경적 사건이 행동 수행에 

의존하지만, 고전적 조건형성에서는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이 행동과는 독

립적이다. 다시 말하여, 고전적 조건형성에서는 어떤 사건(무조건 자극)이 

또 다른 사건(조건 자극)에 수반되는 반면에 조작적 조건형성에서는 어떤 

자극(강화 혹은 벌)이 행동에 수반되는 것이다(Chance, 2014, p. 183).

학습에 대한 초기 행동주의적 접근은 행동치료 등에 적용되었으나, 몇 

가지 한계점이 지적되었다. 행동 분석의 가장 큰 한계점으로 지적된 것은 

인간이 아닌 유기체들을 대상으로 확인한 기본 행동적 원리들로는 인간의 

29) 조작적 조건형성은 도구적 조건형성(instrumental conditioning)이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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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와 인지의 생성력(generativity) 및 복잡성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Barnes-Holmes, Barnes-Holmes, McHugh, & Hayes, 2004, p. 359). 따라서 

행동 분석적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인간의 언어와 인지에 대한 폭넓은 설명

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게 된다.

2.2.2.2. 관계적 프레임 이론

관계적 프레임 이론은 Skinner의 행동주의 심리학을 기반으로 하면서 언

어와 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행동 분석적 이론이다. 관계적 프레임 이론의 

철학적 기반은 과학철학의 일종인 기능적 맥락주의(functional 

contextualism)다(Hayes, Blackledge, & Barnes-Holmes, 2001). 기능적 맥락

주의를 철학적 기반으로 하고 있는 행동 분석가들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

는 과거와 현재의 맥락들을 탐구하여 다양한 상황 속에서 심리적 사건들을 

예측하고 이를 변화시키는데 유용한 분석적 개념들과 규칙들을 개발하고자 

한다(Fox, 2008, p. 14). 또한 환경 내에서 조작 가능한 변수들이 무엇인지

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타인이 한 개인의 심리적 사건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그 개인의 행동의 맥락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Fox, 2006, 

p. 16).30)

기능적 맥락주의를 철학적 기반으로 삼는 관계적 프레임 이론에서는 파

생된 자극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파생된 자극 관계

(derived stimulus relations)란 직접적으로 훈련(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파

생되는 여러 자극들 간의 관계를 의미한다(Hayes, Blackledge et al., 2001). 

파생된 자극 관계를 통해 사람과 사람이 아닌 유기체의 차이를 알 수 있

다. 예를 들어, 개에게 ‘과자’라는 단어를 들려준 다음 음식을 주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면 나중에 개는 ‘과자’라는 단어를 듣기만 해도 

30) 여기서 맥락이란 물리적, 사회적, 생물학적, 문화적 특징들을 포함하여 사건이 발생하는 
현재의 상황이나 환경, 즉 개인의 학습 경험(learning history) 및 개인이 자신의 환경과 
상호작용한 역사를 의미한다(Fox, 2005). 따라서 행동 분석가들은 심리적 사건들의 발생
에 영향을 주는 조작 가능한 환경의 측면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Fox, 2006,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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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을 흘리며 좋아하게 된다. 고전적 조건형성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중성 자극이었던 ‘과자’라는 단어가 무조건 자극인 음식과 연결되어 조

건 자극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개가 음식을 다 먹은 다음

에 ‘과자’라는 단어 들려주기를 지속적으로 반복한 다음, 음식을 보여주

지 않은 채 ‘과자’라는 단어를 들려주면 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

는다. 개는 자신에게 중요한 심리적 사건(음식)이 시작됨을 예측하게 하는 

중성 사건(‘과자’라는 단어)은 쉽게 학습할 수 있지만, 중요한 사건 다음

에 나타나는 중성 사건은 학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Barnes-Holmes et al., 

2004, p. 359). 그러나 사람에게 음식을 다 먹은 다음에 ‘과자’라는 단어

를 지속적으로 들려주게 되면, 사람은 ‘과자’라는 단어를 듣기만 해도 

음식이 나올 것을 기대하게 된다. 개와 다르게 사람은 자신에게 중요한 심

리적 사건들보다 중성 사건이 나중에 제시된다고 하더라도 중성 사건을 중

요한 심리적 사건과 쉽게 연관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Barnes-Holmes et 

al., 2004, p. 359).

관계적 프레임 이론에서는 이와 같이 자극들 혹은 사건들 간의 파생된 

관계가 인간의 언어와 인지에서 핵심이라고 간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파생

된 자극 관계가 학습된 행동이라고 주장한다(Hayes, Fox, Gifford, Wilson, 

Barnes-Holmes, & Healy, 2001, p. 22). 그리고 ‘관계적 프레임’이라는 

개념을 통해 파생된 자극 관계들이 어떻게 학습된 행동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관계적 프레임(relational frame)이란 “맥락적으로 통제된 성질

을 가지는 임의적으로 적용가능한 관계적 반응(arbitrarily applicable 

relational responding)의 특수한 류(class)”(Hayes, Fox et al., 2001, p. 33)

이다. 관계적 반응(relational responding)이란 다른 자극과의 관계를 바탕으

로 하나의 자극에 반응하는 것이며, 임의적으로 적용가능한 관계적 반응이

란 관련된 사건들의 형식적 속성이나 비임의적 속성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맥락적 단서들에 의해 반응하게 되는 것이다(Fox, 2005).

예를 들어, 한 학생에게 10원짜리 동전과 50원짜리 동전 중에서 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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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을 고르라고 했을 때(10원짜리 동전이 50원짜리 보다 물리적 크기가 

더 크다고 하자), 학생이 10원짜리 동전을 고르는 반응은 동전의 실제 크

기라는 비임의적인 속성에 의해 통제된 관계적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러나 물리적으로는 10원짜리 동전보다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더 큰 

것으로 50원짜리 동전을 선택하게 되는 반응은 동전의 물리적 크기가 아닌 

학생이 속한 언어 공동체에서 얻어진 임의적 관계가 적용되어 나타난 반응

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관계적 반응이 추상화되고 관계적 사건 그 자

체가 아니라 완전히 관습적인 맥락적 단서에 의해 통제를 받게 되는 관계

적 반응이 바로 임의적으로 적용가능한 관계적 반응이다.

관계적 프레임의 특징은 상호 수반(mutual entailment)과 결합적 수반

(combinatorial entailment)을 가진다는 것이다(Fox, 2005). 상호 수반이란 예

를 들어, A에서 B라는 관계에 대한 반응은 B에서 A라는 관계에 대한 반응

을 수반한다는 것으로 자극들의 관계가 양방향적임을 나타낸다. 그리고 결

합적 수반이란 예를 들어, A와 B의 관계와 C와 B의 관계라는 두 관계의 

결합에 대한 반응은 A와 C의 관계라는 다른 관계에 대한 반응을 수반한다

는 것으로, 둘 혹은 둘 이상의 자극 관계들이 혼합되어 파생된 자극 관계

를 나타낸다. 관계적 프레임이 상호 수반과 결합적 수반이라는 특징을 가

진다는 것은 관계적 프레임 내에서 상호적, 결합적으로 수반된 관계적 반

응들이 특정 맥락적 단서들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관계적 프레임은 자극 기능의 변환(transformation of stimulus 

function)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자극 기능의 변환이란 한 자극이 가지는 

기능은 이 자극이 다른 자극들과 어떻게 관련되었는지를 기반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Fox, 2005). 관계적 프레임은 명사형으로 표현되어 있기

는 하지만 관계적으로 프레이밍(framing)하는 행동(action)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Hayes, Fox et al., 2001, p. 34).

관계적 프레임 이론에서는 수반된 자극의 고유한 특징과 관련 없이 맥

락에 의해 결정되는 포괄적인 인지 기술인 관계적 프레이밍의 훈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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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Barnes-Holmes, Barnes-Holmes, & Cullinan, 2001, p. 183). 그리고 이

를 위해 올바른 반응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관계적 기능을 확립시킬 수 

있는 경험, 즉 다중 반응 훈련(multiple exemplar training)이 필요하다고 본

다. 다중 반응 훈련이란 관계적 반응이 맥락적 단서의 통제 아래 놓이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진 맥락 안에서 반응하고 각 반응의 결과들을 경험해보

는 다양한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Fox, 2005). 이때 다중 반응 훈련에

서 중요한 것은 강화를 얻는 조건, 즉 동일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

한 반응의 종류들은 동일해야 하지만, 강화를 얻는 조건과 관련 없는 속성

들은 다양하게 변화시켜도 된다는 점이다(Hayes, Fox et al., 2001, pp. 

25-26). 이와 같은 다중 반응 훈련이 관계적 프레이밍의 발달에 미치는 역

할을 탐구한 연구들(Barnes-Holmes, Barnes-Holmes, Roche, & Smeets, 

2001a; 2001b)은 매우 적은 수의 예만으로도 이전에 확립되었던 관계적 레

퍼토리가 활성화 될 수 있고, 완전히 없었던 관계적 프레임이 생길 수도 

있음을 밝히고 있다(Barnes-Holmes, Barnes-Holmes, & Cullinan, 2001, p. 

185).

관계적 프레임 이론을 수학 문제유추에 의한 관계적 구조의 학습 관점

으로 택하는 경우(RFT 관점) 수학 문제유추 활동 자체가 가지는 의의가 잘 

드러날 수 있다. 수학 문제유추를 수행할 때 수학 문제에 내재된 관계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에서의 관계들에 주목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학생들이 이전에 확립해놓은 관계적 프레임을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RFT 관점을 따랐을 때 수학 문제유추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게 된다는 점이다. 학생들의 수학 문제유추 수행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이미 확립해놓은 관계적 프레임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자극이 필요한데, 이러한 자극은 교사에 의해 적극적으로 제

공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교사는 수학 문제유추 과정에서 관계적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특정 관계들에 학생들이 주목하도록 할 수 있으며, 수학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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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유추 수행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함에 따라 학생들의 관계적 프

레임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사의 중재를 통해 학

생들은 관계적 구조를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부가적으로 RFT 관점을 따랐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수학 문제유추

를 통해 새로운 관계적 구조를 학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관계적 프레임 이론에 따르면 직접적으로 학습한 관계들의 

수가 적더라도 이러한 관계들을 바탕으로 관계적 프레이밍을 통해 새로운 

관계들이 파생될 수 있다. 따라서 수학 문제유추를 통해 학습한 원문제의 

관계적 구조를 기반으로 새로운 관계들이 파생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관계적 구조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수

학 문제유추에 의한 관계적 구조 탐구 결과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가능

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31)

3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에 주목하지 않았으나, 이 역시 RFT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
루어져야 하는 측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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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관계적 구조의 지도에서 수학 문제유추의 역할과 방법

Ⅱ장에서는 관계적 구조의 의미를 밝히고, 수학 문제유추에 의해 관계적 

구조를 학습한다는 것의 의미와 더불어 수학 문제유추에 의한 관계적 구조

의 학습 관점을 제시하였다. 수학 문제유추는 관계적 구조를 지도하기 위

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중 하나이므로, 관계적 구조를 지도할 때 고려해

야 하는 수학 문제유추의 여러 측면들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관계적 구조를 지도할 때 수학 문제유추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학 문제유추를 수행하는 방법적 측면들에 대해 밝히

고자 한다. 1절에서는 관계적 구조의 지도에서 수학 문제유추의 역할을 제

시하고, 2절에서는 관계적 구조를 지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수학 문제유

추의 방법을 제시한다.

1. 수학 문제유추의 역할

앞서 관계적 구조를 학습한다는 것은 관계적 구조에 대한 조작을 구성

하는 것, 다시 말하여 관계적 구조를 조작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관계적 구

조는 문제에 드러나 있는 표면적 정보들의 이면에 있는 것이므로 관계적 

구조를 조작하는 과정은 추상화와 일반화 과정과 관련된다. 또한 관계적 

구조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관계적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가

지고 있는 여러 수학적 성질들을 추측하게 되므로, 관계적 구조를 지도할 

때에는 학생들의 추상화와 일반화 과정과 더불어 추측하기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본 절에서는 관계적 구조의 지도에서 추상화와 일반화 그리고 추

측하기 등과 같은 고등 수학적 사고와 수학 문제유추와의 관련성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적 구조의 지도에서 수학 문제유추의 역할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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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추상화와 일반화

하나의 수학 문제가 주어졌을 때 주어진 문제에 제시된 표면적 정보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문제의 관계적 구조를 파악할 수 없다. 관계적 구조

는 문제의 표면적 정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의 이면

에 내재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학 문제에 내재된 관계적 구조

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문제의 표면적 정보가 아닌 문제의 이면에 

담긴 관계적 구조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이 관계적 구조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동일한 관계적 구조가 내재되어 있으나 문제의 맥락 등의 

표면적 정보가 서로 다른 문제들을 제공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Sriraman, Haavold, & Lee, 2013). 예를 들어, Sriraman(2004)은 비둘기집의 

원리를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맥락을 가지는 네 개의 문제

를 한 학생에게 제시한 다음 문제들을 해결해보도록 하였다. 학생은 문제

들을 해결하면서 네 개의 문제들이 모두 비둘기집의 원리로 해결될 수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비둘기집의 원리로 해결되는 것이 네 문제들 사이

의 유사성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비둘기집의 원리라는 동일

한 관계적 구조가 내재되어 있으나 서로 다른 맥락을 가지는 문제들을 해

결해보는 경험을 통해 문제들에 내재된 관계적 구조를 추상화, 일반화해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Sriraman 외(2013)는 추상화란 “주어진 수학 문제에서 구조적 혹은 관

계적 속성들을 인지하는 활동”(p. 218) 이라고 하였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에 내재된 구조적(관계적) 속성을 추상화할 수 있는 것과 마

찬가지로 동일한 혹은 유사한 관계적 구조가 내재된 또 다른 문제들을 만

들어내는 과정에서도 추상화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문제를 만

들기 위해서는 주어진 문제의 관계적 구조를 인식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

서 추상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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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chelmore와 White(1995)는 추상화의 종류를 추상-일반

(abstract-general) 개념(관계)과 추상-분리(abstract-apart) 개념(관계)으로 

구분하고 있다. 추상-분리 개념(관계)이란 구체적인 대상들과 연결되지 않

고 개별 맥락들과 분리되어, 각 맥락에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맥

락의 관점에서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이다. 이와 다르게 추상-일반 개념

(관계)이란 각 맥락과 연결되고 맥락들에 일반적인 것이며, 유사한 다양한 

맥락들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공통의 성질을 추상화하고 다양한 맥락

들에서의 유사성을 인식한 결과를 통해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Mitchelmore와 White(1995)는 대수 기호로 표현된 일차방정

식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나 다른 맥락으로 제시된 일차방정식 문제는 해

결하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 일차방정식에 대한 추상-분리 개념(관계)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학생과 다르게 실

생활 문제에서도 일차방정식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생의 경

우에는 일차방정식에 대한 추상-일반 개념(관계)을 가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일차방정식을 사용하여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학생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수적 지식을 일차방정식으로 해결되는 맥락

과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Mitchelmore & White, 1995). 

Mitchelmore와 White(1995)가 제시한 추상-일반 개념(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추상화와 일반화는 서로 관련된다. 일반화란 일반적으로 

특수한 것들로부터 이들의 전체 류에서 성립하는 성질이나 관계들을 찾는 

과정으로 설명된다(Davydov, 1990; Krutetskii, 1976; Mason, Burton, & 

Stacey, 2010; Polya, 1954). 일반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어진 각 예들

의 내적 연결성을 확인하기 위해 보다 깊은 구조적 유사성을 고려해야 한

다(Davydov, 1990). 이러한 일반화의 의미를 수학 문제를 다루는 경우에 적

용하면 일반화란 개별 문제에서의 구조적(관계적) 속성들에 대한 추상화를 

기반으로, 추상화된 집합들에서의 공통 속성을 탐색하는 과정(Sriraman et 

al., 2013, p. 218)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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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iraman 외(2013)가 제시하고 있는 추상화와 일반화의 의미에 따라 수

학 문제유추를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수학 문제유추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유추자는 추상화를 통해 원문제의 관계적 구조를 인식하고, 

인식한 관계적 구조를 바탕으로 새로운 생성문제를 만들어야 한다. 수학 

문제유추를 통해 만들어낸 생성문제들과 원문제가 공유하는 추상화된 성질

이 바로 원문제의 관계적 구조가 될 수 있으며 원문제와 여러 생성문제들

이 공유하는 관계적 구조를 파악하는 과정이 바로 일반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학 문제유추 활동을 통해 관계적 구조를 지도할 

때에는 학생들이 원문제의 관계적 구조를 추상화해낼 수 있는지에 주목해

야 한다.

학생들이 원문제의 관계적 구조를 추상-일반 개념(관계)으로 획득했는지 

추상-분리 개념(관계)으로 획득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수학 문

제유추의 결과로 만들어낸 생성문제들이다. 원문제의 관계적 구조를 추상-

일반 개념으로 획득한 학생들은 원문제의 관계적 구조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문제의 관계적 구조를 조작하여 또 다른 맥락을 가지

면서 원문제의 관계적 구조가 내재되어 있는 생성문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

다. 그러나 원문제의 관계적 구조를 추상-분리 개념으로 획득한 학생들은 

원문제의 관계적 구조가 내재되어 있으나 또 다른 맥락을 가지는 생성문제

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학 문제유추는 학생들로 하여금 추상화와 일반화의 경험을 

제공하며, 수학 문제유추의 결과로 만들어진 생성문제들을 통해 학생들의 

추상화와 일반화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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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추측하기

관계적 구조는 학교수학에서 다루는 대상들과 이러한 대상들 사이의 관

계들로 구성된다. 관계적 구조를 특징짓는 것은 학교수학에서의 대상들이 

아니라 대상들 사이의 관계들이며, 이러한 관계들은 대상들 사이에 만족하

는 성질들을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관계적 구조를 지도한다는 것은 관계

적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인 관계들이 만족하는 성질들을 지도한다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관계적 구조를 지도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은, 학생들이 관계적 구조의 

요소인 관계들의 성질을 인식할 수 있는 지이다. 이는 관계들의 성질에 대

한 ‘추측하기’ 과정을 통해 확인된다. 추측하기(conjecturing)란 “참이라

고 간주될 수 있는 것을 의식하고(sensing), 짐작하고(guessing), 참 여부를 

탐색하는 과정”(Mason et al., 2010, p. 59)이다. 관계적 구조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관계적 구조를 구성하는 관계들이 만족할 것으로 예상

되는 성질들을 의식하고, 실제로 관계들이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고 있는지

를 탐색하게 되는데, 이때 추측하기를 경험하게 된다. 

수학에서 추측하기의 중요성은 Lakatos로부터 비롯된다. Lakatos(1976)는 

수학적 지식의 발달은 추측 및 비판에 의한 추측의 끊임없는 개선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며, 추측을 만들어내고 만들어낸 추측을 검증해나가는 

과정에서 수학적 발견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추측하기는 하나

의 추측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든 추측을 검사하고, 

반박하고, 수정하여 또 다른 추측을 만들어내는 순환 과정이라고 볼 수 있

다(Mason et al., 2010). 따라서 관계적 구조를 지도할 때에는 학생들이 관

계적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인 관계들의 성질에 대한 추측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추측을 비판하고, 수정

할 수 있는지 등에 주목해야 한다. 

추측하기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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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하는 것이다(Cañadas et al., 2007; Mason et al., 2010). 예를 들어, 

Euler는 유한방정식의 계수 비교 방법과 이를 통해 얻어낸 근과 계수와의 

관계식을 무한방정식에 그대로 적용하여 제곱수의 역수의 합 







⋯이 


임을 추측하고 증명하였다(Polya, 1954, pp. 95-96). 

Euler는 유추를 통해 추측을 만들어내고 자신이 만들어낸 추측이 참임을 

스스로 밝혀내면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이 외에도 수학의 역사에서 유추를 활용한 추측하기를 통해 새로운 문

제를 생성한 예를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기원전 5세기 경 Chios의 

Hippocrates는 삼대 작도불능문제 중 하나인 주어진 정육면체 부피의 두 

배를 가지는 정육면체의 작도 문제, 즉 정육면체의 배적문제를 두 비례중

항의 작도문제로 환원하였다(Katz, 2009, pp. 40-41).32) Hippocrates 스스로 

배적문제를 어떻게 두 비례중항 문제로 환원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

지는 않았으나(Hughes, 1989, p. 42), 배적문제와 유사하면서도 간단한 문제

인 ‘한 변의 길이가 인 정사각형 넓이의 두 배가 되는 넓이를 가지는 

정사각형을 작도하는 문제’를 생각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Katz, 

2009, p. 40).33) 다시 말하여, 정사각형의 넓이 문제와 관련된 작도문제를 

통해 비례중항 작도문제를 생각하고, 이를 입체도형에 적용하여 배적문제

를 두 비례중항의 작도문제로 환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렇

다면, Hippocrates는 평면에서 만족하는 성질이 공간에서도 만족할 것이라

는 추측을 제기하고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Hippocrates 스스로 자신이 환원한 문제의 두 비례중항을 구하지는 못했지

32) 이와 같이 해결하려는 문제를 해법을 알고 있는 문제로 변환하여 원래의 문제를 해결
하는 방법을 환원법(reduction)이라 한다(Morrow, 1970, p. 167; 김재홍, 2010, pp. 9-10에
서 재인용). 배적문제는 주어진 정육면체와 구하고자 하는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를 

각각 와 라고 두었을 때,  가 되는 를 작도하는 문제로 볼 수 있으며, 
Hippocrates는 이러한 배적문제를           가 되는 와 의 사이에 있는 와 
를 작도하는 문제로 환원한 것이다(Katz, 2009, p. 40).

33) 이 문제는       , 따라서  을 만족시키는 와  사이에 있는 비례중항 
를 작도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Katz, 2009,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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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Katz, 2009, p. 41),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Menaechmus는 원추곡

선을, Diocles는 시소이드곡선(cissoid curve)을 고안하는 등 연구 가치가 있

는 문제들이 생성되었다(김재홍, 2010, p. 12).

Hippocrates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수학 문제를 변형하는 과정에서 

추측하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원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를 바탕으

로 새로운 문제를 생성하도록 하는 수학 문제유추 과정에서 학생들은 추측

하기를 경험할 수 있다. Hippocrates의 예처럼 수학자들이 만들어낸 추측은 

수학의 역사에서 새롭고 가치 있는 지식이 될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수학

적 지식을 생성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학생들이 만들어낸 추측은 

상대적으로 소박할 뿐만 아니라 수학의 역사에서 새로운 지식이 아닌 경우

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자들과 같이 학생들에게도 추측하기 경험

은 중요하게 여겨진다(Cañadas et al., 2007).
학교수학에서 추측하기를 경험하게 하는 과제는 학생들이 관찰 및 구성

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의 사전 지식을 변형하고 스스로 반성하

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Lin, Yang, Lee, Tabach, & Stylianides, 2012). 수

학 문제유추 과제가 주어졌을 때 문제유추자는 원문제에 내재된 관계적 구

조를 파악해야 하므로, 원문제에 제시된 조건들에 주목하고 이러한 조건들

과 관계적 구조와의 관련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게 된다. 또한 자신이 인

식한 원문제의 관계적 구조를 기반으로 새로운 생성문제를 만들어내는 과

정에서 원문제와 관련된 지식이나 문제유추자의 사전 지식을 변형하며 다

양한 추측들을 구성해내게 된다. 이 외에도 문제유추자는 자신이 만들어낸 

생성문제에 내재된 관계적 구조가 무엇인지, 생성문제에 내재된 관계적 구

조와 원문제의 관계적 구조의 관련성이 무엇인지, 생성문제가 수학적으로 

오류가 있지는 않은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추측을 반성하게 된

다. 따라서 관계적 구조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수학 문제유추는 학생들에게 

추측하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수학적 과제인 것이다.

한편 추측하기는 정당화하기(justifying) 혹은 증명하기(proving)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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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Lin et al., 2012; Mason et al., 2010). 추측을 만들어낸 후에는 자신의 

추측을 정당화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Euler는 자신의 추

측을 증명한 사례로 간주할 수 있으며, Hippocrates는 자신의 추측을 증명

하지 못한 사례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Euler도 추측을 제기한 당시에는 

추측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추측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추측을 만들어내고 추측에 대해 반성하는 추측하기 

활동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수학 문제유추에서 추측에 대한 정당화나 증명은 학생들이 생성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생성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서 문제유추자는 추측을 수정할 수 있으며, 추측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새로운 추측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수학 문제유추는 문제

유추자가 지속적으로 추측을 생성하고 정당화하고 다시 추측을 수정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앞 절에서 제시한 추상화와 일반화 그리고 추측하기는 모두 고등 수학

적 사고34)의 일종이다(Rasmussen, Zandieh, King, & Teppo, 2005; Selden & 

Selden, 2005). 수학 문제유추를 활용하여 관계적 구조를 지도할 때 학생들

은 이러한 고등 수학적 사고를 경험할 수 있다. 이는 수학 문제유추가 학

생들로 하여금 고등 수학적 사고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학 문제유추를 지도할 때에는 수학 문제유추를 통해 

학생들이 고등 수학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학생들의 추

상화와 일반화 그리고 추측하기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4) 수학교육에서 논의되는 고등 수학적 사고의 의미는 ‘고등 수학(advanced 
mathematics)’에 주목하는 관점과 ‘고등 사고(advanced thinking)’에 주목하는 관점에 
따라 구분된다(Selden & Selden, 2005). ‘고등 수학’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고등 수학적 
사고란 고등한 수학적 주제를 다루는 사고를 의미한다. 이와 다르게 ‘고등 사고’를 강
조하는 관점에서 고등 수학적 사고란 나이와 학년 수준에 대한 구분 없이 고등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수학적 사고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 수학적 사고’라는 용어
를 ‘고등 사고’를 강조하는 관점에 따른 의미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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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학 문제유추의 방법

본 절에서는 관계적 구조를 지도할 때 고려해야 하는 수학 문제유추의 

방법적 측면을 밝히고자 한다. 관계적 구조를 지도하는 도구로 수학 문제

유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학 문제유추가 지향하는 목표와 수학 문

제유추 과제의 성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학 문제유추 과제에

서 제시되는 원문제와 수학 문제유추를 통해 만들어진 생성문제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 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관계적 구조를 지도함

에 있어 수학 문제유추 과정에서 학생들의 문제유추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제적인 전략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수학 문제

유추의 목표와 성격, 수학 문제유추에서 원문제의 조건과 생성문제의 유형, 

수학 문제유추의 전략을 확인하고자 한다.

2.1. 수학 문제유추의 목표와 성격

수학 문제유추35)는 원문제를 수정하여 재명료화 하는 것이나 새로운 문

제를 만드는 것 모두를 지칭하며, 원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혹은 원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다(Silver, 1994). 어떠한 시점에서 이루어지

든지 원문제의 관계적 구조를 조작하여 생성문제를 만들어 낸다는 점은 공

통적이지만, 각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수학 문제유추 활동이 지향하는 목표

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35) 본 절의 내용은 수학교육에서 다루어진 문제생성 관련 연구들을 수학 문제유추의 관점
에서 재해석한 것이다. 수학교육 연구물에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지칭하는 용어
에는 영어로 problem posing(Silver, 1994; Brown & Walter, 1990), problem 
formulation(Gonzales, 1996; Kilpatrick, 1987), problem construction(Bernardo, 2001; Klavir 
& Gorodetsky, 2009), problem modification(Singer & Voica, 2013) 등이 있다. 이중에서도 
문제제기, 문제설정, 문제생성 등으로 번역되는 problem posing이 가장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된다. problem posing을 다루는 대다수의 국내 선행연구들에서는 문제제기, 문제설
정, 문제생성이라는 용어를 거의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problem 
posing을 ‘문제생성’으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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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수행되는 수학 문제유추는 원문제의 해결을 위

해 생성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원문제를 재진술하거나 

재창조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그리고 이러한 수학 문제유추는 문제해결

자의 자발적인 시도나 타인의 도움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Cifarelli(1999)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방정식을 세우지 못한 

수학 교사가 원래의 문제 상황을 다른 문제 상황으로 변환하고 문제를 재

명료화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문

제해결 과정에서 문제해결을 목표로 하는 수학 문제유추 활동이 자연스럽

게 수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외에도 수학 문제해결의 계획 단

계에서 주어진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생각해보도록 하는 Polya(1957)의 발

문은 문제해결을 위해 의도적으로 수학 문제유추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수학 문제유추는 해결한 원문제의 

조건이나 구성요소들을 탐색하고 이를 수정하여 새로운 생성문제들을 만들

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Silver, 1994). 원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원문제를 

바탕으로 새로운 생성문제들을 만들 수 있고, 새로운 생성문제를 만들고 

나면 만들어낸 생성문제를 다시 해결해야 하므로 수학 문제유추는 문제생

성과 문제해결이 상보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

다(Mamona-Downs & Downs, 2005). 문제를 생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 

사이의 상보적 관계는 수학적 탐구 과정에서 자주 확인된다. 예를 들어, 

Cai와 Cifarelli(2005)는 학생들이 수학적 탐구 과정에서 새로운 생성문제를 

만들어 내고, 만든 생성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다른 새로운 문제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답을 반성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학생들의 수행을 바탕으로 Cifarelli와 Cai(2005)는 수학적 탐구 과정

에서는 이해하기, 문제 생성하기, 문제 해결하기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문제를 기반으로 새로운 생성문제를 만들어내고 

만든 생성문제를 해결하며, 또 다시 생성문제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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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수학 문제유추는 관계적 구조를 탐색하는 수학적 탐구 과정에서 나

타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수학 문제유추를 통해 생성문제를 만들 때에는 다양한 요소

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Kontorovich, Koichu, Leikin와 Berman(2012)은 

수학 문제유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로 문제유추자의 ‘적합성에 

대한 생각(considerations of aptness)’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특정 맥락

에서 이루어지는 수학 문제유추 과제가 암묵적 혹은 명시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조건들에 대한 문제유추자의 이해”(Kontorovich et al., 2012, p. 153)

를 의미한다. 주어진 수학 문제유추 과제에서 문제유추자가 적합성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생성문제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므로

(Kontorovich & Koichu, 2014), 문제유추자의 적합성에 대한 생각은 수학 

문제유추를 통해 관계적 구조를 지도할 때 고려해야 하는 측면이 된다.

이때 문제유추자의 적합성에 대한 생각은 수학 문제유추에 의한 관계적 

구조의 학습 관점인 AOT 관점과 RFT 관점 중 어떠한 관점을 따르는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AOT 관점을 따르는 경우에는 학생들의 적합

성에 대한 생각을 인정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생성문제들도 모

두 인정하는 방식으로 관계적 구조를 지도하게 된다. 그러나 RFT 관점을 

따르는 경우에는 수학 문제유추 과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수학 

문제유추의 수행 전략 등과 같은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함에 따라 학생들의 

적합성에 대한 생각 및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생성문제의 다양성을 완화

시키는 방식으로 관계적 구조를 지도하게 된다. 이러한 차이는 수학 문제

유추에 의한 관계적 구조의 학습 관점에 따라 수학 문제유추를 활용하여 

관계적 구조를 지도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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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학 문제유추에서 원문제의 조건과 생성문제의 유형

수학 문제유추는 수학 문제를 다루는 활동이므로, 수학 문제유추를 통해 

관계적 구조를 지도할 때에는 수학 문제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

학 문제유추에서 주목하는 문제의 종류에는 수학 문제유추 과제에서 주어

지는 원문제와 이를 기반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생성문제가 있다. 다음에

서는 그동안 수학 문제해결의 측면에서 다루어진 수학 문제의 의미를 바탕

으로 이와 비교하면서 수학 문제유추에서 제시되는 원문제가 만족해야 하

는 조건과 수학 문제유추의 결과인 생성문제의 유형을 밝히고자 한다.

2.2.1. 원문제의 조건

‘문제’는 영어로 problem이다. problem은 그리스어에서 ‘앞으로’를 

뜻하는 pro와 ‘던지다’를 의미하는 ballein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proballein에서 비롯되었다. proballein이란 ‘앞으로 던져진 것’으로, 해결

을 필요로 하는 무엇인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옥스퍼드 사전에 따르

면 problem의 사전적 의미에는 ‘성취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의미도 있

다. 이는 problem의 한국어 번역인 ‘문제’의 의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문제(問題)는 ‘해답을 요구하는 물음’이

거나 ‘해결하기 어렵거나 난처한 대상 또는 그런 일’이다. 이러한 문제

에 대한 일반적 정의들은 문제가 해결을 필요로 하는 것 혹은 해결하는 사

람에게 어려움을 유발하는 것임을 알려준다. 그러나 어려움이라는 것은 문

제해결자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므로 특정 개인에게 문제인 것이 다른 개인

에게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Schoenfeld(1989)는 수학 ‘문제’를 “문제해결자들이 흥미와 함께 해

법을 찾으려는 바램을 가지고 참여하고, 해법에 도달하는 수단을 쉽게 찾

지 못하는 수학 과제”(pp. 87-88)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한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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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가 문제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그 과제에 내재된 속성이라기보다 한 개

인이 그 과제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에 달려있는 상대적인 것이다. 만

약 문제해결자가 주어진 과제의 해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미 가지고 있다

면 문제해결자에게 이 과제는 문제라기보다 연습문제(exercise)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Schoenfeld, 1985; 1989). Schoenfeld(1985)가 문제를 연습문

제와 구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Krulik과 Rudnick(1984)도 문제를 단

순 질문이나 연습문제와 구분하고 있다. 단순 질문(question)이란 이전에 

학습한 내용을 회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며, 연습문제(exercise)란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훈련하기 위한 과제이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 

질문이나 연습문제와 다르게 암기나 연습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 사고활동

을 필요로 하는 과제이다.

이처럼 수학 문제해결의 맥락에서는 문제해결자와 과제의 관계에 따라 

‘문제’와 ‘문제’가 아닌 과제를 구분하고 있으며, ‘문제’가 아닌 과

제보다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더욱 가치 있는 활동으로 간주한

다. 그러나 수학 문제유추에서는 Schoenfeld(1985)나 Krulick과 

Rudnick(1984)의 관점에서 수학 ‘문제’로 간주되는 것 뿐만 아니라 ‘문

제’가 아닌 과제들도 원문제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원문제에 대한 해법

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수학 문제유추를 통해 원문제에 내재된 관계적 구

조를 더욱 깊이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학 문제유추에서는 원

문제가 수학 ‘문제’인지 여부를 구분하는 것보다 원문제의 구조화 정도

를 구분하는 것에 더 주목하게 된다.

문제의 구조화 정도를 판단하는 준거에는 문제 상태가 명확하게 제시되

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의 투명성 및 해법의 다양성, 해석의 다양성, 실제

성, 해답의 적절성 등이 있다(Jonassen & Hung, 2008). 그리고 이러한 구조

화 정도에 따라 문제의 종류는 구조화된 문제(well-structured problem)와 

구조화되지 않은 문제(ill-structured problem)로 구분된다(Frederiksen, 1984; 

Jonassen, 1997; Simon, 1973).



- 57 -

구조화된 문제에는 문제의 요소들이 모두 제시되어 있고 문제 진술에 

문제의 조건들이 구체화되어 있다. 그리고 제한된 수의 규칙이나 원리를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구조화된 개념과 규칙을 포함하고 있

기에 옳고 수렴되는 해법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구조화되지 않은 문제는 

목표가 불명확하거나 해법이 여러 개이거나 없을 수도 있으며, 해법을 평

가하는 준거가 많아 적절한 해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

다(Jonassen, 1997).

수학 문제유추에서는 원문제의 구조화 정도가 문제유추를 수행하는 과

정 및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구조화되지 않은 원문제에서는 내재된 

관계적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문제유추자의 해석에 따라 관계적 

구조가 다르게 파악되므로 관계적 구조를 확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수학 

문제유추에서는 이와 같은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구조화되지 않은 문제들

에는 주목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학 문제유추를 통해 관계적 구조를 지도

할 때, 수학 문제유추에서 제시되는 원문제는 관계적 구조가 명확히 정의

되어 있는 구조화된 문제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가진다.

2.2.2. 생성문제의 유형

수학 문제를 하나의 과제로 보면, 수학 문제해결에 영향을 주는 과제변

인들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Goldin과 McClintock(1984)은 수학 문제

해결에 영향을 주는 과제변인으로 구문변인, 내용변인, 맥락변인, 구조변

인, 발견적 행위 변인을 제시하고 있다.36) 구문변인이란 과제 진술에 나타

난 단어, 구절, 기호들의 관계와 배열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문제의 길이, 

36) Goldin과 McClintock(1984)이 제시한 과제변인은 Kilpatrick(1978)의 과제변인을 세분화한 
것이다. Kilpatrick(1978)은 수학 문제해결에 영향을 주는 과제변인으로 맥락변인, 구조변
인, 형식변인을 제시하고 있다. 맥락변인이란 문제의 물리적 상황과 함께 문제가 표현된 
언어를 규정짓는 변인이다. 구조변인이란 문제의 내적 수학적 구조를 나타내는 변인으
로 수학 공식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형식변인이란 문제가 제시되는 
방식이나 상태를 기술하는 변인이다. 이하 과제변인에 대한 내용은 Goldin과 
McClintock(1984)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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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문법적 복잡성, 수치 혹은 기호 형태, 질문의 위치나 형식, 자료의 

배열 등을 포함한다. 내용변인은 문제의 텍스트에 제시된 수학적 의미와 

관련된 변인으로, 기하, 대수, 해석, 확률 등과 같은 수학의 내용 영역이나, 

비, 비율, 이항정리 등과 같은 수학적 개념이나 정리를 포함한다. 문제에 

주어진 정보 및 특별한 수학적 의미를 가지는 단어나 구절 혹은 특정 연산

을 지칭하는 언어적 표현도 내용변인 중 하나가 된다. 이와 다르게 맥락변

인은 문제의 텍스트에 제시된 비수학적 의미와 관련되며, 과제를 이해하는 

데 영향을 주는 환경, 배경 등을 지칭한다. 맥락변인에는 문제가 구현된 형

태, 문제 진술에 제시된 비수학적 정보인 언어적 맥락이나 상황, 정보 제시 

방식 등이 포함된다. 구문변인, 내용변인, 맥락변인은 모두 문제 진술에서 

확인되는 변인이다. 

구조변인은 문제 표상의 논리적, 수학적 성질들로 기술되는 변인이다. 

구조변인에서 ‘구조’는 문제의 모든 요소들 간의 수학적 관계와 배열을 

나타내며, 구조변인은 문제해결 알고리즘이나 전략 등으로도 나타날 수 있

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제에는 문제와 문제해결자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발견적 행위 변인이 포함된다. 문제에 따라 요구되는 발견적 행위가 달라

지므로 발견적 행위 변인은 문제 특수적임과 동시에 문제해결자에 의존하

는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수학 문제유추를 사용하여 관계적 구조를 지도할 때 주목하는 과제변인

은 맥락변인, 내용변인, 구조변인이다.37) 원문제의 맥락변인에서의 변화는 

원문제와 생성문제 사이의 표면적 유사성에 영향을 미치며, 원문제의 내용

변인이나 구조변인에서의 변화는 원문제와 생성문제 사이의 구조적(관계

적) 유사성(Gentner, 1989)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맥락변인을 공유하는 원

37) 원문제의 구문변인을 수정하여 만든 생성문제는 원문제와 동일한 관계적 구조를 가지
는 문제지만 관계적 구조를 조작한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Goldin과 
McClintock(1984)은 과제변인 중 하나인 발견적 행위 변인은 이는 문제해결자의 문제해
결에 의존하는 변인이며 앞서 제시한 구문변인, 내용변인, 맥락변인, 구조변인과는 다른 
종류의 변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문변인과 발견적 행위 변인은 수학 
문제유추를 사용하여 관계적 구조를 지도할 때 주목하는 과제변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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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생성문제는 표면적 유사성을 공유하는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으며, 

내용변인이나 구조변인을 공유하는 원문제와 생성문제는 구조적(관계적) 

유사성을 공유하는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생성문제의 특성은 원문제와 생성문제 사이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38) Wickelgren(1995)은 문제들 사이의 관계에 따라 문제의 유형을 

동형문제, 유사문제, 일반화된 문제, 특수화된 문제, 관련되지 않은 문제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동형문제는 원문제에 포함된 관계는 동일하게 가지고 

있으나 제시된 요소의 이름이 다른 문제를 지칭하며(Wickelgren, 1995), 원

문제의 맥락변인을 수정하여 만들 수 있다. 수학 문제에서 맥락변인은 표

면적 유사성과 관련되므로 동형문제는 원문제와 표면적 유사성은 갖지 않

으나 구조적(관계적) 유사성 및 절차적 유사성(Chen, 2002)을 공유하는 문

제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동형문제의 종류는 동형문제들의 표상들 사이를 연결하는 동형사상39)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따라 [그림 Ⅲ-1]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Greer 

& Harel, 1998, p. 12).

38) 수학 문제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Polya(1962)는 문제의 목적
에 따라 수학 문제의 종류를 ‘답을 구하는 문제’와 ‘증명하는 문제’로 구분하고 있
다. 또한 앞서 수학 문제의 의미에 대해 논의한 Schoenfeld(1985)나 Krulik과 
Rudnick(1984)은 수학 과제의 유형을 문제해결에서 요구하는 사고의 종류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수학 문제유추에서 생성문제의 유형은 원문제와의 관계에 의존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 유형 구분과 차이가 있다.

39) Greer와 Harel(1998)은 동형사상을 “주어진 상황들을 다루고 동화(assimilating)시키는 
과정에서 개인에 의해 구성된 정신적 표상의 구성요소”(p. 11)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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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1 S S

모델 2 SS

모델 3

S

S S

[그림 Ⅲ-1] 세 가지 수준의 동형모델

가장 낮은 수준의 동형모델은 표면 수준의 동형사상을 가지는 경우를 

나타내는 모델(모델 1)이다. 원문제에 제시된 상황의 표면적 측면만을 고려

하면서 생성문제를 동형문제로 만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델 1에 해당하는 동형사상을 통해 만들어진 동형문제를 ‘표면 수준의 

동형문제’라고 지칭하고자 한다.

다음 수준의 동형모델은 심층 수준의 동형사상을 가지는 경우를 나타내

는 모델(모델 2)이다. 예를 들어, 동형문제인 문제 1-1과 문제 1-2(Cañadas 
et al., 2007, pp. 66-67)가 주어졌다고 하자. 

문제 1-1.

8명의 사람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각 사람은 모두 다른 사람과 

악수를 나눈다. 본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총 몇 번의 악수를 하

게 되는가?

문제 1-2.

8개의 꼭짓점을 가지는 다각형에서 총 몇 개의 대각선을 그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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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

만약 한 학생이 문제 1-1에서 두 사람이 악수를 한 번 하는 것과 문제 1-2

에서 하나의 대각선을 그리는 것이 같다고 설명하면서, 문제 1-1과 문제 

1-2의 답을 각각  


으로 제시한다면, 이 학생은 모델 2의 동형사상

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본 연구에서는 모델 2에 해당하는 동형사상을 통

해 만들어진 동형문제를 ‘심층 수준의 동형문제’라고 지칭하고자 한다. 

가장 높은 수준의 동형모델은 모델 1과 모델 2와 다르게 두 문제 상황

(S, S)을 포섭하는 다른 새로운 상황(S)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를 나타내

는 모델(모델 3)이다. 이때 새로운 상황 S는 두 상황 간의 동형사상을 매개

해주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동형모델은 상황 S을 상황 S로 추상화한 

다음, 상황 S를 S로 투사함으로써 상황 S를 통해 S과 S를 이해할 수 있

게 되는 경우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문제 1-1의 해법을 하나의 

일반화된 식이나 정리로 만들어낸 다음, 문제 1-2를 자신이 만들어낸 일반

화된 식이나 정리의 예로 생각한다면 이 학생의 동형사상은 모델 3의 동형

모델로 설명된다. 본 연구에서는 모델 3에 해당하는 동형사상을 통해 만들

어진 동형문제를 ‘매개된 동형문제’라고 지칭하고자 한다.

다음은 유사문제이다. 원문제의 유사문제란 원문제에 포함된 일부 요소

들이 다르기 때문에 동형문제는 아니지만 원문제와 구조적 특성이 동일한 

문제를 지칭한다(Wickelgren, 1995). 생성문제가 원문제의 유사문제라면 이 

생성문제는 원문제와 비교했을 때 구성하는 요소의 수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문제의 질적 성질이나 구조적 성질들은 동일한 문제라고 볼 수 있

다. 유사문제의 종류에는 주어진 문제와 ‘동일 난도의 유사문제’, 주어진 

문제보다 ‘단순화된 유사문제’, 주어진 문제보다 ‘복잡화된 유사문제’

가 있다. 유사문제는 원문제의 내용변인이나 구조변인을 수정하여 만들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수정하여 만든 생성문제는 원문제와 구조적(관계적)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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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성을 공유하는 문제가 된다.40)

다음은 일반화된 문제와 특수화된 문제이다. 원문제의 일반화된 문제란 

원문제를 일반화한 문제를 지칭하며, 원문제의 특수화된 문제란 원문제를 

특수화한 문제를 지칭한다. 예를 들어,  이라는 식으로 

해결되는 원문제가 있을 때 의 지수인 를 일반화하여 만든 이라는 

식과 관련된 생성문제는 원문제의 일반화된 문제이다. 반대로 이라는 

식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원문제로 주어졌을 때, 지수 을 하나의 수로 고

정한 문제를 생성문제로 만드는 경우 생성문제는 원문제의 특수화된 문제

가 된다. 생성문제가 원문제의 특수화된 문제인 경우 생성문제는 원문제보

다 단순화된 유사문제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화된 유사문제가 모

두 원문제를 특수화한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Wickelgren, 1995).

마지막으로 원문제와 관련되지 않은 문제란 원문제와 공통 요소를 가지

고 있지 않은 문제를 지칭한다(Wickelgren, 1995). 관련되지 않은 문제는 

원문제의 구조변인을 수정하여 만들 수 있으며, 원문제와 구조적(관계적) 

유사성을 갖지 않는 문제가 된다.

40) 유사문제의 구체적인 예시는 2.3절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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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학 문제유추의 전략

수학 문제유추는 원문제의 관계적 구조를 지도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제

공하는 과제로 구현될 수 있다. 수학 문제유추 과제에서는 원문제를 제시

한 후 원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만들도록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지시는 

다소 모호하여 수학 문제유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다. 따라서 수학 문제유추 과제를 사용하여 관계적 구조를 지도할 때에는 

학생들의 수학 문제유추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공

할 필요가 있다. 

수학 문제유추 활동에서 생성문제를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은 

변화주기(Watson & Mason, 2005)이다. 변화주기(varying)란 원문제에 포함

된 조건들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원문제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를 

‘변화 가능한 차원(dimensions of possible variation)’ (Watson & Mason, 

2005)41)이라 한다. 원문제의 변화 가능한 차원에서 값을 일부 바꾸어 새로

운 생성문제를 만들 때, 생성문제가 원문제의 해법이나 원문제가 담고 있

는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 이 생성문제는 원문제와 구조적으로 

동일한 문제들의 류(類)를 대표하는 예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원문제의 

각 변화 가능한 차원들은 원문제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문제들을 만드는데 

허용될만한 변화의 정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Watson & Mason, 2005).

41) Watson과 Mason(2005)이 제시하고 있는 ‘변화 가능한 차원’이란 Ference 
Marton(Marton & Booth, 1997)이 제시한 ‘변이의 차원(dimensions of variation)’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Marton은 학습에서 변이(variation)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무엇인가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변이를 경험해야 한다. 학습은 변이의 차원들을 다양화
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며, 어떤 변이의 차원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한 차원이 불변하게 
남아있는 동안 다른 차원들이 계속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개념은 변이
의 차원에 대한 경험을 통해 구성된다. 개념은 학습자가 인지(aware) 가능한 변이의 차
원을 포함하는 예시들을 통해 주로 이해된다(Marton & Tsui, 2004). 이와 같은 Marton의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변이를 활용하고 있는 수업의 예를 Lo(20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Lo(2012)에서 교사는 문제의 특성을 불변량으로 보고, 문제가 놓이는(situated/framed) 맥
락과 복잡성을 변화시켰다. 이때 식별된 것은 동일한 방법이 유사한 본성을 가지는 문제
들을 해결하는 데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p. 210). 이와 같이 Marton의 변이 이론은 
과제 및 수업 설계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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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변화 가능한 차원에서 해당하는 값을 허용되는 변화의 정도 내

에서 수정한 생성문제는 원문제와 구조적으로 동일한 혹은 유사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원문제에서 변화 가능한 차원이란 ‘문제에 내재된 혹은 문

제를 관통하는 일반성을 뜻하는 것’(Watson & Mason, 2005, p. 5)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수학 문제유추 활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화주기 

의 종류를 원문제에 조건 추가하기, 원문제의 조건 제거하기, 원문제의 조

건 유지하기로 구분하고 예시와 함께 각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2.3.1. 원문제에 조건 추가하기

원문제에 조건 추가하기 전략이란 원문제에 새로운 요소를 포함하는 것

이다. 예를 들어, 수학 문제유추 과제에서 원문제로 아래의 문제 

2-1(Erdniev & 한인기, 2005, p. 170)이 제시되었다고 하자. 

문제 2-1.

삼각형의 내부점을 지나, 각 변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삼각형 

내부에 속한 각 직선의 선분과 대응하는 변의 비의 합은 얼마인

가?

문제 2-1에 내재된 관계적 구조는 삼각형을 구성하는 세 꼭짓점, 세 변, 내

부점을 지나면서 삼각형 내부에 속하는 세 선분 등의 대상과 더불어 ‘각 

직선의 선분과 대응하는 변이 평행하다’ 등의 관계로 구성된다. 이때 원

문제에 조건 추가하기 전략을 사용하여 관계적 구조에 포함된 요소의 수를 

늘려 생성문제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삼각형을 구성하는 세 꼭짓점에 하나의 꼭짓점을 추가하면 

사면체 관련 생성문제인 문제 2-2(Erdniev & 한인기, 2005, p. 170)를 만들 

수 있다.



- 65 -

문제 2-2.

사면체의 내부점을 지나, 각 모서리에 평행한 직선을 긋는다고 하

자. 사면체 내부에 속한 각 직선의 선분과 대응하는 모서리의 비의 

합은 얼마인가?

꼭짓점이 하나 추가됨에 따라 모서리의 수와 내부점을 지나는 선분의 수도 

각각 늘어났기에, 문제 2-2에서의 관계적 구조는 사면체의 네 꼭짓점, 여섯 

모서리, 내부점을 지나는 사면체 내부에 속하는 여섯 선분 등의 대상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문제 2-1의 관계적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인 ‘각 선분과 

대응하는 모서리가 평행하다’는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어, 생성문제를 원

문제와 동일하게 닮음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문제 2-1(원문제)과 문제 2-2(생성문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원문제

에 조건 추가하기 전략을 통해 만들어진 생성문제들은 원문제의 관계적 구

조를 공유하고 있으나, 원문제보다 다소 관계적 구조가 복잡한 문제가 된

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는 원문제의 ‘복잡화된 유사문제’라고 볼 수 있

는 것이다.

2.3.2. 원문제의 조건 제거하기

원문제의 조건 제거하기 전략이란 원문제에 내재된 관계적 구조의 요소 

중 일부를 제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학 문제유추 과제에서 원문제로 

앞서 제시한 문제 1-2를 제시한 경우, 원문제의 조건 제거하기 전략은 사

면체 내부에 속한 선분의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생성문제는 문제 1-3(Erdniev & 한인기, 2005, p. 168)과 같이 사면체

의 내부점을 사면체의 한 면 위의 점으로 특수화한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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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3.

사면체의 ABCD의 면 ABC의 점을 지나면서 모서리 DA, DB, DC 

(단, DA, DB, DC)에 평행한 직선을 긋자. 사면체 내부에 

속한 직선의 부분을 각각   라 할 때, 








의 값을 구

하여라.

관계적 구조의 요소를 제거함에 따라 사면체 내부에 속하는 선분의 수는 

줄어들었지만 여기서도 여전히 핵심 관계인 ‘각 선분과 대응하는 모서리

가 평행하다’는 관계는 유지되며 닮음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다. 따라서 문제 1-3은 원문제의 ‘단순화된 유사문제’가 된다. 문제 1-2

(원문제)와 문제 1-3(생성문제)에서 생성문제는 원문제의 ‘특수화된 문

제’이자 ‘단순화된 유사문제’가 됨을 알 수 있다.

원문제의 조건 제거하기 전략을 사용한 수학 문제유추와 원문제에 조건 

추가하기 전략을 사용한 수학 문제유추는 상호 역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원문제의 조건 제거하기 전략을 통해 만들어진 생성문제는 원문제에 조건 

추가하기 전략을 통해 다시 원문제와 같이 만들 수 있다. 또한 원문제에 

조건 추가하기 전략을 통해 만들어낸 생성문제는 원문제의 조건 제거하기 

전략을 통해 다시 원문제와 같이 만들어 낼 수 있다.

한편, 원문제의 조건 제거하기 전략은 상대적으로 원문제에 조건 추가하

기 전략보다 다소 쉬운 방법으로 여겨질 수 있다. 조건 추가하기 전략에서

는 원문제의 관계적 구조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요소를 만들어내야 하지

만, 조건 제거하기 전략은 이미 주어진 관계적 구조의 요소들을 다루는 것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건 제거하기 전략을 사용하여 원문제의 관계적 

구조의 요소를 제거할 때에는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다. 예를 들어, 수학 

문제유추 과제에서 아래의 문제 3(Borovcnik & Kapadia, 2014, p. 54)이 원

문제로 주어졌다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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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김 아저씨에게는 두 명의 자녀가 있다. 자녀 중 적어도 한 명은 아

들일 때, 아들이 두 명일 확률을 구하여라.

문제 3에 내재된 관계적 구조는 조건부 확률이라는 개념이다. 따라서 원문

제의 조건 제거하기 전략을 사용할 때에는 조건부 정보와 관련된 수학적 

대상이나 관계를 제거해서는 안 된다. 문제 3에서 “자녀 중 적어도 한 명

은 아들일 때”라는 조건을 제거하여 만든 생성문제는 조건부 확률 문제가 

아닌 확률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조건 제거하기 전략을 사용할 

때에는 원문제의 관계적 구조를 결정짓는 핵심 관계를 제거하지 않도록 주

의해야 한다.

2.3.3. 원문제의 조건 유지하기

원문제의 조건 유지하기 전략이란 원문제의 관계적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원문제의 표면적 정보를 수정하는 것이다. 이때 수정 가능한 표면적 정

보는 원문제의 상황, 즉 맥락이 된다. 원문제의 조건 유지하기 전략을 사용

하여 원문제의 맥락을 수정하여 만든 생성문제는 원문제와 동형문제가 된

다. 예를 들어, 앞서 제시한 문제 1-1이 원문제로 주어진 수학 문제유추 과

제에서 원문제의 조건 유지하기 전략을 사용하여 만든 생성문제는 문제 

1-2와 같이 동일한 해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동형문제가 된다. 앞서 동형

문제의 종류에는 표면 수준의 동형문제, 심층 수준의 동형문제, 매개된 동

형문제가 있다고 하였다(Greer & Harel, 1998). 이 중에서 원문제의 조건 

유지하기 전략을 사용한 수학 문제유추의 결과인 생성문제로는 표면 수준

의 동형문제가 아닌 심층 수준의 동형문제나 매개된 동형문제를 만들어내

야 한다. 표면 수준의 동형문제는 원문제의 관계적 구조를 조작한 문제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로 동형인 두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를 동형으로 인식하는 학생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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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은 동형사상에 대한 학생들의 추론을 파악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으므

로(Greer & Harel, 1998), 생성문제로 동형문제를 만들어낸 경우에는 학생

들의 동형사상에 대한 추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만

든 동형문제의 종류를 알 수 있는 것이다. 

Sriraman 외(2013)는 동일한 원리를 담고 있지만 맥락이 서로 다른 문제

들을 구성하는 것을 문제 배열하기(problem sequencing)라고 하였다. 원문

제의 조건 유지하기 전략을 사용한 수학 문제유추는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 

배열하기를 해나가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때 수학 문제유추의 결

과로 만들어지는 생성문제들은 원문제와 동일한 해법 혹은 원리로 해결될 

수 있는 심층 수준의 동형문제나 매개된 동형문제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다.

지금까지 수학 문제유추 과제를 사용하여 관계적 구조를 지도할 때 학

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세 가지 전략을 원문제에 조건 추가하기, 원문제

의 조건 제거하기, 원문제의 조건 유지하기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전략들은 

수학 문제유추에 대한 학생들의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전략이

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들을 사용하여 만들어낸 생성문제들은 학생들이 스

스로 구성해낸 것이다. 수학 문제유추를 통해 원문제에 내재된 관계적 구

조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생성문제들의 모임을 개인의 ‘문제공간(problem 

space)’이라고 한다면, 관계적 구조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수학 

문제유추 과제는 ‘원문제를 기반으로 개인의 문제공간을 구성하게 하는 

과제’라고 볼 수 있다.



- 69 -

Ⅳ. 수학 문제유추에 의한 관계적 구조의 지도의 실제

이 장은 수학 문제유추에 의한 관계적 구조의 지도의 실제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학 문제유추에 의한 관계적 구조의 지도 방법은 수

학 문제유추에 의한 관계적 구조의 학습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

떠한 관점을 따르는 지에 따라 교사의 중재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Ⅱ장에서 제시한 수학 문제유추에 의한 관계적 구조의 학습 관

점인 AOT 관점과 RFT 관점을 각각 반영하여 교사 중재의 비중과 시점에

서 차이를 가지는 두 가지 유형의 교수실험(Steffe & Thompson, 2000)42)을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

첫 번째 교수실험(이하 교수실험 1)은 AOT 관점을 반영한 수학 문제유

추 수업으로 구성되었다. 행위자 관점인 AOT 관점을 반영한 수업에서는 

행위자인 학생들의 참여가 강조되고 교사의 직접적인 중재가 최소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수실험 1에서의 수학 문제유추 수업은 공적 비평을 활용하

는 수업으로 설계되었다. 그리고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이 만들어낸 생성문

제들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는 공적 비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수업에서 공적 비평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교수실험 1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수학 문제유추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기에 

교사의 중재는 수학 문제유추의 결과인 생성문제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가

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교수실험 1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수학 문제

유추의 전략을 선택하고 선택한 전략을 사용하여 생성문제를 만들어야 했

으며, 수학문제유추의 결과로 나타난 생성문제들에 대한 평가도 스스로 해

야 했다.

42) Steffe와 Thompson(2000)에 따르면 교수실험(teaching experiment)은 연구자가 학생들의 
수학 학습과 추론을 이해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방법이다. 교수실험에서는 
실험을 수행하기에 앞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 가설을 세우고, 일련의 교수 에피소드로 
구성된 교수실험을 통해 이를 검증한다(Steffe & Thompso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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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교수실험(이하 교수실험 2)은 RFT 관점을 반영한 수학 문제유

추 수업으로 구성되었다. RFT 관점을 반영한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관계적 

프레임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자극이 제공되어야 한

다. 따라서 교수실험 2에서의 수학 문제유추 수업은 학생들의 수학 문제유

추 수행에 대한 교사의 직접적인 중재를 강조하는 수업으로 설계되었다. 

교수실험 2에서 교사의 역할은 RFT 관점을 이해하고 있으면서 이를 바탕

으로 학생들의 수학 문제유추 수행을 지원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다시 

말하여, 교수실험 2에서 교사는 수학 문제유추의 전략을 제공할 뿐만 아니

라 학생들의 수학 문제유추 과정에서 학생들의 수행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야 했다. 또한 학생들은 교사의 적극적인 피드백

을 반영하면서 원문제에 대한 생성문제들을 만들어야 했다.

교수실험 1에서는 수업의 주체가 교사였으나 교수실험 2에서는 연구자

였다. 교수실험 1에 참여한 교사는 공적 비평에 의하여 수업하는 것에 익

숙했으므로 무리 없이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관계적 프레임 이

론은 국내 수학교육 연구공동체에 소개된 적이 없고, 수학교사에게도 매우 

생소한 이론이었기에 교수실험 2는 연구자가 직접 수업의 주체로 참여하여 

수행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교수실험 1과 교수실험 2를 비교하면 <표 Ⅳ

-1>과 같다.

교수실험 1 교수실험 2

학습 관점 AOT 관점 RFT 관점

교사 

중재

유형 공적 비평 교사 피드백

시점 생성문제 공유 과정 수학 문제유추 과정

수업 주체 교사 연구자

<표 Ⅳ-1> 교수실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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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수실험 143)

AOT 관점을 반영한 교수실험 1의 목적은 공적 비평에 기반한 수학 문

제유추 활동에 의한 관계적 구조 지도의 실제를 확인하는 것이다. 교수실

험 1을 수행한 방법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1.1. 교수실험 방법

교수실험 1을 수행하기에 앞서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연구 목적에 맞는 

과제를 선정하고 수업을 설계하였다. 그리고 과제 및 수업 설계가 연구 목

적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2014년 10월 중순에 약 3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예비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과제와 수

업 설계를 확정하였다. 교수실험 1은 두 차시의 수업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차시의 수업은 약 3시간씩 진행하였다. 1차시 수업은 2014년 10월 25일에 

수행하였고, 2차시 수업은 2014년 11월 8일에 수행하였다. 수업을 마친 후 

진행된 두 차례의 사후 면담은 각각 2014년 11월 8일과 11월 25일에 수행

하였다.

1.1.1. 연구 참여자

교수실험 1에서는 의도된 표본 추출 방법(Creswell, 2005)을 사용하여 연

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학 문제유추에 의한 관계적 구

조의 지도의 실제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수학적 지식이 풍부

할 뿐만 아니라 추상화와 일반화 능력 및 관계적 구조를 포착하는 능력이 

뛰어난 수학 영재학생(Krutetskii, 1976; Sriraman, 2003; 2004)이 본 연구에 

43) 교수실험 1은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 진행하였다(IRB No. 
1408/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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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로 서울시 소재 A 대학교 소속 

과학영재교육원 수학분과 학생 19명(수업 당시 15세, 중학교 2학년, 남학생 

13명, 여학생 6명)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모두 A 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

서 2014년 3월부터 교수실험에 참여하기 전까지 약 94시간의 교육을 받았

으며, 교육 기간 중 이미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11)에

서 제시하고 있는 확률 내용을 학습하였다. 참여 학생 19명 중 18명은 초

등학교나 중학교 정규 수학 수업시간에 문제를 만들어본 경험을 한 번 이

상 가지고 있었다. 이는 초등학교 6학년 규칙성과 문제해결 영역에 ‘문제

의 조건을 바꾸어 새로운 문제 만들기’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

학교 교육과정에도 문제생성 활동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 2011; 교육인적자원부, 2007). 그러나 19명의 학생 중 17

명의 학생들은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본 경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문제를 

만드는 활동에 친숙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다.

교수실험 1에서의 수업은 수학교육학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 소재 과학영재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경력 10년 이상의 교사가 

진행하였다. 이 교사는 자유로운 토론 형식의 수학 수업을 선호하면서 실

제 자신의 수업에서도 지속적으로 학생과 교사 혹은 학생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또한 수학에서 유추의 역할과 중요

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 뿐만 아니라 수학 문제유추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공적 비평에 기반한 수학 문제유추 수업을 진행하

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수업에 앞서 연구자와 교사는 각 차시의 과제 및 수업 설계에 대한 논

의를 함께하였다. 연구자는 교수실험 1에서 진행되는 수업을 참관하였으며, 

수업 진행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한 경우 교사와 함께 논의하고 그 결과가 

수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자와 교사는 각 차시의 수업에 

대한 회고적 분석(Steffe & Thompson, 2000)도 함께 진행하면서 그 결과를 

다음 차시의 수업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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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수업의 설계와 적용

교수실험 1에서의 수업은 두 차시로 구성되었다. 각 수업에서는 학생들

에게 낯선 ‘수학 문제유추’라는 용어 대신 ‘유사한 문제 만들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교사는 1차시 수업의 도입부에 ‘유사한 문제’에 대

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비슷한 거 같지만, 다른. 그렇지? 유사라는 의미 속에 비슷하다는 말이랑 

다르다는 말도 있어서. ... 비슷한 점, 공통점,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이 두 개를 합친 게 

... 여러분들이 만든 것 자체가 유사한 문제입니다. ... 어떤 점이 원래 문

제와 같고 어떤 부분이 원래 문제와 다른지, 어떤 측면이 원래 문제와 동

일하고 어떤 측면이 원래 문제와 다른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문제에 주

어진 문제 형식이라든가 문제 풀이 방법이라든가 문제를 표현하는 아이

디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슷하면서도 다른 문제를 만들고 그걸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 새로운 문제를 만들 때에는 다양한 전략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 부분을 무엇으로 선택하느

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문제를 꼭 어렵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쉬운 문제를 만들어도 돼요.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교사는 두 차시의 수업 모두에서 수학 문제유추 활동에 앞서 수학 문제유

추 전략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지 않았다. 이는 학생들이 스스로 

전략을 발견하고 수학 문제유추를 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교사는 1차시와 2차시 수업에서 모두 학생들에게 원문제를 다양한 방법

으로 해결하도록 한 다음 생성문제를 만들도록 하였다. 이때 원문제의 해

법에 대한 논의는 생성문제를 만든 다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는 학생들이 스스로 이해한 원문제에서의 관계적 구조를 기반으로 생성문

제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학생들이 수학 문제유추를 수행하

는 과정에서도 교사의 중재가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문제를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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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낸 후에는 만든 문제를 직접 해결하도록 하였으며, 생성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문제해결의 아이디어만을 적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교사는 생성문제를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공적 비

평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는 공적 비평 과정에서 생성문제를 공유한 학

생에게는 자신이 만든 문제를 반성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머지 학생들에

게는 다양한 수학 문제유추의 전략 및 생성문제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1차시 수업에서 교사는 공적 비평 후 다시 한 번 원문제를 기반으로 생

성문제를 만들도록 하였다. 이는 공적 비평 전후에 학생들의 수행이 달라

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1차시 수업에서 수학 문제유추 활

동을 수행한 결과, 학생들은 공적 비평 과정을 통해 공유된 다양한 생성문

제들을 직접 해결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2차시 수업에서는 공적 비평을 마

친 후 공유된 생성문제 중에서 원하는 문제를 선택하여 직접 해결하는 시

간을 갖도록 하였다.

1.1.3. 과제

확률 문제는 간단한 대수 조작을 통해 원리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형식

화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Freudenthal, 1973, p. 584). 본 연구에서는 

문제에 내재된 개념이나 문제해결의 원리가 비교적 명확한 확률 문제들이 

원문제로 주어졌을 때 관계적 구조를 파악하는 데 용이할 뿐만 아니라 관

계적 구조를 조작하여 새로운 문제를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교수

실험 1의 원문제로 확률 문제들을 사용하였다. 각 차시에서 사용한 과제는 

[그림 Ⅳ-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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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1-(1). 김 아저씨에게는 두 명의 자녀가 있다. 자녀 중 적어도 한 명은 아들일 

때, 아들이 두 명일 확률을 구하여라. (원문제 1) 

1-(2). 위 문제에서 조건을 바꾸어 유사한 문제를 만들어 보아라. 그리고 만든 

문제들이 위 문제와 어떠한 점에서 유사하고,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

는지 자세히 적어보아라. 

1-(3). 1-(2)에서 직접 만든 문제들을 각각 풀어보아라.

1-(4). 다시 한 번 1-(1)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만들고, 만든 문제들이 1-(1) 문

제와 어떠한 점에서 유사하고,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적

어보아라. 그리고 문제들을 각각 풀어보아라.

2차시

2-(1). 세 선분의 길이의 합이 주어졌을 때, 이 세 선분이 삼각형을 이룰 확률

을 구하여라. (원문제 2)

2-(2). 위 문제에서 조건을 바꾸어 유사한 문제를 만들어 보아라. 그리고 만든 

문제들이 위 문제와 어떠한 점에서 유사하고,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

는지 자세히 적어보아라. 

2-(3). 2-(2)에서 직접 만든 문제들을 각각 풀어보아라.

[그림 Ⅳ-1] 교수실험 1에서 사용한 과제

1차시 수업에서 제시한 원문제(이하 원문제 1)는 조건부 확률에 대한 문

제인 [그림 Ⅳ-1]의 문제 1-(1)(Borovcnik & Kapadia, 2014, p. 54)이었다. 

조건부 확률은 간단하지만 다양한 수준으로 형식화될 수 있으며, 다양한 

인지적, 언어적 수준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Heitele, 1975; 

Diaz & Batanero, 2009, p. 131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원문제에 내재

된 관계적 구조가 개념(조건부 확률)인 경우를 학생들이 경험해보도록 하

기 위해 문제 1-(1)을 원문제 1로 제시하였다.

2차시 수업에서 제시한 원문제(이하 원문제 2)는 기하학적 확률 문제인 

[그림 Ⅳ-1]의 문제 2-(1)(Johnson, 1995, pp. 43-45)이었다. 기하학적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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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표본공간이 연속일 때 표본공간의 영역의 크기와 사건을 나타내는 영역

의 크기의 비율로 구해지는 확률이며, 확률의 고전적 관점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조차미·박종률·강순자, 2008). 문제 2-(1)은 문제

를 해결하고 생성문제를 만들기 위해 확률적 지식뿐만 아니라 기하학적 지

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므로 기하학적 지식을 활용한 수학 문제

유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원문제 2로 제시하였다.

각 차시의 수업에서 사용한 과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1차시 수업

에서는 원문제 해결하기, 원문제와 유사한 생성문제 만들기 및 생성문제 

해결하기, 원문제와 유사한 생성문제 다시 만들기의 순서대로 구성하였다. 

2차시 수업에서도 1차시 수업에서와 동일하게 과제를 구성하였으나 수업 

절차가 수정됨에 따라 원문제와 유사한 생성문제 다시 만들기는 포함하지 

않았다.

1.1.4. 면담 방법

두 차시의 수업을 마친 후에는 수업에 참여한 학생 중 의미 있는 수행

을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담(우정호 외, 2006)44)을 실시하였

다. 면담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스스로의 수학 문제유추 수행을 반성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원문제의 관계적 구조와 생성문제의 관계적 구

조를 인식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면담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는 면담이 이루어지기 전 약 15분 동안 수업에서 작성한 활동지를 살펴보

고, 필요한 경우 원문제나 생성문제의 풀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

담은 연구자가 진행하였다.

44) 반구조화된 면담에서는 면담 질문과 순서를 어느 정도 구조화하기는 하지만, 면담 상황
에 맞춰 이를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우정호 외,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면담에
서 중점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을 질문 목록을 미리 설정하기는 하였으나, 그 순서
와 질문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면담 대상 학생과 면담 상황에 따라 조정해가
면서 면담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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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자료 수집 및 분석

교수실험 1에서는 학생들의 수학 문제유추 과정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삼각검증법(triangulation)(Creswell, 2005)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수업 관찰 자료 및 면담 자료로 비디오 촬영본과 

오디오 녹음본을 수집하였으며, 문서 자료로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활동지

와 연습지 및 수학 문제유추 활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설문지를 수집하

였다. 그리고 수업과 면담 과정에서 교사와 연구자가 직접 작성한 현장 노

트도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수학 문제유추 수행을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

하였다. 하나는 학생들의 관계적 구조에 대한 탐구 수준이고, 다른 하나는 

생성문제의 유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학 문제유추에 의해 관계적 구조를 

학습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학습의 여부는 관계적 구조를 조작했는지에 따

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관계적 구조의 탐구 수준을 

관계적 구조를 조작하지 못하는 수준, 관계적 구조를 불완전하게 조작하는 

수준, 관계적 구조를 조작하는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원문제에 내재된 관계적 구조를 인식하지 못하고, 관계적 구조보다 원문

제의 표면적 정보들에 주목하여 생성문제를 만들어낸 학생들은 원문제의 

관계적 구조를 조작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간주되었다. 이는 관계적 구조의 

탐구 수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1 수준이다. 다음으로 원문제에 내재

된 관계적 구조를 인식했으나 관계적 구조의 일부에만 주목하거나 관계적 

구조의 조작을 통해 만들어낸 생성문제를 불완전하게 해결하는 학생들은 

관계적 구조를 불완전하게 조작하는 수준으로 간주되었다. 이는 관계적 구

조의 탐구 수준 중에서 두 번째 수준인 2 수준이다. 이들과 다르게 원문제

에 내재된 관계적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생성문

제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만든 생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생들은 관

계적 구조를 조작하는 수준으로 간주되었다. 이는 관계적 구조의 탐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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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3 수준이다.

학생들의 관계적 구조의 탐구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분

석적 귀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적 귀납법(analytic induction)이란 연구자가 

연역한 명제나 이론에서 도출한 가설에서 시작하여 특정 사례에 대한 질적 

분석을 바탕으로 명제나 이론을 점검하는 방법이다(Patton, 2002). 분석적 

귀납법을 따르는 연구자는 잠정적으로 설정한 가설이 각 사례에 올바르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정 사례를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선택한 사례

가 가설과 맞지 않는 경우 가설을 재구성하게 된다(Robinson, 1951, 

Merriam, 2005, pp. 212-213에서 재인용).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

의 수학 문제유추 수행을 바탕으로 관계적 구조의 탐구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활동지에 작성한 생성문제와 생성문제에 대한 해결 방

법을 토대로 일차적으로 관계적 구조의 탐구 수준을 구분하였으며, 수업 

과정 및 면담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적 구조의 탐

구 수준을 수정하였다.

다음으로 원문제와의 관계에 따라 학생들이 만들어낸 생성문제의 유형

을 원문제와 동형문제, 동일 난도의 유사문제, 단순화된 유사문제, 복잡화

된 유사문제, 관련되지 않은 문제로 구분하였다. 특수화 문제와 일반화 문

제(Wickelgren, 1995)는 각각 단순화된 유사문제와 복잡화된 유사문제로 포

함하였다. 생성문제의 유형을 결정할 때에도 역시 분석적 귀납법을 사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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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교수실험 결과

이 절에서는 공적 비평에 기반한 수학 문제유추 활동으로 구성된 두 차

시의 수업에서 관계적 구조를 지도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공적 비평

에 기반한 수학 문제유추 활동에 따른 관계적 구조의 지도 결과, 학생들의 

관계적 구조의 탐구 수준에서의 변화와 도전적인 문제생성과 문제해결에 

대한 지향의 출현이라는 특징을 확인하였다.

1.2.1. 관계적 구조의 탐구 수준에서의 변화

1.2.1.1. 공적 비평 전 원문제 1에 대한 관계적 구조의 탐구 수준

1차시 수업에서 수학 문제유추 활동을 시작하면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원문제 1을 해결하고 원문제 1에 대한 풀이를 공유하지 않은 채 생성문제

를 만들도록 하였다. 원문제 1에 내재된 관계적 구조는 조건부 확률이며, 

원문제 1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원문제 1의 관계적 구조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성별에 따른 출생 확률이다. 왜냐하면 

성별에 따른 출생 확률의 값에 따라 원문제 1의 풀이가 달라질 수 있기 때

문이다. 예를 들어, 아들과 딸이 태어날 확률이 각각 

로 같다고 가정하

면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것만으로 원문제 1을 해결할 수 있으나, 성별에 

따른 출생 확률의 값이 서로 다르다고 가정하면 확률 계산이 추가되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원문제 1에 대한 관계적 구조의 탐구 수준

을 결정할 때에는 성별에 따른 출생 확률의 인식 여부가 주요하게 작용하

였다. 다시 말하여, 성별에 따른 출생 확률을 인식하면서 생성문제를 만들

고 해결한 경우에만 관계적 구조를 조작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공적 비평 전, 학생들의 원문제 1에 대한 관계적 구조의 탐구 수준은 세 

수준으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생성문제는 <표 Ⅳ-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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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생성문제 예시

1 

수준

영준의 생성문제 두 남자가 결투를 하여, 종이 울리면 서로에게 총

을 쏘는 것을 하기로 하였다. 적어도 1명은 총을 맞을 때, 2명 모두 

맞을 확률?

동훈의 생성문제 최 아저씨에게는 네 명의 자녀가 있다. 자녀 중 적

어도 한 명은 아들이고, 적어도 한 명은 딸일 때, 나머지 두 명 중 

적어도 한 명은 아들일 확률을 구하여라.

2 

수준

대성의 생성문제 김 씨는 자녀가 3명이 있는데, 적어도 한 명은 아

들이다. 세 자녀가 커서 각 가정을 이루고 아이가 2명씩 있어 총 손

녀, 손자가 6명일 때, (자녀, 자녀의 자녀, 자녀의 자녀)의 순서쌍 중 

(남, 남, 남)이 2쌍일 확률은? 

3 

수준

우진의 생성문제 두 자동차가 서로를 향해 달리고 있다(이대로 달리

다간 두 차가 부딪혀 사고가 날 수 있다). A 자동차가 방향을 틀 확

률은 

, B 자동차가 방향을 틀 확률은 


이다. 그런데 방향을 틀 

때, 둘은 같은 방향으로 틀기 때문

에 이 역시 대형 사고이다. A 자동

차가 직진(돌진)하기로 선택했을 

때, A 자동차, B 자동차가 안전하

게 자기의 길을 갈 확률은?

A 직진 선택

A와 B가 

안전하게

자기의 길을

갈 확률

A →  
   

   ←  B

수아의 생성문제 김 아주머니는 처음 남자아이를 낳을 확률이 

, 

여자아이를 낳을 확률이 

이다. 이 때, 바로 전 아이가 남자이면, 

남자를 낳을 확률이 

, 여자를 낳을 확률이 


이고, 바로 전 아이가 

여자이면 남자일 확률이 

, 여자일 확률이 


이다. 자녀는 두 명이

고, 적어도 한 명은 아들일 때, 나머지 한 명도 아들일 확률은? 

<표 Ⅳ-2> 공적 비평 전, 원문제 1에 대한 관계적 구조의 탐구 수준에 따른 

생성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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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준의 학생들은 원문제 1에 내재된 관계적 구조에 대한 조작 없이 

표면적 정보를 수정한 문제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 영준45)은 생성문제로 

원문제 1의 상황을 두 남자가 결투를 하는 상황으로만 수정한 표면 수준의 

동형문제(Greer & Harel, 1998)를 만들었다(<표 Ⅳ-2> 참고). 영준은 자신이 

생성문제를 만들게 된 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0 영준: 얘[생성문제]는 만들다 보니깐 앞의 그 문제[원문제 1]

랑 푸는 방법이 똑같았어요. ... 다르게 풀리는 방법을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깐 똑같은 거예요.

전사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영준은 생성문제로 동형문제가 아닌 문제를 

만들고자 시도했으나 이에 성공할 수 없었기에 원문제의 상황만을 수정한 

표면 수준의 동형문제를 만들게 되었다. 따라서 영준은 관계적 구조를 조

작하지 못한 수준인 1 수준으로 분류되었다.

영준과 마찬가지로 1 수준으로 분류된 동훈은 원문제 1에 제시된 요소 

중에서‘김 아저씨’를 ‘최 아저씨’로 수정하고 자녀의 수를 늘렸으며, 

정보를 추가하여 생성문제를 만들었다(<표 Ⅳ-2> 참고). 동훈은 자신의 생

성문제에 대하여 “넷으로 숫자를 늘리고 딸이란 변수를 하나 더 넣음으로

써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설명하였으며, [그림 Ⅳ-2]와 같이 해결하였

다.

45) 이하 제시되는 학생들의 이름은 모두 가명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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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동훈의 생성문제에 대한 풀이

동훈은 스스로 자신의 생성문제가 원문제 1보다 더 어려운 문제라고 인식

하고 있었으나, 이 문제도 원문제 1에서 성별에 따른 출생 확률에 주목하

여 만든 문제는 아니었다. 동훈의 생성문제는 원문제 1의 표면적 정보를 

수정한 문제로 간주되었기에 동훈은 1 수준으로 분류되었다.

원문제 1에서 2 수준이나 3 수준으로 분류된 학생들은 모두 성별에 따

른 출생 확률에 주목한 학생들이다. 예를 들어, 우진과 수아는 성별에 따른 

출생 확률을 수정하여 생성문제를 만들어냈다. 이중 우진은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원문제 1에 제시된 상황을 새로운 상황으로 수정한 생성문제를 만

들고 해결하였다(<표 Ⅳ-2> 참고). 그리고 수아는 성별에 따른 출생 확률을 

수정함과 동시에 새로운 관계들을 추가하여 더욱 복잡화된 유사문제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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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제로 만들었으며(<표 Ⅳ-2> 참고), 만든 문제를 [그림 Ⅳ-3]과 같이 해

결하였다.

[그림 Ⅳ-3] 수아의 생성문제에 대한 풀이

이처럼 성별에 따른 출생 확률에 주목하여 생성문제를 만들고 해결한 우진

과 수아는 관계적 구조를 조작한 경우로 간주되어 3 수준으로 분류되었다.

이 외에도 성별에 따른 출생 확률을 수정하지는 않았으나 원문제 1에 

내재된 관계적 구조에 새로운 관계를 추가한 학생이 있었다. 예를 들어, 대

성은 원문제 1에 제시된 ‘자녀’를 손녀, 손자 대까지 확장한 생성문제를 

만들어냈다(<표 Ⅳ-2> 참고). 대성의 생성문제는 성별에 따른 출생 확률을 

수정하여 만든 문제는 아니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들이 태

어날 확률과 딸이 태어날 확률이 같다고 가정하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

면서 성별에 따른 출생 확률을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냈기에 대성은 원문제 

1에 내재된 관계적 구조를 파악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대성은 자신

이 만든 생성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는 못하였기에 관계적 구조를 불완

전하게 조작한 것으로 간주되어 2 수준으로 분류되었다.

원문제 1을 기반으로 하는 수학 문제유추 활동을 마친 후 교사는 학생

들에게 원문제 1의 풀이와 더불어 스스로 만든 생성문제를 공유하도록 하

였다. 이때 교사는 학생들이 만든 생성문제들 중에서 원문제의 관계적 구

조를 조작하여 만든 생성문제와 원문제의 표면적 정보를 피상적으로 수정

하여 만든 생성문제 모두를 공유하도록 하였다. 교사는 공유된 생성문제들

에 대하여 어떠한 평가도 내리지 않았으며, 학생들이 스스로 생성문제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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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고 학생들이 공유된 생성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교사는 학생들이 생성문제와 더불어 생성문제를 만든 의도, 

원문제와 생성문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생성문제에 대한 평가를 함께 공유

하여, 학생들이 원문제와 생성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

였다.

전체 학급에 공유된 생성문제는 1 수준인 동훈의 생성문제, 2 수준인 대

성의 생성문제, 3 수준인 우진의 생성문제와 수아의 생성문제 등이었다

(<표 Ⅳ-2> 참고). 이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문제는 3 수준인 

우진의 생성문제였다. 이 문제는 원문제 1에서 성별에 따른 출생 확률과 

원문제 1의 상황을 모두 수정한 문제였다. 우진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생성

문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81 우진: 1번 문제[원문제 1]와 적용하는 원리는 같은데, ... 얘

[생성문제]는 어떤 상황을 가정할 때라는 의미가 더 강

해요. ... 직진하는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서 하는 성향

이 더 강하고.

우진은 원문제의 관계적 구조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생성

문제를 만들기 위하여 원문제의 상황을 수정하는 것에도 주목하고 있었다. 

전체 학급에서 공유된 생성문제 중에서 우진의 생성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생성문제들은 모두 원문제 1과 동일한 상황을 가지는 문제들이었으므로, 

학생들은 우진의 생성문제를 독창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학생들은 2 수준인 대성의 생성문제나 3 수준인 수아의 생성

문제에 관심을 보였다(<표 Ⅳ-2> 참고). 이와 같이 학생들이 관심을 가진 

문제들은 모두 원문제 1의 관계적 구조를 조작한 문제 혹은 불완전하게 조

작한 문제들이었다. 공적 비평 과정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공유된 문제들

을 직접 해결하도록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들은 생성문제를 

공유하는 동안 관심 있는 생성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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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공적 비평 후 원문제 1에 대한 관계적 구조의 탐구 수준

원문제 1에 대한 생성문제를 공유한 후 교사는 학생들에게 다시 한 번 

원문제 1에 대한 생성문제(이하 2차 생성문제)를 만들도록 하였다. 학생들

이 만들어낸 원문제 1에 대한 2차 생성문제는 <표 Ⅳ-3>과 같다.

수준 생성문제 예시

1 

수준

영준의 2차 생성문제 A, B가 치킨 게임을 한다. 서로 차를 타고, 서

로를 향해 질주하다가 핸들을 먼저 꺾는 사람이 진다. A는 겁이 없어

서 

의 확률로 피하고, B는 겁쟁이라서 


의 확률로 꺾는다. 이때, 

A가 먼저 꺾을 확률은? (둘이 2km의 거리를 벌리며, 100m마다 피할 

기화가 주어질 때)

2 

수준

동훈의 2차 생성문제 김 아저씨의 자녀 3명이 있다. 아들을 (하나) 낳

을 확률이 

, 여자 하나를 낳을 확률이 


, 일란성 쌍둥이를 낳을 확

률이 

, 이란성 쌍둥이를 낳을 확률이 


일 때, 세 명의 자녀 중 

적어도 한 명이 아들일 때, 나머지 두 명 중 적어도 한 명이 아들일 

확률은? (단, 세 쌍둥이 이상을 낳을 확률은 0이라고 가정하고, 남자

를 낳을 확률 : 여자를 낳을 확률 = 1:1이라고 가정한다.)

3 

수준

준후의 2차 생성문제 김 씨에게는 첫째 아들이 있다. 또한 둘째, 셋

째 자녀가 있다(이들의 성별은 모름). 김 씨 부인이 아들을 낳은 후 

아들을 낳을 확률은 

이고, 딸을 낳은 후 아들을 낳을 확률은 


이

다. 김 씨의 친구인 이 씨는 대문 앞에서 김 씨의 자녀 중 한 명을 

만났는데, 그는 아들이었다. 그렇다면 김 씨에게 아들이 셋 이상일 

확률은?
수아의 2차 생성문제 오늘의 날씨는 흐리다. 그리고 내일부터 2일 동

안 캠프 활동을 하는데 3일 동안 적어도 비가 안 올 확률은?

 

<표 Ⅳ-3> 공적 비평 후, 원문제 1에 대한 관계적 구조의 탐구 수준에 따른 생

성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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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 1에 대한 2차 생성문제를 통해 공적 비평 이후에 학생들의 관계

적 구조의 탐구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나 공적 비평 

전 원문제 1의 표면적 정보를 피상적으로 수정하여 1 수준으로 간주된 학

생들의 대부분은 공적 비평 후 원문제 1의 관계적 구조를 (불완전하게) 조

작한 생성문제를 만들어냈다. 예를 들어, 공적 비평 전 1 수준으로 분류된 

동훈은 학생들이 만든 생성문제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출생 확

률에 주목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출생 확률을 수정한 2차 

생성문제를 만들었다(<표 Ⅳ-3> 참고). 그러나 동훈은 2차 생성문제를 부분

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었기에 2 수준으로 분류되었다. 이와 같이 공적 비

평 이후 1 수준인 학생들의 관계적 구조의 탐구 수준이 향상된 것은 공적 

비평을 통해 학생들이 원문제 1에 내재된 관계적 구조를 명확하게 인식하

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공적 비평 전에는 2 수준으로 분류되었던 학생들의 대부분은 

공적 비평 후 3 수준으로 분류되었다. 다시 말하여, 공적 비평 전에는 만든 

생성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관계적 구조를 부분적으로만 조작할 

수 있었던 학생들이 공적 비평 후에는 생성문제를 보다 정교하게 만들고 

해결하면서 관계적 구조를 조작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공적 비평 전에

는 2 수준으로 분류되었던 준후는 2차 생성문제를 만들고 해결하여 3 수준

으로 분류되었다(<표 Ⅳ-3> 참고).

이와 다르게, 공적 비평 전 1 수준으로 분류된 학생 중 1명과 3 수준으

로 분류된 학생들은 관계적 구조의 탐구 수준이 변하지 않았다. 이들은 모

두 원문제 1의 상황을 수정하여 2차 생성문제를 만들었다는 특징을 나타내

었다. 예를 들어, 공적 비평 전에는 3 수준이었던 수아는 원문제 1의 상황

을 수정한 2차 생성문제를 만들어냈다(<표 Ⅳ-3> 참고). 그리고 자신이 만

든 2차 생성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서 원문제 1과 2차 생성문

제 사이의 구조적(관계적) 유사성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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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수아: 근데 일단 얘[원문제 1]도 적어도 한 명은 아들이라고 

그랬고, 얘[2차 생성문제]도 처음에는 오늘의 날씨가 

흐리다고 했고, 얘[원문제 1]는 물론 2명이지만, 여기

서[2차 생성문제]는 3일에 대해서 소재를 했지만 결과

적으로 구하는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 왜냐하면 이

것[원문제 1]도 

이라고만 썼을 뿐이지 ... 이거[2차 

생성문제]는 그냥 확률 자체를 나눠놓고 수형도로 각

각 계산한 거니깐 같다고 생각해요.

수아는 [그림 Ⅳ-4]와 같이 자신이 만든 2차 생성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에 3 수준으로 분류되었다.

[그림 Ⅳ-4] 수아의 2차 생성문제에 대한 풀이

공적 비평 전, 유일하게 표면 수준의 동형문제를 만들어 1 수준으로 분

류되었던 영준은 공적 비평 후에도 원문제 1의 상황을 수정하여 2차 생성

문제를 만들었다(<표 Ⅳ-3> 참고). 영준은 자신의 2차 생성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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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영준: 이게 여기선[원문제 1] 자녀가 한 명이 남자일 확률과 

여자일 확률일 

로 다 나뉘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여

기서도[2차 생성문제] 피할 확률과 안 피할 확률을 다 

나눠가지고 한 거거든요.

영준이 만든 2차 생성문제는 원문제 1과 확률을 구한다는 점에서는 유사성

을 가지지만, 조건부 확률이라는 원문제의 관계적 구조를 반영하지는 못하

는 문제였다. 그러나 영준은 자신의 2차 생성문제가 원문제와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 문제가 조건부 확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

지 못하였다. 따라서 영준은 원문제의 관계적 구조를 조작하지 못한 것으

로 간주되어 1 수준으로 분류되었다.

수아와 영준과 같이 공적 비평 이후 학생들이 원문제 1에 제시된 문제 

상황을 수정하는 것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공적 비평 과정에서 원문제의 

상황을 변화시킨 우진의 생성문제(<표 Ⅳ-2> 참고)를 경험했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공유된 생성문제들 중에서 원문제의 상황을 수정하여 만든 

생성문제는 우진의 생성문제가 유일했기 때문이다. 이는 사후 면담에 참여

한 대다수의 학생들이 동료 학생들이 만들어낸 원문제 1에 대한 생성문제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문제로 문제 상황을 변화시켜 원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만들어낸 우진의 생성문제 2라고 대답한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원문제 1의 상황을 변화시켜서 2차 생성문제를 만든 학생 중 수아는 원문

제에 내재된 관계적 구조를 조작할 수 있었기에 원문제의 상황을 변화시켰

을 때에도 원문제에 내재된 관계적 구조를 담고 있는 2차 생성문제들을 만

들 수 있었다. 그러나 원문제에 내재된 관계적 구조를 조작하지 못한 영준

은 생성문제로 원문제의 상황을 피상적으로 수정한 문제를 만드는 것에 그

쳤다. 이러한 사례는 공적 비평만으로 원문제에 내재된 관계적 구조를 조

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수학 문제유추를 의미 있게 수행하도록 이끄는 것

에는 한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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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비평 전, 학생들이 만들어낸 생성문제는 원문제 1의 ‘표면 수준의 

동형문제’(예를 들어, <표 Ⅳ-2>의 영준의 생성문제), ‘동일난도의 유사

문제’(<표 Ⅳ-2>의 동훈의 생성문제), ‘복잡화된 유사문제’(<표 Ⅳ-2>의 

대성, 우진, 수아의 생성문제)로 구분되었으며, 이중에서도 1 수준의 학생

들은 모두 ‘표면 수준의 동형문제’나 ‘동일난도의 유사문제’를 만들어

냈다. 그러나 공적 비평 후에는 생성문제로 ‘표면 수준의 동형문제’나 

‘동일난도의 유사문제’를 만들어낸 학생은 없었으며, 1 수준에 속한 학

생들은 모두 생성문제로 ‘단순화된 유사문제’를 만들어냈다.

<표 Ⅳ-3>의 영준의 2차 생성문제와 같이 ‘단순화된 유사문제’는 원

문제 1에서 주어진 조건부 정보를 삭제한 일반 확률문제의 형태로 나타났

다. 이는 학생들이 스스로 조건을 제거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생성문제를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단순화된 유사문제’들은 원문제에 

내재된 관계적 구조를 공유하지는 않는 문제였으나, 문제를 만든 학생들이 

스스로 생성문제를 원문제의 유사문제로 간주하고 있었기에 AOT 관점을 

택하고 있는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단순화된 유사문제’로 간주하였다.

이 외에도 모든 학생들은 자신이 만든 생성문제가 원문제 1과 유사하다

고 하였으므로 원문제 1과 ‘관련되지 않은 생성문제’를 만든 학생은 없

었다고 볼 수 있다.46) 따라서 공적 비평 후 학생들은 만들어낸 생성문제는 

‘단순화된 유사문제’(<표 Ⅳ-3>의 영준의 2차 생성문제)와 원문제에 새

로운 관계들을 추가하여 만든 ‘복잡화된 유사문제’(<표 Ⅳ-3>의 동훈, 

준후, 수아의 2차 생성문제)뿐이었다.

46) 수학 문제유추에서는 원문제의 관계적 구조에 주목하고 원문제와 구조적(관계적) 유사
성을 공유하는 생성문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AOT 관점에 따라 구
조적(관계적) 유사성을 공유하지 않는 생성문제인 경우에도 학생 스스로가 생성문제를 
원문제와 유사한 문제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모두 유사한 문제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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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도전적인 문제생성에 대한 지향 출현

1차시 수업에서 이루어진 공적 비평 이후에 학생들은 생성문제로 자신 

혹은 동료 학생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들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생성문제를 공유한 후 2차 생성문제를 만들어야 했을 때 동훈은 “다른 애

들 한 거 보니깐 [제가 만든 문제들이] 좀 쉬운 거 같아서 그래서 다시 만

들었어요. ... 어렵게”라고 하면서 보다 어려운 생성문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또한 호준은 “당장 해결하지 못하는 게 더 재미있고 

그런 거 같았어요. 더 막 문제를 빨리 풀고 싶고.”라고 하면서 생성문제로 

스스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선호를 드러내

었다. 또한 준후는 “잘 안 풀리게 되는 그런 문제들을 좀 만들었어야 하

는데 제가 상상력이 딸리는 거 같아요.”라고 하면서 생성문제로 자신 및 

동료 학생들이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들고자 했음을 드러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생들이 1차시 수업에서 이루어진 공적 비평을 통해 스

스로에게 혹은 동료 학생들에게 도전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생성문제를 

만들고자 하는 지향(orientation)을 갖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도전적인 생성문제를 만들려는 학생들의 경향은 2차시 수업에서 더욱 

잘 드러났다. 2차시 수업에서 교사는 1차시 수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원문제 

2를 해결하고 원문제 2에 대한 풀이를 공유하지 않은 채 생성문제를 만들

도록 하였다. 2차시 수업에서 다룬 원문제 2에 내재된 관계적 구조는 기하

학적 확률이므로, 학생들은 원문제 2에서 주어진 관계들을 식으로 나타내

고 이러한 식들을 좌표평면에 나타낸 다음 좌표평면에 제시된 영역들 사이

의 비율을 구하는 방법에 주목하면서 기하학적 확률과 관련된 생성문제를 

만들어야 했다. 학생들의 관계적 구조의 탐구 수준은 기하학적 확률을 정

확히 인식하면서 생성문제를 만들고 해결한 경우에만 관계적 구조를 조작

한 수준으로 간주되었다. 원문제 2에 대한 관계적 구조의 탐구 수준은 3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각 수준에 따른 생성문제는 <표 Ⅳ-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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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생성문제 예시

1 

수준

영준의 생성문제 정부에서는 3개의 회사 A, B, C에게 각각 독점을 막

기 위해 한 회사가 다른 두 회사를 합친 값보다 더 큰 시장을 갖는 

것을 견제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때 이 법이 지켜질 확률은? (단, 총 

시장 규모는 일정하다)

지우의 생성문제 세 수도꼭지 A, B, C가 있다. 세 수도꼭지에서 나온 

물의 양이 주어져 있다. 단, 각 수도꼭지에서 다른 물의 양은 0㎖ 초

과이다. 이때, 수도꼭지 A, B에서 나온 물의 양이 C보다 많고, C와 B

에서 나온 물의 양은 A에서 나온 물의 양보다 많을 때의 확률을 구

하여라. 

2 

수준

기태의 생성문제 네 선분의 길이의 합이 주어졌을 때, 네 선분이 사

각형을 이룰 확률은?

상준의 생성문제 갑과 을 그리고 병이 있다. 세 사람은 길이가 1인 

막대를 1개씩 가지고 있다. 이 사람들이 각각 막대를 원하는 대로 잘

라서 1개씩 고른다면, 3명이 고를 세 개의 막대가 삼각형을 만들 확

률을 구하시오. 

3 

수준

준오의 생성문제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없는 방이 있다. 그 방에는 

개의 사탕이 있다. 이때, 사람들이 1명씩 차례대로 들어간다. 첫 번

째 사람은 방에 들어가서 사탕이 짝수 개이면 그 절반을, 홀수 개이

면 한 개를 뺀  개의 절반만큼의 사탕을 가져간다. 두 번째 사람

은 욕심이 많아서 남은 사탕 개수의 절반보다 많이 가져간다. 이때, 

4번째 사람까지 사탕을 가져가고, 5번째 사람부터는 가져갈 사탕이 

없게 될 확률을 구하시오(이때, 3번째 사람은 4번째 사람보다 많은 

수의 사탕을 갖는다).

<표 Ⅳ-4> 공적 비평 전, 원문제 2에 대한 관계적 구조의 탐구 수준에 따른 생

성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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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준의 학생들은 원문제 2의 표면적 정보들을 피상적으로 수정한 생

성문제를 만들어냈다. 예를 들어, 영준은 원문제 2에 내재된 관계적 구조를 

구성하는 관계 중 하나인 ‘삼각형의 각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

의 합보다 작다’에 주목하여 생성문제를 만들었다(<표 Ⅳ-4> 참고). 그러

나 영준은 원문제 2의 관계적 구조인 기하학적 확률을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영준은 관계적 구조를 조작하지 못한 수준인 1 수준으로 

분류되었다.

영준과 마찬가지로 지우는 원문제 2에 내재된 관계적 구조를 구성하는 

관계 중 하나인 삼각형의 변들의 관계에만 주목하면서 생성문제를 만들었

다(<표 Ⅳ-4> 참고). 지우는 자신이 만든 생성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97 지우: 앞의 것[원문제 2] 같은 경우는 삼각형을 만들 조건이

잖아요? ... 그래 가지고 저도 지금 똑같이 세 수도꼭

지에서 물이 나올 때 전체 물의 양이 주어져있고, 단, 

이게 0보다는 크고, 대신 똑같이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보기 위해서 ... 이렇게 구하면 

미지수 3개가 나와 가지고 지금 2개 밖에 안 만들어 

놔가지고 ... 조건을 다시 고려해봐야 될 거 같아요.

지우는 자신이 만든 생성문제가 세 변수가 조건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에서 

원문제 2와 유사하지만, 조건을 더 고려해야하는 미완성된 문제라고 평가

하였다. 그러나 지우는 원문제 2의 관계적 구조인 기하학적 확률을 인식하

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지우도 관계적 구조를 조작하지 못한 수준인 1 수

준으로 분류되었다.

영준과 지우와는 다르게 원문제 2에 내재된 관계적 구조인 기하학적 확

률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적 구조를 조작하여 생성문제를 만들고

자 한 학생들은 모두 2 수준 혹은 3 수준으로 분류되었다. 예를 들어, 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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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각형 관련 문제를 원문제 2에 대한 생성문제로 만들었으며(<표 Ⅳ-4> 

참고), 원문제 2의 관계적 구조에 포함된 관계 중 하나인 삼각형의 각 변

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사각형에 적용하여 사각형의 각 변의 길이가 나머

지 세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다고 추측하였다. 그리고 기태는 원문제 2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추측을 정당화하였다.47)

131 기태: 처음에 딱 든 생각이 이렇게 하고[아래 그림을 그린

다], 여기[대각선]를 라고 두

면요, 가  보다 크고, 가 

 보다 크니까 이거 

[       를 쓴다] 

해서 요거랑 요거만 따져서 

생각해 본건데, 만약에 값이 좀 미세하게 차이가 나서 

이게 삼각형일 때는 성립하는데.
132 면담자: 이게 반대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133 기태: 아 그러네요. 그럼 이렇게[       로 수정

한다].

이후 기태는 자신이 구한 변들 사이의 관계식을 좌표공간 상에 표현하

고 이들을 바탕으로 기하학적 확률을 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식의 수가 

많고 관계식이 복잡해지면서 기태는 자신이 만든 생성문제를 해결할 수 없

었다고 하였다. 비록 생성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원문제 2의 관계적 

구조인 기하학적 확률을 명확히 인식하고 관계적 구조에 포함된 일부 관계

들을 조작할 수 있었던 기태는 관계적 구조를 불완전하게 조작한 수준인 2 

수준으로 분류되었다.

상준도 역시 기태와 마찬가지로 원문제 2에 내재된 관계적 구조를 인식

하면서 생성문제를 만들었으나 생성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상준은 

47) 기태는 활동지에는 올바른 관계식을 적어 놓았으나 자신의 정당화 과정을 설명하는 가
운데 실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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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합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조건을 추가하여 생성문

제를 만들었으며(<표 Ⅳ-4> 참고), 자신의 생성문제에서 성립하는 관계식들

을 좌표공간에 나타내고 전체 영역과 관계식들이 공통으로 만족하는 영역

의 비율을 [그림 Ⅳ-5]와 같이 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상준은 세 평면들 

사이의 공통인 영역의 크기를 구하지 못하였기에 생성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상준은 관계적 구조에 대한 불완전한 조작 수준

인 2 수준으로 분류되었다.

[그림 Ⅳ-5] 상준의 생성문제에 대한 풀이

원문제 2에 내재된 관계적 구조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조작한 학생은 

준오였다. 준오는 기하학적 확률을 기반으로 하면서 새로운 조건들을 추가

하여 생성문제를 만들었다(<표 Ⅳ-4> 참고). 그리고 자신이 만든 생성문제

가 ‘부등식의 범위를 설정할 때 다른 방법으로  의 크기를 비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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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한다는 점에서는 원문제 2와 차이가 있으나 ‘사탕 개수를 미지수로 

나타낸 뒤,  의 범위를 구해서 확률을 계산하는 문제’라는 점에서는 원

문제 2와 공통점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준오의 설명은 준오가 원문제 

2의 관계적 구조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준오는 자

신의 생성문제를 [그림 Ⅳ-6]과 같이 해결하였다. 따라서 준오는 원문제 2

에 내재된 관계적 구조를 조작하는 수준인 3 수준으로 분류되었다.

[그림 Ⅳ-6] 준오의 생성문제에 대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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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수업에서는 영준과 지우만이 생성문제로 원문제의 동형문제를 만

들어냈다(<표 Ⅳ-4> 참고). 영준은 자신이 만든 원문제 2에 대한 생성문제

에 대하여 “살짝 바꿔서 했는데 조금 달라진 것도 없이 그냥 똑같아져서 

저도 당황을 했거든요”라고 하였다. 이는 영준이 생성문제로 관계적 구조

를 조작한 문제를 만들고자 시도하였으나 이에 성공하지 못하고 ‘표면 수

준의 동형문제’(Greer & Harel, 1998)를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

다. 지우의 경우 원문제 2와 동형문제를 만들어내고자 시도하였으나, 원문

제 2의 동형문제가 되기에는 조건이 부족한 미완성된 생성문제를 만들어냈

다. 엄밀하게 말했을 때, 지우의 생성문제 1은 원문제 2와 동형문제는 아니

지만, AOT 관점을 택하고 있는 본 연구에서는 동형문제로 만들고자 했던 

지우의 의도를 인정하면서 이를 동형문제로 간주하였다.

영준과 지우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생성문제로 모두 ‘복잡화된 유

사문제’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복잡화된 유사문제’를 만든 학생들 중 

만든 생성문제를 해결한 학생은 3 수준으로 분류된 준오 뿐이었다. 또한 2

차시 수업에서 ‘동일 난도의 유사문제’나 ‘단순화된 유사문제’를 만든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이는 학생들이 비록 해결하지 못할지라도 생성문

제로 복잡화된 유사문제를 만드는 것을 선호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AOT 관점에 따라 2차시 수업에서도‘관련되지 않은 문

제’를 만든 학생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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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도전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지향 출현

2차시 수업의 공적 비평 과정에서 교사는 1차시 수업에서보다 더 많은 

수의 생성문제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차시 수업에서와 다르게 

학생들이 직접 공유된 생성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한 이

유는 학생들이 동료 학생들이 만든 생성문제들을 확인하는 과정에 흥미를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료 학생들이 만들어낸 생성문제들을 관찰하고 

공유된 생성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지향을 나타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두 차시의 수업 모두에서 공적 비평 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승범: 다른 애들이 새로 만든 문제들을 보니 참신했고, 재미있었

다. 

영민: 친구들의 발표를 듣고 창의적인 방법이 꽤 많이 등장한 것 

같아 흥미로웠다. 이런 활동을 자주 접하고 싶다. 선생님들

의 풀이를 듣는 것보단 친구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더 재

미있다. 풀이방법도 다양하고 창의적이다. 내 창의력도 길

러진다. 생각의 폭이 넓어진다.

성훈: 재미있고 흥미롭고 유익한 활동인 것 같다. 조금 어려웠지

만 조별로 해결하면서 더 좋았던 것 같음.

교사는 1차시 수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원문제 2에 내재된 관계적 구조를 

조작한 생성문제, 불완전하게 조작한 생성문제, 문제의 표면적 정보만을 피

상적으로 조작한 생성문제 모두를 공유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8명의 학

생들이 총 11개의 생성문제를 공유하였다. 생성문제를 공유한 8명의 학생 

중 자신이 만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 학생은 관계적 구조의 

탐구 수준이 3 수준이었던 준오 뿐이었다. 준오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 

중 3명의 학생들이 제시한 5개의 생성문제들은 문제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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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되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논의를 마친 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5개의 

생성문제와 준오의 생성문제 중에서 원하는 문제를 선택하고 개별 혹은 조

별로 해결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모두 준오가 이미 해결했다고 설명한 

생성문제보다48) 아직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5개의 생성문제들을 해결하고

자 하였다. 이후 5개의 생성문제 중 일부 학생들이 해결할 수 있었던 생성

문제는 [그림 Ⅳ-7]과 같이 우진의 생성문제였다.49)

우진의 생성문제

1) 직사각형에서 점 A , B에서 각각 점 

Bx , Ax까지 선분을 그을 때, 두 선분

이 만날 확률은? (단, Bx는 선분 BB 

위의 임의의 점이고, Ax는 선분 AA

위의 임의의 점이다)

2) 위에서 점 A , B의 위치도 연속적인 변

수라면?50)

[그림 Ⅳ-7] 우진의 생성문제

우진이 스스로 생성문제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생성문제 1)은 해결하였으나 

생성문제 2)는 해결하지 못했다고 하였기에 학생들은 생성문제 2)를 해결

하고자 하였다. 우진의 생성문제 2)를 해결하고자 시도한 대성은 다음과 

48) 준오는 자신의 생성문제가 무엇인지 소개만 했을 뿐, 생성문제에 대한 풀이는 소개하지 
않았다.

49) 우진은 자신의 생성문제가 ‘기하학적 확률을 이용한 문제’라는 점에서 원문제 2와 
유사하지만 ‘점이 아닌 선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문제라고 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분 AA와 선분 BB의 길이를 전체 영역으로 두고, 이 

중 조건을 만족시키는 영역을 구해야 하는데 이때 기하학적 확률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AOT 관점을 택하고 있는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우진의 주장을 수용하고 이를 원문제 2
와 유사한 문제로 인정하였다.

50) 우진은 설명할 때 자신의 생성문제 2)를 다음과 같이 정교화 하였다. 생성문제 2)는 생
성문제 1)에서 점 A와 B의 위치까지 변수로 두어 ‘직사각형 내(경계 포함)에서 레이저 
총의 자취가 교차될 확률, 즉 발사점과 목표점을 잇는 선분이 교차할 확률’을 구하는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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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하였다.

64 대성: 그냥 임의로 여기 네 점을 잡으면요, 이게 존재할 수 

있는 게 [그린다]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랑, 이

렇게 쏘는 건데, 왜냐하면 얘가 여기로 쏠 확률은 거

의 0이잖아요.
65 면담자: 음 왜 0이에요?
66 대성: 직선 중에 점은 0이라고 생각해요.
67 면담자: 직선 중에 점은 0이다? 
68 대성: 그래서 이렇게 쏘는 거 이렇게 쏘는 거로 나뉠 수 있

는데 그래서 교차하는 경우는 두 개 중 한 가지니깐




.

이 외에도 우진의 생성문제 2)를 해결하고자 시도한 기태도 역시 다음과 

같이 자신의 풀이를 설명하였다. 

151 기태: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을 때, 두 진영이랑 두 진영이랑 

쏠 곳을 정했을 때 교점이 생기면 조건을 만족하는 거

고 아니면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진영 따로 

타격 지점 따로 생각하면은 복잡하니깐 점 4개만 이렇

게 생각해서 보면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안 되면 이 

두 개를 바꿔버리면 이렇게 되니깐 성립이 되잖아요? 

바꿨을 때 그러면은 전체 가지가 2 곱하기 2가 되가지

고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만약에 이 경우라면 둘 다 

뒤집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 2가지가 되서? 

가 

되서 

이잖아요?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생성문제 2)를 학생들이 해결하자 이후 우진은 스스

로 자신의 생성문제를 낮게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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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우진: 자 지금 2번에 별 하나 빼겠습니다.
113 면담자: 왜 하나 빼게 됐어요? 
114 우진: ... 반 개 뺀 거예요. 문제의 질.
115 면담자: 왜요?
116 우진: 이거 창의성은 많이 좋은 거 같아요. 기발한 것 같아

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깐 제 삼자의 입장에서 보니깐 

직관적으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외 학생들이 함께 해결하려고 시도한 4개의 생성문제들은 결국 아무

도 해결하지 못했으나, 학생들은 도전적인 생성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시도

를 한 것에 대하여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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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요약 및 논의

본 절에서는 공적 비평을 활용한 수학 문제유추 수업에서 관계적 구조

를 지도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학 문제유추를 

활용한 관계적 구조의 지도에의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수학 문제유추 활동을 수행한 결과 학생들은 각각의 원문제에 내

재된 관계적 구조에 대한 다양한 탐구 수준을 드러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

는 수학 문제유추가 학생들의 관계적 구조를 인식하고 조작하는 정도를 확

인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단, 공적 비평을 특징으로 

하는 이 수업에서는 교사의 도움 없이 학생들이 스스로 수학 문제유추 활

동을 수행해야 했으므로, 원문제에 내재된 관계적 구조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에서의 차이는 원문제에 내재된 관계적 구조를 추상화하고 일반화하는 

능력(Sriraman et al, 2013)에서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한 원문제 2에 대한 생성문제를 만든 기태와 같이 일부 학생들은 원문제에 

내재된 관계적 구조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추측하기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

는 수학 문제유추가 학생들의 추측하기를 경험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AOT 관점을 택하고 있는 본 

실험에서는 학생들이 추상화와 일반화 및 추측하기와 같은 고등 수학적 사

고를 경험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둘째, 수학 문제유추를 활용한 수업에서 공적 비평은 학생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관계적 구조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원문제에 내재된 

관계적 구조를 추상화, 일반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관

계적 구조의 탐구 수준이 상승하도록 기여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1차

시 수업에서 확인된 일부 학생의 사례(원문제 1에 대한 영준의 2차 생성문

제)를 통해 공적 비평만으로는 수학 문제유추에 의한 관계적 구조의 학습

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공적 비평과 더불어 적절한 교수 전

략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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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공적 비평 이후 학생들은 도전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고 해결하는 

것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었다. 이는 도전적인 문제에 대한 호기심과 과제 

집착력이라는 정의적 특성을 가지는 수학 영재들의 특성(Krutetskii, 1976; 

Sriraman, 2003)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수학 문제유추가 이러한 수학 

영재 학생들의 특성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연구 참여자들이 수학 영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적 

구조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관계적 구조를 조작하지 못한 사례 등은 관계

적 구조를 다루는 수학 문제유추 과제가 수학 영재학생들에게도 도전적인 

과제가 됨을 드러내는 것이다.

넷째, 본 실험의 결과를 통해 학생들의 관계적 구조의 탐구 수준과 생성

문제의 유형 사이의 관련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표면 

수준의 동형문제’나 ‘동일 난도의 유사문제’ 혹은 ‘단순화된 유사문

제’는 주로 1 수준의 학생들이 만들었으며, 2, 3 수준의 학생들이 만들어

낸 문제는 대부분 ‘복잡화된 유사문제’였다. 본 연구에서 생성문제의 유

형 사이에 수준 차이를 설정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결과를 통해 생성문

제의 유형과 관계적 구조의 탐구 수준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예

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본 연구에서 주목한 바는 아니었으

므로 향후 학생들의 생성문제의 유형과 관계적 구조 탐구 수준과의 관계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AOT 관점을 택함에 따라 학생들이 만든 생성문제를 더 풍

부하게 유형화할 수 있었다. 전이에 대한 고전적 관점에 따르면 원문제와 

관련되지 않는 문제, 미완성된 문제 혹은 잘못된 해법 등으로 분류되어 분

석되지 않았던 생성문제들도 본 연구에서는 모두 인정하여 학생들이 구성

한 유사성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AOT 관점이 학생들의 학습을 보다 학

생 중심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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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실험 251)

RFT 관점을 반영한 교수실험 2에서는 교사 피드백에 의한 관계적 구조

의 지도의 실제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수실험 2를 수행한 방

법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2.1. 교수실험 방법

교수실험 2는 두 차시의 수업으로 구성되었다. 교수실험 2에서 각 차시

의 수업은 2시간씩 모두 2015년 5월 30일에 수행되었다. 수업을 마친 후 

진행된 두 차례의 사후 면담은 2015년 5월 30일과 6월 6일에 수행되었다.

2.1.1. 연구 참여자

교수실험 2에는 교수실험 1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도된 표본 추출 방법

(Creswell, 2005)을 사용하여 교수실험 1에 참여했던 학생들 중 일부인 10

명(수업 당시 16세, 중학교 3학년, 남학생 6명, 여학생 4명)을 연구 참여자

로 선정하였다. 이 학생들은 교수실험 1에서의 경험을 통해 수학 문제유추 

활동에 친숙할 뿐만 아니라 원문제에 내재된 관계적 구조를 인식하고 조작

하는 활동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교사와 연구자가 각각 수업과 면담을 진행한 교수실험 1에서와 다르게 

교수실험 2에서는 연구자가 수업과 면담을 모두 진행하였다.52) 교수실험 2

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수학 문제유추 과정에서 보다 지속적이면서 구체적

인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특히, 관계적 프레임 이론을 이해하고 있으면서 

51) 교수실험 2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 진행하였다(IRB No. 
1408/002-008).

52) 이후부터 수업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는 연구자를 ‘교사’로, 면담 과정을 설명
할 때에는 연구자를 ‘면담자’로 지칭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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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문제유추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연구자가 직접 수업을 진

행하면서 학생들이 관계적 프레임이 활성화되는 것을 암묵적으로 지원하고

자 하였다.

2.1.2. 수업의 설계와 적용

교수실험 2를 위한 수업의 설계와 적용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교수

실험 2에서 교사는 교수실험 1에서의 수학 문제유추 활동을 상기시키고 수

학 문제유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 1차시 수업의 도입부에 교수

실험 1에서 제시한 원문제들과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생성문제들 중에

서 일부를 예시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시한 생성문제들 중에서 원문제에 

내재된 관계적 구조를 조작한 생성문제와 그렇지 않은 생성문제가 무엇인

지를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교사는 두 차시 수업 모두에서 수학 문제유추 

활동에 앞서 수학 문제유추의 목표를 제시하여 활동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였다. 두 차시의 수업 모두에서 수학 문제유추의 목표는 원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었다. 이후 교사는 학생들의 수학 문제유추 수행에 앞서 수학 문

제유추의 전략을 소개하였다. 이때 교사가 제시한 전략은 원문제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학생들의 수학 문제유추 과정에서 교사는 관계적 프

레임 이론을 염두하면서 학생들의 질문이나 학생들이 만든 생성문제에 대

하여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교사의 중재는 다음과 같

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1차시 수업에서 교사는 관계적 구조를 의미 있게 조작한 학생들의 아이

디어나 생성문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시 말하여, 의미 있는 

아이디어나 생성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이들을 그대로 제시하거나 보다 정

교화하여 제시하였으며, 학생들에게 공유된 문제를 함께 해결하도록 하였

다. 생성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후에는 생성문제나 생성문제의 풀이를 

이용하여 원문제를 다시 해결해보도록 하였다. 교사는 원문제를 해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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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효과적인 전략을 소개하였고, 이와 같은 중재를 통해 원문제의 해결이

라는 수학 문제유추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차시 수업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원문제의 변화 가능한 차원을 한정하여 생성문제들을 

만들고 해결하도록 하였다. 먼저 변화 가능한 차원을 고정하고 각 차원들

의 값을 줄이도록 하였으며, 다음에는 변화 가능한 차원을 문제 상황으로 

제한한 다음 생성문제를 만들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교사는 수학 문제유

추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2.1.3. 과제

각 차시에 사용한 과제는 [그림 Ⅳ-8]과 같다.

1차시 

1-(1). 사면체의 내부점을 지나, 각 모서리에 평행한 직선을 긋는다고 하자. 사

면체 내부에 속한 각 직선의 선분과 대응하는 모서리의 비의 합은 얼마

인가? (원문제 1)

1-(2). 위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만들고 만든 문제를 해결해 보아라.

1-(3). 1-(2)에서 만든 문제의 풀이를 기반으로 1-(1) 문제를 해결해 보아라.

2차시

2-(1). 윤재는 농구시합에서 자유투를 던지게 되었다. 윤재가 자유투를 성공할 

확률은 그 전까지 시도한 횟수 중 성공한 횟수라고 한다. 윤재는 첫 번

째 시도에서 실패하였고 두 번째 시도에서는 성공하였다. 윤재가 30번 

던졌을 때 자유투를 15번 성공할 확률을 구하여라(단, 첫 번째 시도와 

두 번째 시도를 포함하여 30번 던진 것으로 본다). (원문제 2) 

2-(2). 위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만들고 만든 문제를 해결해 보아라.

2-(3). 2-(2)에서 만든 문제의 풀이를 기반으로 2-(1) 문제를 해결해 보아라.

[그림 Ⅳ-8] 교수실험 2에서 사용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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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수업에서 제시한 원문제(이하 원문제 1)는 기하학적 지식을 필요

로 하는 [그림 Ⅳ-8]의 문제 1-(1)(Erdniev & 한인기, 2005)이었다. 교수실

험 2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미 교수실험 1의 2차시 수업에서 기하학적 확률 

문제를 원문제로 다뤄본 경험이 있었으므로 기하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

는 수학 문제유추 활동에 익숙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원문제 1은 비와 닮

음, 중점연결 정리 등을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 쉽게 해결되지

는 않는 문제이므로 다양한 관계적 구조의 탐구 수준이 나타날 것으로 기

대하였다. 

2차시 수업에서 제시한 원문제(이하 원문제 2)는 [그림 Ⅳ-8]의 일상적 

맥락을 가지는 확률 문장제인 문제 2-(1)(Park et al., 2012)이었다. 원문제 

2는 시행에 따라 표본공간이 변하므로 모든 경우를 나타내기 어려우며, 문

제해결을 위해서는 규칙을 파악한 후 답을 추측하고 특정 지점에서 성공과 

실패를 고정한 다음 확률의 곱셈정리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문제에 내재된 관계적 구조가 특정 문제해결 절차인 경우

를 학생들이 경험해보도록 하기 위해 문제 2-(1)을 원문제 2로 제시하였다. 

두 차시의 수업 모두에서 과제는 원문제 해결하기, 원문제와 유사한 생

성문제 만들기 및 생성문제 해결하기, 생성문제를 바탕으로 원문제 해결하

기의 순서대로 구성하였다. 

2.1.4. 면담 방법

두 차시의 수업을 마친 후 의미 있는 반응을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

구조화된 면담을 수행하였다. 면담의 목적은 학생들의 관계적 구조에 대한 

탐구 과정을 면밀하게 이해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면담 과정에서는 생성문

제를 만들어낸 의도와 생성문제를 생성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대한 학생들

의 사고에 주목하였다. 면담은 연구자가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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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자료 수집 및 분석

교수실험 2에서도 학생들의 수학 문제유추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삼각검증법(Creswell, 2005)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

라 수업과 면담에 대한 비디오 촬영본 및 오디오 녹음본, 수업 과정과 면

담 과정에서 학생들이 작성한 활동지와 연습지, 수학 문제유추 활동에 대

한 인식 조사 설문지 등과 같은 문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업과 면담 

과정에서 작성한 연구자의 현장 노트도 함께 수집하였다. 교수실험 2의 결

과는 분석적 귀납법(Patton, 2002)을 사용하여 관계적 구조의 탐구 수준에 

따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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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수실험 결과

이 절에서는 교사 피드백에 기반한 수학 문제유추 활동으로 구성된 두 

차시의 수업에서 관계적 구조를 지도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교사 피

드백에 기반한 수학 문제유추 활동에 따른 관계적 구조의 지도 결과, 추측

하기와 수학적 문제해결 경험 및 관계적 구조의 일반화 경험이라는 특징을 

확인하였다.

2.2.1. 추측하기와 수학적 문제해결 경험

2.2.1.1. 관계적 구조 탐구에 의한 추측하기

1차시 수업에서 교사는 수학 문제유추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원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 문제는 아마 바로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

지만 오늘은 문제를 해결할 때 도움이 되는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를 먼

저 해결해보고 그 문제의 풀이를 이용해서 원래 문제를 한번 해결해봐야

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문제는 앞서 예를 든 거처럼 주어진 문제

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문제여야 하고 궁극적으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야 한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도움이 될까? 왜 도움이 될까 그 문제가. 어

떻게 바꿔야 할까? ... 그니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구조적으로 유사

한 문제를 통해 원래 문제를 해결하는 도움을 받아보겠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교사는 수학 문제유추 활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의 하나이자 

원문제 1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생성문제를 만드는 전략으로 ‘원문

제의 조건 제거하기’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학생들에게 원

문제 1에 제시된 조건들을 제거하여 원문제 1과 유사하지만 원문제 1보다 

단순한 문제를 생성문제로 만들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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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예전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았지만, 주어진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보다 단순한 문제를 만들어보는 

거예요. ...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요소, 관계 뭐 이

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줄여보는 거죠. ... 조건들을 없애보라는 거

예요. ... 이 문제[원문제 1]는 사면체에 대한 문제이니깐 사면체가 가지는 

요소들이 뭘까? 성질이 뭘까? ... 사면체에서 조건들을 수정해서 어떻게 ... 

만들까 이렇게 고민해보라는 거예요.

교사가 생성문제를 만드는 전략을 ‘원문제의 조건 제거하기’로 제한

하였기에 대다수의 학생들은 [그림 Ⅳ-9]와 같이 원문제 1에 제시된 사면

체를 삼각형으로 단순화한 문제를 생성문제로 만들었다.

삼각형 안의 내부의 점에서 각 변에 평행한 선분을 그을 때 선분과 모서리의 

비들의 합은? 

[그림 Ⅳ-9] 원문제 1에 대한 생성문제 1

원문제 1에 내재된 관계적 구조를 구성하는 주된 관계 중 하나는 닮음 관

계이며, 이는 생성문제 1에서 구하고자 하는 선분과 모서리의 비와 밀접하

게 관련된다. 따라서 원문제 1에서의 관계적 구조의 탐구 수준은 생성문제 

1에서 선분과 모서리의 비들의 관계를 추측하고 자신의 추측을 정당화했는

지 여부에 따라 구분되었다. 다시 말하여, 생성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선

분과 모서리의 비들의 합을 추측하고 이를 정당화한 경우에만 관계적 구조

를 조작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선분과 모서리의 비들의 합을 추측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계적 구조를 조작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비

들의 합을 추측하였으나, 추측을 정당화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계적 구조를 

불완전하게 조작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1 수준의 학생들은 생성문제 1을 만들었으나 생성문제 1에 제시된 선분

과 모서리의 비의 합을 추측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지우는 자신의 문제

해결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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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우: 하려고 시도를 하긴 했는데요, 결국은 못 했어요. ... 

그니깐 이거[원문제 1]랑 대응되게 해서 [생성문제 1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선분과 모서리의 비들의 합이] 뭔

지도 모르겠고 잘 안 되더라고요.

생성문제 1에서 비의 합에 대한 추측을 제시하지 못한 지우는 원문제 1의 

관계적 구조를 조작하지 못한 수준인 1 수준으로 분류되었다.

2 수준의 학생들은 생성문제 1을 만들고, 생성문제 1에서의 선분과 모서

리의 비들의 합을 추측하였으나, 자신의 추측을 정당화하지는 못하였다. 예

를 들어, 동훈은 자신이 어떻게 비의 합을 추측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36 동훈: P를 무게중심으로 잡고 그랬을 때 비가 

가 되서 이

것들을 다 더하면 2가 된다고 경험문제로 했고, P를 

옮기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봤는데 그게 또 안 되더

라고요.

동훈은 생성문제 1에서 삼각형의 내부점이 무게중심인 경우와 같이 특수화

를 하여 비들의 합을 구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생성문제 1에서의 비들의 

합을 추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사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생성문제 1에

서 구해야 하는 삼각형의 내부점이 임의의 점을 지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당화를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동훈은 관계적 구조를 불완전하게 조작한 

2 수준으로 분류되었다.

3 수준의 학생들은 생성문제 1을 만들어내고, 생성문제 1에서 비들의 합

을 추측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정당화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수

아는 생성문제 1을 해결하기에 앞서 [그림 Ⅳ-10]과 같이 정삼각형이라는 

특수한 경우에서 비들의 합을 구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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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에서의 비들의 합이 정삼각형에서의 합과 동일하게 2가 될 것으로 

추측하였다.

그림 ①

A

B
C

그림 ②

[그림 Ⅳ-10] 수아의 생성문제 1에 대한 추측하기와 정당화하기

추측을 한 다음에 수아는 구해야 하는 값이 자신이 추측한 것과 같이 2가 

된다는 것을 정당화 할 수 있었다. 수아는 자신의 추측에 대한 정당화 과

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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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아: 일단 처음에는 정삼각형[[그림 Ⅳ-10]의 그림 ①]으로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 보통 

일반적인 삼각형[[그림 Ⅳ-10]의 그림 ②]에서는 a, a, 

a 이렇게 삼각형 비가 같진 않지만 얘[변 BC의 일부]

는 그냥이고 얘[변 AB의 일부]는 동그라미가 씌어져 

있고, 이거[변 AC의 일부]는 네모가 씌어져 있다는 점

에서 다를 뿐이지 ... 비율은 같아서 동일하게 답이 2가 

나와요. 여기서[그림 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 ②의 

일반적인 삼각형에서] 쓸 수 있게, 약간 간단하게 아이

디어를 얻을 수 있게, 작용한 거 같아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생성문제 1에서 비들의 합을 추측하고 정당화한 수아

는 관계적 구조를 조작한 것으로 간주되어 3 수준으로 분류되었다.

2.2.1.2. 관계적 구조 탐구에 의한 수학적 문제해결 1

생성문제 1에 대한 해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은 원문제 1을 해

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관계적 구조를 조작하여 3 수준으로 분류된 

수아도 역시 생성문제 1을 해결한 것을 바탕으로 바로 원문제 1을 해결하

지는 못하였다. 원문제 1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생성문제 1과 원

문제 1의 관계를 고민하던 수아는 다음과 같이 교사에게 질문하였다.

102 수아: 선생님, 이 문제[원문제 1]에서는 내부였잖아요. 내부인

데 [점이] 면에 있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쪽에 위

에 있어도 괜찮다고 하면 이게[생성문제 1에서의 값] 2

가 나오고 그럼 이게 뭐가 나오던  가 답이 될 거 

아니에요?

수아의 질문에 대하여 교사는 바로 답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며, 대신 수아

의 질문을 [그림 Ⅳ-11]과 같이 수학 문제(이하 원문제 1에 대한 생성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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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로 구체화하였다.

사면체의 ABCD의 면 ABC의 점을 지나면서 모서리 DA, DB, DC(단, 

DA , DB  , DC )에 평행한 직선을 긋자. 사면체 내부에 속한 직

선의 부분을 각각   라 할 때, 


 


 


의 값을 구하여라.

[그림 Ⅳ-11] 원문제 1에 대한 생성문제 2

생성문제 2는 수아의 질문과 같이 한 점이 사면체의 한 면 위에 놓여있는 

문제였다. 교사는 생성문제 2를 모든 학생들에게 제시하면서 이 문제가 원

문제 1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원문제 1을 해결하기 

위해 생성문제 2를 해결해보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원문제 1에 대한 생성문제 1을 해결할 때 사용한(혹은 해결하

기 위해 시도한) 전략을 동일하게 사용하여 교사가 제공한 생성문제 2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생성문제 1에서 2 수준으로 분류된 동훈은 

생성문제 2에서도 생성문제 1을 해결할 때와 마찬가지로 사면체의 한 점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인 경우를 기반으로 추측하였다. 동훈은 자신의 추측하

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2 동훈: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거[생성문제 1]를 이렇게 

해보다 보니깐 닮음을 이용해야 된다는 것을 유추해 

냈거든요. ... 이거[생성문제 2에서 한 점이 무게중심인 

경우]는 바로 여기로 넘어가서 요 앞의 것[생성문제 1]

을 풀고 나니깐 좀 바로 되더라고요.

동훈은 생성문제 1을 해결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생성문제 2를 해결하고

자 하였으나 생성문제 2를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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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훈과 다르게 앞서 3 수준으로 분류되었던 성훈은 자신의 문제해결 과

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53)

43 성훈: 앞[생성문제 1]에서 평면의 삼각형 가지고 해봤는데 그

게 된 거를 그냥 여기서도 될 거 같아서 했거든요. ... 

사면체[사면체 ABCD]가 있고 한 점[점 G]이 있다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직선들[선분 DA, DB, DC와 평행

한 직선들]의 모양이 대충 입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

겠더라고요[그림 ①]. 이걸 축소시켜서 생각하면 이거

[△D'GJ]랑 이거[△BCD]랑 닮음비를 써서 구할 수 있겠

다 생각하고. ... 삼각형 BCD랑 이렇게 하면[△D'HI를 

그린다] 이거[△D'HI]랑 이거[△D'GJ]랑도 닮음이고 이

거[△D'HI]랑 이거[△BCD]랑도 닮음이니깐 그러면 이거

[△D'GJ]랑 이거[△BCD]랑 닮음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

요. 마찬가지로 다른 변들에도 똑같이 적용해서 ... 결

과적으로 비가 이거 분에 이거[BC

D′G
]가 되니깐 일반적

으로 그냥 삼각형에서 생각하면[그림 ②를 그린다] ... 

ABC를 봤을 때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게 되잖아요. 그

럼 이 삼각형, 그때 이 변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거[
′


′


′
]와 이게[식 ①] 같다고 생각해서 값을 구

했는데 근데 이게[식 ①] 1이 나왔어요. 

D'
H

I
J

G

그림 ①

  

그림 ②

식 ①

53) 그림 ①에서 기호는 연구자가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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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훈도 역시 생성문제 1을 만들고 해결해본 경험을 통해 생성문제 2에서 

성립하는 여러 삼각형들 사이의 닮음 관계를 찾아낼 수 있었다. 성훈은 해

결해야 하는 문제를 이전에 만들어본 생성문제와 관련지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생성문제 2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성훈과 마찬가지로 생성문제 1을 해결한 수아는 생성문제 2를 해결하기 

위해 정사면체에서 무게중심을 지나는 특수한 경우를 가정하였고, 이때의 

비들의 합을 먼저 추측하였다. 수아는 무게중심을 지나는 특수한 경우에 

대한 추측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사면체에 대한 생성문제 2를 해결하는 아

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수아는 자신이 문제를 해결한 과정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37 수아: 이거를 1:2인걸 사용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비율 쓰는 

거 계산한 거를 여기서 똑같이 했을 때, ... AD에 대해

서 할 때 P가 여기 면에 있다고 치면 AP를 연결하고 

그 교점을 제가 Q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DQ를 이렇게 

연결을 한 후에 AD에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주면 돼요

[선분 PT를 그린다]. 여기서는 이거 분에 이거[AD

PT
]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거가 요거 대 요거[QA

QP
]니깐 QP 

대 QA를 구하는 걸로 바뀌어요. 문제가. 그러면 이거

를 셋 다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하는데. ... 여기[△

ABC]서 하나만 그대로 내리고 얘네 들을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 여기서 이게 ×고 얘가 ×

고, 얘는 ×이면 얘는 ×이 되서 요렇게 묶여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게 되서 얘네 둘이 더하면 1이 

되서 결론적으로 답도 1이 됩니다. 



- 116 -

T

생성문제 2를 해결할 수 있었으나 생성문제 2를 바탕으로 원문제 1까지 

해결하지는 못한 성훈과 다르게 수아는 원문제 1을 해결할 수 있었다. 수

아는 자신이 파악한 원문제 1과 생성문제 1 그리고 생성문제 2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75 수아: 이거 문제[원문제 1]를 생각하기 전에 요거[생성문제 2]

를 생각한 다음에 이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했어요. 물

론 완전 다르지만. 처음에 윗면에 있는 게 아닐까 싶어

가지고, 그거[생성문제 2] 하면 답이 그건 1이 나올 것 

같고, 이거 해서[생성문제 1] 나온 게 2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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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설명을 통해 생성문제 2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을 때부터 

수아가 어느 정도 원문제 1에 내재된 관계적 구조를 예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아의 아이디어를 교사가 생성문제 2와 같이 

수학 문제의 형태로 구현하고 제시함으로써 수아는 추측한 생성문제들 사

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원문제를 해결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아는 생성문제 1과 생성문제 2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모두 해결하고자 

하는 수학 문제(예를 들어, 삼각형 문제)를 특수화한 문제(예를 들어, 정삼

각형 문제)에서 성립하는 관계를 바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수학 문제에

서 성립하는 관계를 추측하고 있었다. 이와 달리, 동훈은 주어진 문제의 내

부점을 특수화(예를 들어, 임의의 점을 무게중심으로 특수화)하는 방식으로 

추측을 만들어 냈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었던 수아

와 다르게 동훈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해결 수행

에서의 차이에는 서로 다른 수아와 동훈의 특수화 전략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 중 원문제 1을 해결한 유일한 학생인 수아는 원

문제 1을 해결하는 데 핵심이 되었던 생성문제 2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

한 학생이었다. 수아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원문제 

1에 대한 생성문제들을 만들고 해결해본 경험 덕분이었다. 수아는 ‘원문

제의 조건 제거하기’ 전략에 의한 수학 문제유추가 “간단한 모델을 주로 

설정하고, 본 문제의 조건 중 일부를 수용하고 작은 규모에서 미리 문제를 

풀이하여 본 문제의 답에 근접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간단한 형태로 먼저 생각해 그 처음 모델에서 문제해결의 키(key)를 찾

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때 수아가 언급한 

주어진 원문제의 “답에 근접하게 하는 효과란 최종 목표에 단계적으로 도

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수아 스스로가 수학 

문제유추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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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수학적 문제해결과 관계적 구조의 일반화 경험 

2.2.2.1. 관계적 구조 탐구에 의한 수학적 문제해결 2

2차시 수업에서 교사는 1차시 수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수학 문제유추 활

동의 목표를 원문제 2를 해결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며, 학생들에게 원문

제 2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원문제 2에서 변화 가능한 차원들에 대해 생각

해보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자유투를 던진 횟수, 자유투를 성공

한 횟수, 문제 상황 등을 변화 가능한 차원으로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교사

는 학생들에게 원문제 1에서 제시한 수학 문제유추의 전략인 ‘원문제의 

조건 제시하기’ 전략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번에는 각각 30과 15로 제시

된 자유투를 던지는 횟수와 자유투를 성공한 횟수를 줄여서 생성문제를 만

들고 해결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차시 수업에서 학생들이 만든 생성문

제들은 자유투를 던지는 횟수와 자유투를 성공한 횟수에서만 차이가 나타

났다.

원문제 2에 내재된 관계적 구조는 문제해결을 위한 식이나 절차이므로 

학생들의 관계적 구조의 탐구 수준은 학생들이 만들어낸 생성문제의 해결

여부에 따라 구분되었다. 다시 말하여 생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

만 관계적 구조를 조작한 수준으로 간주되었으며, 만든 생성문제를 해결하

지 못한 경우에는 관계적 구조를 조작하지 못한 수준으로 간주되었다. 그

리고 생성문제를 부분적으로만 해결한 경우에는 관계적 구조를 불완전하게 

조작한 수준으로 간주되었다. 학생들의 원문제 2에 대한 관계적 구조의 탐

구 수준은 세 수준으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생성문제는 <표 Ⅳ-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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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생성문제 예시

1 수준

영준의 생성문제 상우는 농구시합에서 자유투를 던지게 되었다. 자유

투 성공 확률은 그전까지 시도한 횟수로 실패한 횟수를 나눈 값이다. 

상우가 20번 던졌을 때, 10번 성공할 확률은? (초기 확률은 

이다.)

2 수준 동훈의 생성문제 윤재가 x번 던졌을 때 y번 성공할 확률(단, x>y)

3 수준

수아의 생성문제 1 윤재가 4번 던졌을 때 2번 성공할 확률

수아의 생성문제 2 윤재가 6번 던졌을 때 3번 성공할 확률

성훈의 생성문제 윤재가 위 상황에서 2n번 던졌을 때 n번 성공할 확

률은?

<표 Ⅳ-5> 원문제 2에 대한 관계적 구조의 탐구 수준에 따른 생성문제 ①

1 수준의 학생들은 생성문제를 만들 수는 있었으나 자신이 만든 생성문

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예를 들어, 영준은 자유투를 던지는 횟수와 자

유투에 성공하는 횟수를 각각 20회, 10회로 줄인 생성문제를 만들어냈으나

(<표 Ⅳ-5> 참고), 자신이 만든 생성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영준은 1 수준으로 분류되었다.

3 수준으로 분류된 학생들 중 대부분은 생성문제로 자유투를 4번 던졌

을 때 2번 성공할 확률을 구하는 문제(이하 4회 생성문제)와 자유투를 6번 

던졌을 때 3번 성공할 확률을 구하는 문제(이하 6회 생성문제)를 만들었다

(<표 Ⅳ-5> 참고). 이들은 모두 자신이 만든 생성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

으나, 생성문제를 기반으로 원문제 2를 해결하는 방법은 학생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수아는 4회 생성문제와 6회 생성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바탕

으로 원문제 2를 해결했다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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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수아: 여기[문제 ②]서부터 감을 잡기 시작해서 이렇게 각각 

찾아보면 이렇게 XXOO, XOXO, XOOX는 다 값이 같

아요. 물론 얘[XOOX]랑 얘[OXXO]는 같아요. 그냥 바

꾼 것뿐이니깐. 그래서 왜 같을지 생각을 해보다가 각

각의 확률식을 그냥 이렇게 썼을 때 X는 무조건 앞에 

일단 첫 번째 하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얘가 뒤에 

몇 개가 더 올 테니깐 한 14까지 분자가 이렇게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1부터 14까지 분자에 올 수 있는데 

이건 항상 앞에 2개가 붙어있으니깐 2 곱하기해서 29

까지 간다고 하는 게 언제나 성립하는 거를 안 다음에 

... 그래서 X랑 O를 배열하는 가짓수.

                    

문제 ① 문제 ②

 

 

문제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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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와 같이 3 수준인 성훈은 4회 생성문제와 6회 생성문제를 만들고 

해결한 다음, 자유투를 던지는 횟수와 성공하는 횟수를 각각 2n과 n으로 

일반화한 생성문제(이하, 2n회 생성문제)를 만들어냈다(<표 Ⅳ-5> 참고). 그

리고 2n회 생성문제의 풀이를 [그림 Ⅳ-12]와 같은 식으로 나타낸 다음, 

에 원문제 2의 조건인 15를 대입하여 원문제 2를 해결했다고 하였다.

[그림 Ⅳ-12] 성훈의 2n회 생성문제에 대한 풀이

수아와 성훈의 사례를 통해 동일한 생성문제들을 만들고 동일한 관계적 구

조의 탐구 수준으로 분류된 학생들 중에서도 생성문제를 사용하여 원문제

를 해결하는 방법에서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54)

수아나 성훈과 마찬가지로 동훈은 4회 생성문제와 6회 생성문제를 만들

고 해결한 다음 자유투를 던지는 횟수와 성공하는 횟수를 각각 x와 y로 일

반화시킨 생성문제를 만들었으나(<표 Ⅳ-5> 참고), 이를 부분적으로 잘못 

해결하였기에 2 수준으로 분류되었다. 원문제 2에 대하여 교사가 제시한 

전략은 자유투를 던지는 횟수와 성공하는 횟수를 줄이는 것이었으나, 성훈 

및 동훈과 같은 학생들은 횟수를 줄이는 것 외에도 횟수를 일반화시킨 생

성문제들을 만들고 해결하고자 하였다.

54) 수아와 성훈의 문제해결에서의 차이는 Reid와 Knipping(2010)이 제시한 유추에 의한 문
제해결의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Reid와 Knipping(2010, pp. 112-115)은 
10×10, 20×20, 60×60 격자에 포함된 정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를 유추로 해결한 
한 학생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이 학생은 먼저 10×10 격자에 포함된 정사각형의 개수
를 구한 다음, 10×10 격자에서 구한 방법을 사용하여 유추에 의해 20×20, 60×60 격자
에 포함된 정사각형의 개수를 구하였다. Reid와 Knipping에 따르면 이 학생의 유추는 
10×10 격자 문제의 해법을 바로 20×20과 60×60 격자 문제에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10×10 격자 문제의 해법을 일반화한 다음 이러한 일반화된 해법
을 20×20과 60×60 격자 문제라는 특수한 경우에 적용하여 해결한 것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다. 수아와 성훈의 문제해결 방식은 각각 Reid와 Knipping(2010)이 제시한 전자와 
후자의 설명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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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관계적 구조의 일반화

2차시 수업의 후반부에서 교사는 생성문제를 만들고 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성문제를 사용하여 원문제 2를 해결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문

제의 조건 유지하기’ 전략을 설명하고 이 전략을 사용하여 원문제 2와 동

일한 풀이로 해결되지만 문제 상황만 항아리에서 공을 뽑는 상황으로 수정

한 생성문제를 만들도록 하였다. 다시 말하여 교사는 학생들에게 원문제 2

와 동형인 생성문제를 만들도록 한 것이다.

원문제 2를 이미 해결한 학생들에게 원문제 2에 대한 동형문제를 만들

도록 한 것은 2차시 수업에서 일부 학생들이 확률 문장제인 원문제의 관계

적 구조보다 표면적 정보인 문제 상황을 수정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교사는 문제 상황을 변화시키면서 관계적 구조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수학 문제유추를 통해 요구되는 문제 상황의 

수정이 단순히 표면 수준의 동형문제(Greer & Harel, 1998)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기 위해 이러한 문제를 만들도록 한 것이다. 동형문제

를 만들도록 요구하는 교사에게 수아는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13 수아: 선생님, 근데 상황만 바꾸는 건 말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14 교사: 그건 별로 의미 없다고 했지.
15 수아: 근데 그게 그거 아니에요? 
16 교사: 그게 그거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17 수아: [친구들에게] 근데 그게 그거 아니야?

교사는 수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유보한 채 다시금 학생들에게 동형문제를 

만들도록 하였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원문제 2에 내재된 관계적 구조는 문제해결을 위한 

식이나 절차로 나타나므로 ‘원문제의 조건 유지하기’ 전략을 사용한 관

계적 구조의 탐구 수준은 Greer와 Harel(1998)이 제시한 세 수준의 동형모

델인 ‘표면 수준의 동형문제’, ‘심층 수준의 동형문제’, ‘매개된 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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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각각에 대응하여 세 수준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동형문제를 만들

지 못한 경우에는 1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원문제 2에 대한 관계적 구조의 탐구 수준은 2 수준을 제외한 나머지인 

1 수준과 3 수준만 나타났다. 각 수준에 따른 생성문제는 <표 Ⅳ-6>과 같

다.

수준 생성문제 예시

1 수준

수아의 생성문제 항아리에 흰 공 30개, 검은 공 30개가 있다. 처음에 

흰 공을 뽑고 두 번째로 검은 공을 뽑았다. 총 공을 30개 뽑을 때 검

은 공 15개가 뽑힐 확률은? 

2 수준 -

3 수준

우진의 생성문제 현재 항아리 속에는 ○가 하나, ×가 하나 있다. **는 

항아리 안에서 공을 뽑고 그와 같은 색깔의 공을 “하나 더” 넣는다. 

이 시행을 (2n-2)번 거친 뒤 항아리 안에 ○가 n개 ×가 n개 존재할 

확률은? (n=15)

<표 Ⅳ-6> 원문제 2에 대한 관계적 구조의 탐구 수준에 따른 생성문제 ②

1 수준에 해당하는 수아는 원문제 2의 생성문제로 동형문제가 아닌 유

사문제를 만들었다. 다음 전사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수아는 지우와 함께 

원문제와 대응되는 동형사상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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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지우: 난 어떻게 생각했냐면 항아리에 공이 여러 개 있는데 

검은 공을 뽑을 때를 자유투 성공한 거랑 비슷하게 생

각하는 거야. 공이 여러 개 있는데 검은 공이 섞여 있

어. 그래가지고 처음에 흰 공을 뽑았어. 두 번째는 검은 

공을 뽑았다? 그럼 세 번째 기회에서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은 그 전에 두 개의 그 전 기회에서 검은 공을 뽑

은 그거라고 쳐. 그럼 똑같잖아.
31 수아: 똑같긴 한데 여기서는 검은 공을 많이 뽑을수록 검은 

공을 다음 번에 뽑을 확률이 줄어들잖아.
32 지우: 아니, 무한 개 있다고 가정하고.
33 수아: 무한 개 있을 수가 없지.
34 지우: 아니, 그냥 많이 있다고 가정하면 되잖아.
35 수아: 그냥 한 다음에 배열이 나오는 가지 수. 근데 그 확률

을 구하기 어렵지 않나? 

이, 무한 분의 일이.

36 지우: 그러면 이렇게 치자. 그러면 30개 이상이 있다고 쳐, 검

은 공이. 그러면 30번을 15번, 줄어들지 않잖아. 검은 

공 30개, 흰 공 30개면 절대 줄어들 일 없어 확률이.
37 수아: 뭐 그래. 30개 있다고 치자. 아니 정확한 수치가 있어야 

확률이 나오니깐.
38 지우: 그래? 아니 내 말은.
39 수아: 왜냐면 30개 이상 분의 검은 공 한 개를 뽑습니다. 하

면 이거 무한 분의 일이니깐 리미트 써서 0되잖아.
40 지우: 그니깐 여기서 확률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것도 

그런 거잖아.
(중략)

45 수아: 아니 왜냐면 이게 무한개가 있고 얘도 무한개가 있는

데, 일단 처음에 요거랑 요거를 골랐다고 쳐. 그 다음에 

얘가 나올 확률은 무한 분의 일이잖아, 아 아니 

인

가?
46 지우: 아니 이게 나올 확률을 이것처럼 그 전에 검은 공이 나

온. ... 
47 수아: 그럼 또 다른 걸 하나 설정해야 되지 않나? 그냥 무수

히 많다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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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투를 성공하는 것을 항아리에서 검은 공을 뽑는 것으로, 자유투에 

실패하는 것을 항아리에서 흰 공을 뽑는 것으로 대응시킨 문제를 제안한 

지우의 의견에 대하여 수아는 원문제의 조건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항아리 안에 무한개의 공이 들어있음을 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지우의 두 번째 의견을 반박하며, 수아는 유한개의 공이 들어 있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수아와 지우는 계속해서 논의하면서 원문제와 

대응되는 상황을 구성해보고자 했으나, 각 시행에 따라 변화하는 확률에 

대응되는 상황을 만들어내지는 못하였다. 결국 수아는 원문제 2와 동일한 

해법을 가지지는 않지만 각 시행에 따라 확률이 변화한다는 점에서는 유사

한 점을 가지는 원문제의 유사문제를 생성문제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 

수아는 자신이 유사문제를 만든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56 수아: 식이랑 답이 같게 하라고 하면 이게 아무래도 항아리

에 마법을 걸어야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왜냐하

면 여기서도 솔직히 선수가 계속 처음에 했던 그 데이

터베이스 대로 한다는 가정조건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솔직히 조금 그런 조건이긴 했지만 항아리 문제에다가 

그런 걸 적용하면 항아리에 무슨 주술이 걸려있어서 

그렇게 된다는 조건을 넣었어야 했는데, 그러면 문제를 

푸는 것이 아예 그냥 말장난같이, 말만 갖고 A는 B라

는 본질은 똑같은데 그냥 진짜 말만 바꾼 느낌이 들어

서.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해서 그걸 접근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접근방식은 같아요. 

근데 이걸로 그쪽을 그렇게 답을 똑같이 조정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나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도 괜찮다고 해서 쓴 건데. 공을 뽑을 

때마다 달라진다는 점에서 유사하고, 의미 있지 않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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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와 다르게 3 수준으로 분류된 우진은 원문제와 동형인 생성문제를 

만들었으며(<표 Ⅳ-6> 참고), 자신이 만든 생성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61 우진: 내가 생각한 게 뭐냐면, 지금 항아리에서 공을 뽑는 거

라고 하셨는데, O하고 X가 하나씩 하나씩 있어. 얘네 

중에 하나를 뽑을 거야. 하나를 뽑으면 이제 색을 확인

하고 뽑은 공이랑 같이 똑같은 색을 하나 더 집어넣는 

거야. 그 다음에 계속 집어넣으면 되고, 결국은 최종 

목적지는 O 하나 X 하나에서 O N+2개, X N+2개가 되

는 거지.

우진은 원문제 2에서의 첫 번째 시행과 두 번째 시행에서 각각 실패와 성

공을 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항아리에 처음부터 두 가지 색의 공이 각각 하

나씩 들어있는 상황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자유투에 성공하는 것을 하나의 

공을 뽑았을 때 뽑힌 공과 동일한 색의 공 두 개를 항아리에 다시 넣는 것

으로 대응시켰다. 이미 원문제 2를 해결할 때 원문제 2의 풀이를 일반화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던 우진은 자신이 만든 생성문제가 원문제의 관계적 

구조를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우진은 

Harel과 Greer(1998)가 제시한 매개된 동형문제를 만들어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었기에 3 수준으로 분류되었다.

1 수준에 해당하는 수아와 3 수준에 해당하는 우진의 차이는 

Mitchelmore와 White(1995)가 제시한 추상-일반 관계와 추상-분리 관계에 

비추어 설명할 수 있다. 원문제 2를 해결할 수는 있었으나 동형문제를 만

들어낼 수는 없었던 수아에게 원문제 2에 내재된 관계적 구조는 자유투를 

던지는 맥락에만 종속되어 일반성을 갖지 못한 추상-분리 관계였다. 그러

나 자유투 상황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에도 관계적 구조를 적용할 수 있었

던 우진에게 원문제 2에 내재된 관계적 구조는 추상-일반 관계였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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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따라서 우진은 주어진 자유투 상황 외 상황에서도 각 시행에서 

표본공간의 변화에 따른 확률의 변화를 제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교사는 우진의 생성문제를 학생들에게 공유하고, 원문제 2와 우진의 생

성문제 사이에 어떻게 동형사상이 구성되는지를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매

개된 동형문제인 우진의 생성문제를 경험한 후 수아는 다음과 같이 문제 

상황을 바꾸어 동형문제를 만드는 것에 대한 자신의 초기 생각이 변화했다

고 설명하였다.

101 교사: 그때 수아가 그랬죠. 상황을 바꾸는 건 말만 바꾸는 거 

아니냐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요?
102 수아: 아니요. 우진이 만든 문제는 진짜 잘 만든 거 같아요. 

이제 말만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걸 알거 같아요. 저는 

그때 똑같이 확률을 가지도록 문제를 못 만들어 다른 

문제[수준 1의 수아의 생성문제]를 만든 거고.

수아의 설명과 같이 우진의 생성문제를 통해 학생들은 수학 문제유추를 사

용하여 동형문제를 만드는 것이 표면적 정보를 다른 것으로 대치시킨 표면 

수준의 동형문제(Greer & Harel, 1998)를 만드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하여, 수학 문제유추를 통해 만들어야 하는 동형문제는 원문제에 

내재된 관계적 구조에 대한 통찰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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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요약 및 논의

본 절에서는 교사 피드백을 활용한 수학 문제유추 수업에서 관계적 구

조를 지도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수업에서 교사는 RFT 관점에 따라 학생들의 수행 전반에서 적

극적인 중재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교사는 수학 문제유추 활동에 앞서 활

동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원문제에 따른 수학 문제유추의 전략을 구체화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수학 문제유추 및 문제해결 과정에서 그들의 수

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절한 수학 문제나 전략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피

드백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교사의 적극적인 중재가 수

학 문제유추를 통한 학생들의 관계적 구조의 학습과 더불어 수학적 문제해

결 및 고등 수학적 사고를 촉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수학 문제유추를 관계적 구조의 학습을 위한 도

구로 사용할 때 피드백에 의한 교사의 적극적인 중재를 고려해야 하며, 교

사 피드백의 종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수업을 통해 수학 문제유추가 수학적 문제해결을 촉진하는 도

구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수학적 문제해결은 수

학교육에서 오랫동안 강조해온 목표이지만(교육과학기술부, 2011; 교육인적

자원부, 2007; NCTM, 2000), 그동안 수학적 문제해결을 위해 제시된 발견

술들은 다소 모호하거나 불명확하게 기술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Schoenfeld, 1985).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보다 적극적인 교사의 중재를 

통해 수학 문제유추가 수학적 문제해결의 향상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별히 일부 학생들의 

문제해결(원문제 2의 생성문제에 대한 수아와 성훈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나타난 차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수학 문제유추를 통해 만들어진 생성문

제들은 학생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원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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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수학 문제유추와 수학적 문제해결 과정 사이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수업을 통해 수학 문제유추가 추측하기와 추상화 및 일반화 등

의 고등 수학적 사고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

다. 그리고 수학 문제유추에 의해 경험할 수 있는 주된 고등 수학적 사고

의 종류는 주어진 원문제와 사용되는 수학 문제유추의 전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는 유추가 과제 의존적인 추론(이종희, 2003)이라

는 점과 연결되며, 수학 문제유추를 활용하여 고등 수학적 사고를 지도하

는 과제나 수업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하는 측면이 됨을 알 수 있다. 다만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러한 고등 수학적 사고가 수학 영재 학

생들조차 쉽게 하는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하며, 학교수학

에서 수학 문제유추를 통해 고등 수학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수업에서 교사는 수학 문제유추를 수행하는 전략을 직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원문제로부터 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을 다소 제

한한 측면이 있다. 소수의 학생들이 교사가 제시한 전략 외 다른 전략을 

사용하여 수학 문제유추를 수행하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사가 

제시한 전략에 기초하여 관계적 구조를 조작하여 생성문제를 만들어냈으

며, 이에 따라 학생들이 만들어낸 생성문제의 종류는 다소 제한적으로 나

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만들어낸 생성문제를 통해 다양한 관

계적 구조의 탐구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탐구 수준의 

차이는 학생들이 원문제의 관계적 구조를 추상화한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교사의 적극적인 지도 아래 이루어지는 수학 

문제유추 활동이 학생들의 다양한 문제유추 수행을 제한하고 있다기보다, 

원문제에 내재된 관계적 구조에 주목하고 관계적 구조의 탐구에 보다 초점

을 두는 접근인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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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수학 문제유추에 의한 관계적 구조의 학습 관

점을 각각 반영한 두 가지 유형의 수업을 설계하고 수학 영재학생들을 대

상으로 교수실험을 수행하였다. 공적 비평과 교사 피드백이라는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여 수학 문제유추에 의해 관계적 구조를 지도한 결과 두 수

업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먼저 두 수업에서 모두 수학 문제유추가 학생들에게 관계적 구조를 학

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관계

적 구조에 대한 탐구 수준은 학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탐구 

수준에서의 차이는 수학 문제유추에 의한 관계적 구조의 학습에서의 차이

를 드러내는 것이므로, 수학 문제유추가 학생들의 관계적 구조의 학습을 

평가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와 더불어 두 수업에서 모두 학생들이 고등 수학적 사고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사고를 보

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수업은 교사 피드백에 의한 수업이었으며, 공

적 비평에 의한 수업에서는 다소 제한적으로만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수학 문제유추를 사용하여 학생들이 고등 수학적 사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수학 문제유추 수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적 비평이 이루어지는 수업에서는 수학 문제유추 과정에 교사 개입의 

최소화 되므로 학생들은 스스로의 지향에 따라 다양한 생성문제를 만들게 

되며, 이는 학생들의 흥미와 더불어 수업 참여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

을 줄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다양한 접근으로부터 만들어진 생성문제

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학생들의 관점에서 그들이 만들어낸 생성문제들

과 생성문제를 만드는 사고 과정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수 있다. 다만 학

생들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양상의 학생들의 수행을 모두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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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수업에서는 관계적 구조의 학습이라는 수학 문제유추의 목표가 다

소 변질될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교사 피드백에 의한 수학 문제유추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수학 문제유추 

과정에 교사의 직접적인 개입이 많아짐에 따라 이미 확립된 수학 문제유추 

활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활동이 다소 제

한된 접근에 따라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제한된 종류의 생성문제들이 만들

어짐에 따라 학생들의 흥미나 참여를 고취시키는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수업에서는 학생 수행에 대한 교사의 적절

한 피드백이 중요하므로 교사의 역할이 강조되며, 이에 따라 원문제의 관

계적 구조를 인식하고 조작해보는 교사의 사고실험이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각 유형의 수업은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사

는 수학 문제유추 활용의 목적과 지도 환경에 따라 적절한 유형의 수업을 

선택하여 학생들에게 관계적 구조를 지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수학 문제유추를 사용한 관계적 구조의 지도의 실제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된 본 교수실험은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는 연구 참여자의 측면

이다. 본 실험에서는 의도적으로 수학 영재학생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

였다. 그러나 수학 영재학생들은 일반 학생들과 인지적, 정의적 측면에서 

다른 특성을 보이므로(Krutetskii, 1976; Sriraman, 2003) 본 연구에서의 결

과를 일반 학생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관계적 구조는 

그 자체로 메타적 사고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일반 학생들에게도 수학 문제

유추가 관계적 구조를 지도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지, 도구가 된다면 어떻

게 지도해야 하는지, 수학 영재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수학 문제유추에 의

한 관계적 구조의 지도에서의 차이는 없는지 등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을 

바탕으로,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관계적 구조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수업 설계의 측면이다. 교수실험에서는 각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 

외에 수업에서의 관찰자를 필요로 한다(Steffe & Thompson, 2000).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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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자가 수업 장면에서 교사가 확인하지 못했던 측면에 주목할 수 있으

며, 교사의 관점과는 다른 관점에서 수업 장면들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

다(Steffe & Thompson, 2000). 그러나 교수실험 2에서는 관찰자를 포함하

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제한적인 관점에서 분석이 이루어졌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수학 문제유추는 학생들이 학습해야 하는 방법적 지식의 측면을 가

지므로 수학 문제유추를 학생들이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익숙해지고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각 교수실험이 두 차시

씩 짧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제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수업에서 원문제로 사용한 과제의 측면이다. 본 교수실험에서는 

원문제로 확률 문제와 기하 문제만을 사용하였다. 이는 대수나 함수 등 학

교수학에서 다루는 다양한 영역을 대표하는 과제라고 보기 어렵다. 유추는 

과제에 기반한 추론이므로(이종희, 2003)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학교수학

의 내용 영역의 문제들을 기반으로 수학 문제유추의 실제를 분석하는 연구

들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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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학생들에게 수학의 구조를 가르치고자 했던 그동안의 시도가 

성공하기 어려웠던 이유를 학생들에게 수학자들의 연구 대상인 수학적 구

조를 가르치려 했기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따라 수학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생들이 다룰 수 있는 학교수학에서의 구조를 새롭게 

정의하고, 새롭게 정의된 학교수학에서의 구조를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정의한 학교수학에서의 구조는 ‘관

계적 구조’이며, 학생들이 이를 학습하는 도구로 제안하는 것은 ‘수학 

문제유추’다. 본 연구에서는 수학의 역사에서 유추가 수학자들의 수학적 

지식의 구성 도구였던 것처럼, 수학 문제유추가 학생들이 관계적 구조를 

학습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학 문제유

추에 의한 관계적 구조의 학습이 무엇인지 밝히고, 관계적 구조의 지도에

서 수학 문제유추의 특징을 구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Ⅱ장에서는 수학적 구조와 지식의 구조의 의미를 바탕으로 학교수학에

서의 관계적 구조를 정의하였다. 수학적 구조가 ‘수학적 대상들의 집합’, 

‘관계’, ‘공리’로 구성되며 ‘공리’에 주목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본 

연구에서 정의된 관계적 구조는 ‘학교수학에서의 대상들과 대상들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들의 집합’이다. 그리고 관계적 구조는 학교수학에서의 대

상들보다 대상들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에 주목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적 구조의 학습을 관계적 구조에 대한 조작을 구성하는 것

으로 보았다. 그리고 관계적 구조를 학습하는 도구로 제안된 ‘수학 문제

유추’를 ‘원문제에 내재된 관계적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

운 생성문제를 만들고 해결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정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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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문제유추에 의해 관계적 구조를 학습하는 관점으로는 

AOT(Actor-Oriented-Transfer) 관점과 RFT(Relational Frame Theory) 관점

을 제시하였다. AOT 관점을 따르는 수학 문제유추 활동에서는 수학 문제

유추 과정에서 학생들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학생들의 문제유추 수행을 모

두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을 밝혔다. 이와 다르게 RFT 관점을 따르

는 수학 문제유추에서는 학생들의 관계적 프레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

속적으로 자극을 제공하는 교사의 역할이 강조됨을 밝혔다.

Ⅲ장에서는 관계적 구조의 지도에서 수학 문제유추의 역할과 수학 문제

유추의 방법을 밝히고자 하였다. 먼저 관계적 구조의 지도에 있어 수학 문

제유추는 문제유추자로 하여금 고등 수학적 사고, 다시 말하여 추상화, 일

반화 그리고 추측하기를 경험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

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관계적 구조의 지도를 위한 수학 문제유추의 방법

적 측면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수학 문제유추의 목표와 성격을 밝히고 

수학 문제유추에서 원문제가 갖추어야 하는 조건을 구조화된 문제로 제시

하였으며, 생성문제의 유형은 원문제와 동형문제, 동일난도의 유사문제, 단

순화된 유사문제, 복잡화된 유사문제, 관련되지 않은 문제로 구분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수학 문제유추의 전략은 원문제에 조건 추가하

기, 원문제의 조건 제거하기, 원문제의 조건 유지하기였다. 각 전략은 학생

들의 수학 문제유추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사가 학생들을 지원하는 방

법으로 볼 수 있다.

Ⅳ장에서는 수학 문제유추에 의한 관계적 구조의 학습 관점인 AOT 관

점과 RFT 관점을 각각 반영한 두 가지 유형의 교수실험을 통해 수학 문제

유추에 의한 관계적 구조의 지도의 실제를 확인하였다. 각 관점이 반영된 

수업에서 주된 차이는 교사의 중재 유형과 시점이었다. 행위자 관점인 

AOT 관점을 반영한 수학 문제유추 수업에서는 중재의 유형으로 공적 비평

을 사용하였으며, 수학 문제유추를 마친 후 생성문제를 공유하는 과정에 

중재가 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RFT 관점을 반영한 수학 문제유추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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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중재의 유형으로 교사 피드백을 사용하였으며, 주로 수학 문제유추 

과정에서 중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수학 문제유추 수업을 

수행한 결과, 학생들의 관계적 구조의 탐구 수준은 관계적 구조를 조작하

는 수준, 관계적 구조를 불완전하게 조작하는 수준, 관계적 구조를 조작하

지 못하는 수준과 같이 세 수준으로 구분되었다. 공적 비평을 사용한 수학 

문제유추 수업과 교사 피드백을 사용한 수학 문제유추 수업에서는 공통적

으로 학생들의 관계적 구조의 탐구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고

등 수학적 사고를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났다. 그러나 공적 비평을 

사용한 수업에서 보다 교사 피드백을 사용한 수업에서 학생들이 고등 수학

적 사고를 경험하고 있음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공적 비

평을 사용한 수학 문제유추 수업에서는 관계적 구조의 탐구 수준의 변화와 

도전적인 문제생성 및 문제해결에 대한 지향이 출현함을 확인하였다. 이와 

달리, 교사 피드백을 사용한 수학 문제유추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추측하기

와 수학적 문제해결의 경험 및 관계적 구조의 일반화를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교사가 학생들의 수행에 따라 적절한 수학 문제유

추 전략이나 관련 문제를 제공하는 등의 피드백을 제공함에 따라 가능하였

다. 

2. 결론

수학 문제유추에 의한 관계적 구조의 학습이 무엇인지 밝히고 관계적 

구조의 지도에서 수학 문제유추의 특징을 확인한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도

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정의한 관계적 구조는 수학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생

들이 다룰 수 있는 학교수학에서의 구조임과 동시에 학교수학에서 다루는 

개념이나 원리, 문제해결 절차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일반적인 용어이

다. 따라서 관계적 구조의 교수학습과 관련된 논의들은 그동안 개념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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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문제해결 학습 등으로 구분된 채 다루어진 수학 교수학습에서의 여러 

논의들과 연결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관계적 구조의 학습에 대한 논의는 

수학적 개념 학습과 수학적 문제해결 관련 논의들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

는 것이다. 학교수학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이나 원리, 문제해결 절차들이 

그러하듯이 관계적 구조는 문제의 표면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므로 관계적 구조에 대한 인식은 추상적인 사고

를 요구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적 구조의 추상적 특징들이 학생들

이 관계적 구조를 인식할 때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

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수학 문제유추는 학생들이 의도적으로 관계적 구

조에 주목하도록 하면서 학생들이 문제에 내재된 새로운 수학적 개념, 원

리, 절차 등을 학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미 학습한 수학적 개념, 원리, 

절차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수학 문제유추가 관계적 구조를 학습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관계적 구조가 수학적 개념, 원리, 절

차 등을 모두 포괄하는 일반적인 용어이므로 이를 학습하게 하는 도구인 

수학 문제유추 역시 학교수학의 전 학년, 전 영역에서 관계적 구조의 학습

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도구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수학 문제유추를 활용한 관계적 구조의 학습에 대

한 관점을 AOT 관점과 RFT 관점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관점들을 반

영한 수학 문제유추 수업이 각각 공적 비평과 교사 피드백을 사용한 수업

으로 구현될 수 있음을 밝혔다. 두 유형의 수업이 서로 다른 특징과 장단

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학 문제유추를 활용하여 관계적 구조를 지도하고

자 하는 교사는 두 가지 종류의 수업에서 교수학습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수업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혹은 필요한 경우에는 두 가지 유형의 수업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수학 문제유추 활동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수학 문제유추 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기를 바라는 

경우에는 수학 문제유추 활동을 처음 소개할 때 공적 비평을 활용한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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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진행하고, 학생들이 수학 문제유추 활동에 익숙해진 다음에는 관계적 

구조의 학습이라는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교사 피드백을 

활용한 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와 다르게, 학생들이 수학 문제유추 활

동의 목표와 방법을 명확하게 이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수학 문제유추 

활동을 처음 소개할 때 교사 피드백을 활용한 수업으로 진행하고, 이후에 

공적 비평을 활용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반응에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열린 형태의 수학 문제유추 활동이 이루어지게 할 수도 있다.

공적 비평과 교사 피드백이라는 중재 방법 중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는

지에 따라 수학 문제유추 수업은 다른 특징을 가지게 되지만, 두 유형의 

수업은 모두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수학 문제유추가 

관계적 구조를 학습하는 도구로 적절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원문제에 내

재된 관계적 구조를 인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조작해야 한다. 이때 

원문제의 관계적 구조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면서 관계적 구조의 조작을 

위한 전략을 알고 있는 교사가 학생 수행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함

에 따라 이러한 인식과 조작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교

사 피드백을 사용한 수업에서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와 다르게, 공적 비평을 활용한 수업에서는 수학 문제유추 과정에서 

교사가 직접적으로 중재를 하지는 않으므로 교사의 역할에 대해 간과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업에서도 교사는 공적 비평의 장(場)을 제공하고 

공적 비평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양한 관계적 구조의 탐구 수준을 

가지는 학생들로 구성된 수업에서는 서로의 문제유추 활동 결과에 대해 논

의하면서 더 높은 관계적 구조의 탐구 수준을 가지는 학생의 수행이 그보

다 낮은 수준의 학생들의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는 공적 비평

의 과정이 학생들의 수학 문제유추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교사는 공적 비평의 장을 제공하고 공적 비평이 활성화되도록 

하면서 학생들의 수학 문제유추 과정을 간접적으로 중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사 피드백을 활용한 수업과 마찬가지로 공적 비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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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수업에서도 역시 교사의 역할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수학자들이 유추를 수학적 지식의 구성 및 수학적 발견

의 도구로 사용해온 것과 같이 학생들의 수학적 발견의 도구로 유추를 사

용할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수학자들이 

수학적 탐구에서 유추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

학교육에서 학생들에게 유추를 활용하여 수학적 발견의 경험을 제공하는 

연구들은 적은 편이었다. 수학 문제유추 과정에서 학생들은 원문제에 내재

된 관계적 구조를 새롭게 발견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또 다른 새로운 관계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므로 학생들은 수학 문제유추

를 통해 수학적 발견의 경험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학생의 발견이 다

소 사소한 것일지라도 학생 개인의 수학 학습의 역사에서 새로운 발견으로 

간주될 수 있다면 이는 학생 개인에게는 의미 있는 발견인 것이다. 수학 

문제유추가 이러한 수학적 발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본 연구에서 수학 문제유추를 문제생성의 측면에서 다루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주로 문제해결의 측면에서 다루어진 문제유추를 문제생성에 적용함에 

따라 본 연구는 그동안 사용된 문제유추의 활용 범위를 확장하여 수학적 

발견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수학 문제유추가 수학적 문제해결을 촉진하

고, 도전적인 문제해결에의 지향을 발현시켰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수

학 문제유추가 수학적 문제해결 교육을 위한 주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

을 나타낸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해결자는 문제의 관계적 

구조를 인식해야 한다. 수학 문제유추는 문제해결자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문제에 내재된 관계적 구조에 주목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수학 문제

유추 경험을 통해 수학적 문제해결에 성공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수학적 문제해결력의 향상은 수학교육의 주된 목표 중 하나이므로 이러한 

측면은 수학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도구로서 수학 문제유추의 가치를 드

러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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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수학 문제유추에 의한 관계적 구조의 지도에서 교사의 역할이 중

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수학 문제유추에서는 수학 문제유

추의 주체인 학생에게도 관심을 둔다. 특별히 수학 문제유추에 의한 관계

적 구조의 학습 관점인 AOT 관점과 RFT 관점은 학생의 학습 경험을 강조

하고 있다. AOT 관점에서는 학생들이 이전 학습 경험과의 유사성을 구성

하면서 수학 문제유추를 해나간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RFT 관점에서

는 수학 문제유추를 통해 개인의 학습 경험들에 의해 이미 확립된 관계적 

프레임들이 활성화된다는 측면에 주목한다. 이처럼 각 관점에서 학생의 이

전 학습 경험을 강조하는 이유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두 관점 모두 수

학 문제유추의 주체인 학생의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으로부터 수학 문

제유추를 활용한 관계적 구조의 지도를 계획할 때에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측면을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

의 초점은 아니었으므로 향후 학생 경험과 수학 문제유추 수행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수학 문제유추에 의한 관계적 구조의 지도 방법으로 공

적 비평과 교사 피드백을 제시하였다. 공적 비평과 교사 피드백이라는 지

도 방법은 각각 수학 문제유추에 의한 관계적 구조의 학습 관점에서 비롯

되었다. 따라서 수학 문제유추를 활용한 관계적 구조에 대한 학습의 관점

을 추가적으로 밝혀낼 수 있다면 수학 문제유추에 의한 관계적 구조의 지

도 방법이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의 주제 중 

하나는 새로운 수학 문제유추에 의한 관계적 구조의 학습 관점을 밝히는 

것이 될 수 있다.

관계적 구조의 지도 방법의 하나인 교사 피드백의 종류로 본 연구에서

는 수학 문제유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전략 제공하기와 관련

된 문제 제공하기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교사가 학생들의 수학 문제유

추 수행을 향상시키고 관계적 구조를 학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피드

백의 종류는 다양하다. 따라서 이러한 교사 피드백의 종류를 보다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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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밝히고, 각 종류의 피드백이 수학 문제유추 수행 및 이에 따른 관계

적 구조의 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이러한 피드백의 종류들은 원문제의 특성에 따

라 다르게 제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관계적 구조를 

수학적 개념, 원리, 절차 모두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였으므

로, 원문제의 특성은 관계적 구조의 종류인 수학적 개념, 원리, 절차에 따

라 구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학 문제유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교사 피드백의 종류를 탐색하는 연구와 더불어 원문제의 특성 

및 원문제와 교사 피드백의 관계 등을 밝히는 후속 연구가 함께 진행될 필

요가 있다. 이와 같은 후속 연구들을 통해 수학 문제유추에 의한 관계적 

구조의 교수학습 과정이 더욱 면밀하게 밝혀지길 기대하며, 이를 위해 본 

연구가 기초 자료로 사용되길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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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aching structure of mathematics has been one of the central goals 

in mathematics education for many years. Even though there were a 

few attempts, such as the New Math movement, to teach the structure 

of mathematics to students, those attempts were not successful. One of 

the reasons for their failure was that the educators attempted to teach 

mathematical structure, which is the research object of mathematicians, 

to students. This is the starting point for the following study, which 

defines relational structure in school mathematics as a concept which 

can be operated by students and then suggests mathematical problem 

analogy as a tool of teaching relational structure. In addition, this study 

investigates learning of relational structure via mathematical problem 

analogy. It also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mathematical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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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ogy in teaching relational structure.

In this study, relational structure was defined as “the sets of objects 

in school mathematics and relations between the objects.” In addition, 

the learning of relational structure was regarded as the construction of 

operations of relational structure. Mathematical problem analogy, a tool 

used to learn relational structure, was defined as “an activity of 

recognizing the relational structure, which is inherent in a given 

mathematical problem (named original problem) and constructing and 

solving new problems (named generated problems) on the basis of the 

relational structure of the original problem.” Two perspectives on the 

learning of relational structure through the utilization of mathematical 

problem analogy were presented as AOT (Actor-Oriented-Transfer) 

perspective and RFT (Relational Frame Theory) perspective.

The role of mathematical problem analogy in teaching relational 

structure was suggested to provide opportunities to experience advanced 

mathematical thinking, such as abstracting, generalizing, and conjecturing. 

To reveal the method of mathematical problem analogy in teaching 

relational structure, the goals and characteristics of mathematical problem 

analogy were presented. In addition, the characteristics of mathematical 

problems in respect to the condition of original problems and the types 

of generated problems were also presented. Strategies for implementing 

mathematical problem analogy were presented, including the addition of 

conditions to original problem, as well as both the elimination and the 

preservation of conditions of original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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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reveal the practice of teaching relational structure via mathematical 

problem analogy, two types of lessons were designed in this study. One 

employs public criticism, while the other applies teacher feedback. These 

lessons were based on the AOT perspective and the RFT perspective,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utilizing these two types of 

lessons for mathematically gifted students show the difference of 

students’ levels of exploration in relational structure as well as the 

emergence of advanced mathematical thinking in both lessons. 

In the lesson for mathematical problem analogy based on public 

criticism, the identified features included a change in the level of 

exploration of relational structure and the emergence of orientation for 

the construction and resolution of challenging mathematical problems. 

Meanwhile, in the lesson for mathematical problem analogy based on 

teacher feedback, conjecturing,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and the 

generalization of relational structure were foun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two lessons,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each lesson were 

discussed. Finally, the pedagog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long with 

future research themes, were presented.

Keywords: relational structure, mathematical problem analogy, AOT 

perspective, RFT perspective, public criticism, teacher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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