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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요약

본 연구는 문제의 구조화수준과 자원문제들 간의 표면유사성이 유추적 부호화에 의한 유추전이과정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보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0명의 대학생을
실험대상으로 문제의 구조화수준과 자원문제들 간의 표면유사성에 따라 네 개의 실험집단을 구성하고, 피험
자들에게 두 개의 자원문제를 비교하도록 한 이후에 소리내어 생각하기(think aloud)를 하면서 표적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문제의 구조화수준과 자원문제의 유사성에 따라서 유추전이과정 패턴의 선형성, 복잡
성, 피드백 범위가 다르게 나타났다. 유추전이단계별 평균 소요시간 비율은 전반적으로 실험집단간의 차이가 적
게 나타났다. 그러나 비구조화된 문제-유사자원문제 집단은 다른 세 실험집단보다 문제표상단계에서 소요시간
비율이 9.1%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실험집단에서 자원문제에 관한 도식수준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
타났다. 구조메시지 비율에 있어서는 상이자원문제 조건이 유사자원문제 조건보다 36.5% 높게 나타났고, 구조
화된 문제보다 비구조화된 문제에서 구조메시지 비율의 차이가 25% 더 크게 나타났다. 유추전이율에 있어서도
자원문제들 간의 표면유사성과 문제의 구조화수준이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식수준과
유추전이수준간의 상관은 .53이고, 구조메시지 비율과 유추전이수준간의 상관은 .74로 나타났다.
￭ 주요어 : 유추전이, 표면 유사성, 문제의 구조화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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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와 함께 최근 학교교육에서는 고등사고능력인 문제해결력의 신장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문제해결력은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고등사고기능으로서
전문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능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학습에서 학생들은 학습과제가 구조화되고 단순한 문제들을 주로 학습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실제생활에서의 비구조화되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는 소홀
한 편이다.
학교에서 학습한 지식을 일상생활과 전문영역에 직면하는 문제해결에 잘 전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전의 경험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파악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해서 유추전이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져왔으며, 특히 Gick과
Holyoak(1980), Gentner(1983)는 표적문제(target problem)와 자원문제(source problem)간의
유사성과 문제해결자의 도식이 유추전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원문제의 핵심구조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표면적 특성
은 다르지만 동일한 문제해결원리를 가지고 있는 둘 이상의 자원문제를 서로 비교하도록 하
는 방법이 제안되고 있는데, 이를 유추적 부호화(analogical encoding)라고 한다(Ferguson,
1994; Loewenstein, Thompson, & Gentner, 1999). 유추적 부호화를 하면, 문제에 관한 도식
을 형성할 수 있고, 그 결과 자원문제와 표면적으로 상이한 표적문제를 해결할 때 표면적
차이점들에 덜 구속되고 구조적으로 동일한 자원문제에 더 쉽게 접근하여 문제를 효과적으
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유추적 부호화는 학습자들이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학습을 하면서
동시에 추상적인 원리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학습자들이 유추할 내용을 사전에 잘 알
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교수방법이다.
기존의 유추적 부호화에 관한 연구들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도식형성률이나 유추전
이율 등을 비교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유추적 부호화가 왜 효과적이며 유추전이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은 유추전이
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어떤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유추전이에 성공한 사람들은 유추전
이과정에서 실패한 사람들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밝혀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
므로 유추적 부호화에 대해서 더 정확히 이해하고 새로운 교수방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는 ‘유추전이과정’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학교교육에서 학생들이 주로 학습하는 구조화된 문제(well-strucrued problem)와 일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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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직면하는 비구조화된 문제(ill-structured problem)는 속성과 문제해결과정이 서로 다르
므로 비구조화된 문제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의 구조화 수준을 달리하여 유추전이
과정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문제의 구조화수준에 따
른 문제해결효과에 관하여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김미현
(2001)은 유추적 부호화를 할 때 자원문제들 간의 표면유사성이 상이할수록 새로운 표적문제
에 대한 유추전이가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으나, 어떠한 이유에서 상이한 자원문제들 간
의 비교가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둘
이상의 사례들을 제시할 때 사례들 간의 표면유사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밝혀주어야 할 필
요성이 있음을 함의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문제의 구조화수준과 자원문제들 간의 표면유사성이
유추적 부호화에 의한 유추전이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보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유추전이과정을 밝혀보고자 피험자들의 도식수준과 유추전이결과도 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의 구조화수준과 자원문제들 간의 표면유사성에 따라서 유추전이과정의 패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문제의 구조화수준과 자원문제들 간의 표면유사성에 따라서 유추전이단계별 소요시
간 비율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문제의 구조화수준과 자원문제들 간의 표면유사성에 따라서 도식수준과 구조메시지
비율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넷째, 문제의 구조화수준과 자원문제들 간의 표면유사성에 따라서 유추전이수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다섯째, 도식수준과 구조메시지 비율은 유추전이수준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문제의 구조화수준과 문제해결과정
문제는 사람들이 목표달성을 원하지만 실제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모르
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Gagné, 1985), 문제해결은 가치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초기
상태와 목표상태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활동을 말한다. 그런데 문제해결과정은 문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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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수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학습에서는 먼저
구조화된 문제와 비구조화된 문제의 해결과정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조화된 문제는 교육현장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문제들로서 명확한 초기상태와 목표상태
를 가지고 있으며, 단일의 정답이 존재하고(Simon, 1978), 문제해결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제시되며, 문제해결을 위해서 제한된 수의 규칙과 원리가 필요하다(Jonassen, 1997). 반면에,
비구조화된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문제로서 초기상태와 목표상태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어떤 개념, 규칙,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확신하기 어렵고(Wood, 1983), 적합한
해결책에 대한 보편적인 동의를 찾아보기 힘들며, 문제해결자의 신념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Hong, 1998; Jonassen, 1997).
과거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일반적인 문제해결과정을 밝혀보려고 노력하였으며, 비구조화
된 문제와 구조화된 문제의 해결과정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구
조화된 문제가 일상생활의 비구조화된 문제로 쉽게 전이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Simon,
1978). 그러나 최근의 연구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이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학교
에서 구조화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서로 다르며, 그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일상
생활에 잘 전이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를테면, 상황인지론자인 Lave(1988)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배운 수학지식이 일상적인 문제해결에 적용되
는지를 연구하였는데, 문제해결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수학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
지 않고, 주변에 있는 물건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Cho(2001)는 문제의 구조화 정도에 따라서 문제해결과정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를 연구하였는데, 구조화된 문제 집단은 판단의 기준을 만드는 활동을 비구조화된 문제 집
단보다 더 많이 했고, 비구조화된 문제 집단은 해결책에 관한 비평 활동을 구조화된 문제
집단보다 더 많이 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Jonassen과 Kwon(2001)은 컴퓨터 매개와
면대면 방식의 집단 문제해결과정에서 의사소통 패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였는
데, 구조화된 문제보다 비구조화된 문제에서 메시지의 수가 더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문제의 구조화수준에 따라서 문제해결에 필요한 능력과 문제해결과정이 서
로 상이하다는 것을 시사받을 수 있다.

2. 자원문제들간의 표면유사성과 유추적 부호화
유추전이는 이전에 문제를 해결하면서 습득한 지식을 현재 당면한 문제해결에 적용하는
정신과정을 말하며, 새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표적문제’라고 하고, 과거에 해결해 본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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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문제를 ‘자원문제’라고 한다(김영채, 2002). 그리고 표적문제와 자원문제간의 유사성
이 유추전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문제해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사성을 구조유사성
(structure similarity)이라고 하고, 문제에 등장하는 사물, 표현, 맥락처럼 문제해결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유사성을 표면유사성(surface similarity)이라고 한다.
표면유사성은 자원문제에 접근하는 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동일한 문제공간을 가
지고 동일한 방식과 절차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도 표면적 특성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두
문제의 유사성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Gick과 Holyoak(1980)의 실험에서 표면적으로
상이한 두 문제가 관련이 있다는 단서를 제공받은 집단이 아무런 단서도 제공받지 않은 집
단보다 유추전이율이 45%나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Hayes와 Simon(1974)에 의하면, 하노이
탑 문제에 친숙한 피험자들도 표면적으로 상이한 차를 마시는 의식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때 하노이탑 문제와의 유사성을 쉽게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표면유사성은 자원문제와 표
적문제를 대응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Ross(1987, 1989)의 실험에 의하면, 자원문제로
자동차를 수리공에게 무선적으로 할당하는 순열문제를 제공하고, 표적문제로 과학자를 컴퓨
터에 무선적으로 할당하도록 했을 때 대응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조적 측면에서는 자동
차와 과학자가 대응하고, 수리공과 컴퓨터가 서로 대응함에도 불구하고, 사물의 특성에 따라
서 무생물인 자동차와 컴퓨터를 같이 대응시키고, 사람인 수리공과 과학자를 대응시켰다. 그
러므로 표면유사성은 유추전이과정에서 접근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자원문제와 표적문제를
대응하고 해결책을 생성하는 적용단계에서도 중요한 요소이다.
이와 같은 표면유사성에 관한 연구들을 통해서 문제의 표면적 특성보다 구조적 특성에 기
반해서 자원문제에 접근할 때 유추전이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
추적 부호화는 표면적으로 상이하지만 구조적으로 유사한 둘 이상의 문제들을 비교함으로써
문제들의 공통적인 관계구조를 쉽게 추상화할 수 있도록 한다(Gentner & Markman, 1997).
자원문제를 학습하는 단계에서 유추적 부호화를 통해서 문제해결구조에 관한 도식을 잘 형
성하게 되면, 이후에 표면적으로 상이한 유추문제를 접하더라도 기존에 경험한 문제와 동일
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함으로써 유추전이를 효과적으로 하게 된다
(Loewenstein, Thompson, & Gentner, 1999). 그러나 비교의 대상이 되는 자원문제들 간의
관계에 따라서 유추적 부호화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김미현(2001)은 표면적으로 유사한
자원문제들을 비교할 때와 표면적으로 상이한 자원문제들을 비교할 때 도식형성률과 유추전
이율의 차이를 연구하였는데, 문제의 조건, 해결방법, 적용된 결과에 관한 지식체계라고 개
념화할 수 있는 ‘도식수준’에 있어서는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유추전이율에 있
어서는 25%의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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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추전이과정의 모형화
연구자들에 따라서 유추전이과정의 단계를 약간씩 달리 설명하고 있다. Holland,
Holyoak, Nisbett와 Thagard(1986)는 유추전이과정을 표상, 선택, 대응, 전이로 구분하였고,
Quinn(1990)은 좀더 세분하여 분석, 접근, 대응, 확인, 해결, 전이의 여섯 단계로 나누고 있
다. 그리고 Holyoak(1985)은 유추적 문제해결과정을 다음의 네 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첫째, 자원과 표적문제에 관한 표상을 구성한다. 둘째, 표적문제에 잠정적으로 관련된 유추
물로써 자원문제를 선택한다. 셋째, 자원문제와 표적문제의 요소들을 대응시킨다. 넷째, 표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생성하기 위해서 대응을 확장한다.
유추전이의 접근단계에서 정보들이 회상되는 방식에 관한 대표적인 모형에는 MAC/
FAC(many are called but few are chosen)와 ARCS(analog retrieval by constraint satisfaction)
가 있다. MAC/FAC 모형에 의하면, 정보의 인출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
(MAC)에서는 장기기억에서 표적문제와 술어, 목적어, 접속어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유추물들이 구조적 대응을 고려하지 않고 가능한 많이 인출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FAC)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인출된 자원문제들이 표적문제와 관계구조 및 대상의 서술면에
서 일치하는 정도를 평가하여 가장 많이 일치하는 자원문제가 인출된다는 것이다(Gentner &
Forbus, 1991). 그리고 ARCS 모형에 따르면, 의미적 연결망에서 유사성, 구조, 목적의 세가지
제약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마디와 그들간의 연결이 활성화될 때 유추물이 인출되며,
세가지 제약에 의한 대응과 인출은 병렬적으로 처리된다(Thagard, Holyoak, Nelson, &
Gochfeld 1990). 구조유사성을 중요시하는 MAC/ FAC 모형과 달리 ARCS 모형은 자원문제의
인출에 있어서 실용적으로 중요하거나 목표성취와 관련이 있는 정보를 중요시한다.
그리고 영역내 유추와 관련된 사례기반추론(case-based reasoning) 연구에 의하면, 과거의
사례를 회상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크게 인출, 재사용, 수정, 저장의 네 단계로 구성
된다(Aamodt & Plaza, 1994).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그와 가장 유사한 과거 사례를
인출하고, 인출된 사례의 해결방법을 재사용하여 새로운 문제의 해결책을 제안한다. 그리고
제안된 해결책을 실제 세계에 적용함으로써 해결책을 평가하고, 실패한 해결책은 그 원인을
분석하여 수정한다. 끝으로, 새로운 문제해결과정에서 얻어진 유용한 정보들은 기존지식에
통합되어 저장된다. 사례기반추론 모형에서는 과거의 사례들이 저장되어 있는 기억공간을
사례도서관이라고 하고, 문제의 표면적 특성과 의미에 기반하여 색인(indices)을 통해 사례도
서관의 특정 사례를 신속하게 인출할 수 있다. 그리고 사례의 특수한 지식과 대비되는 일반
지식은 사례기반추론의 전과정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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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유추전이과정의 모형화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들은 유추전이과정의 모형을 [그림1]과 같이 상정하
였다. 첫째, 문제확인단계에서는 현재상태와 목표상태간의 차이와 그 차이를 줄여서 목표상
태에 도달하는 것의 가치를 인식한다. 둘째, 문제표상단계에서는 현재상태, 목표상태, 조작자,
제한점 등으로 구성된 문제공간을 구성하며, 표적문제를 표상하는 방식에 따라서 자원문제
에 접근하는 양상이 달라질 것이다. 셋째, 자원문제 및 일반지식에 접근하는 단계에서는 문
제해결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례와 추상적인 지식을 인출한다. 접근단계는 다양한 자원문제
와 일반지식을 탐색하는 과정과 그 중에서 표적문제와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을 선택하는 과
정으로 구성되며, 그 과정에서 자원문제와 표적문제의 대응이 이루어지게 된다. 넷째, 해결
책 생성단계는 인출한 자원문제와 일반지식을 표적문제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다. 표적문제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자원문제에 접근한 사람은 자원문제의 해결책을 표적문
제에 맞게 변형시켜서 해결책을 생성할 것이나 구조적으로 상이한 자원문제에 접근한 사람
은 부적전이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해결책 평가단계는 생성된 해결책이 표적문제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만약 해결책을 적용한 결과로 문제가 성공적으로 해
결된다면 그 문제상황과 해결책이 강하게 연결되어 기억에 저장될 것이나, 문제해결에 실패
한다면 이전의 유추전이단계들을 반성적으로 고찰하여 오류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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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실험대상
연구대상은 도식수준이 유추전이와 문제표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서울시내 S대학교
교육심리학 강좌 수강생 중에서 구조화된 문제로 사용할 게임이론과 비구조화된 문제로 사
용할 협상전략에 관한 사전지식이 거의 없는 20명의 학생들을 피험자로 표집하였고, 남학생
이 6명, 여학생이 14명이었다. 20명의 피험자들은 3회에 걸쳐 2시간씩 소리내어 생각하기
(thhink aloud) 연습을 실시하였으며, 문제의 구조화수준과 자원문제들 간의 표면유사성에
따라 설계된 네 실험집단에 5명씩 무선적으로 배정하였다.

2. 실험절차
유추전이과정 실험은 1인당 약 1시간 30분씩 개별적으로 진행되었다. 실험은 크게 자원문
제를 학습하는 단계와 표적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로 구성되었으며, 두 단계간의 관련성을 인
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맥락조작을 하였다. 맥락조작을 위해서 각 단계별 이름을 다
르게 하였으며, 피험자들이 자원문제를 학습한 다음 강의실을 옮겨서 5분간 휴식을 하고 표
적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3. 연구도구
1) 자원문제와 표적문제
실험에 사용할 자원문제와 표적문제는 게임이론과 협상전략에 관한 기존 문헌들을 참고하
여 연구자들이 직접 개발하였다. 문제의 구조화수준에 따라서 문제의 명확성, 문제해결방법
의 다양성, 정보의 충분성, 평가기준의 다양성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순차게임
(sequential game) 문제를 구조화된 문제로, 불확정계약(contingent contract) 문제를 비구조
화된 문제로 개발하였다. 순차게임은 한 경기자가 먼저 어떤 행동을 취한 다음 다른 경기자
가 이를 보고 자신의 행동을 취하는 경우로서 순서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선택하는 문제이
고, 불확정계약은 미래에 발생할 일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협상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예상
을 하고 있을 때 모두를 만족시키는 협상전략이다. 순차게임 문제와 불확정계약 문제를 각
각 4개씩 개발하였으며, 네 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표적문제이고 나머지 세 문제는 자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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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개발하였다. 그리고 세 개의 자원문제들 중에서 한 문제에 대해서 다른 두 문제의 표
면유사성이 서로 다르게 만들었다. 개발된 문제는 교육학 박사 3명으로부터 안면타당도를
검증받았다.
<표 1> 순차게임 문제와 불확정계약 문제의 비교

구조적 특성

순차게임 문제

불확정계약 문제

문제의 명확성

･ 경기자들의 보수를 구체적인 수치로 ･ 협상대상들의 기대를 불명확하게 제시
제시한다.
한다.
･ 문제의 목표, 조건, 제한점을 명확히 ･ 문제의 목표, 조건, 제한점을 불명확하
제시한다.
게 제시한다.
･ 문제해결과 무관한 상황정보가 적다. ･ 문제해결과 무관한 상황정보가 많다.

문제해결방법의
다양성

･ 순차게임 전략을 이용해야 문제가 ･ 불확정 계약 이외의 다양한 문제해결
해결된다.
방법이 존재한다.

정보의 충분성

･ 문제해결에 필요한 조건들이 모두
･ 문제상황에 관한 정보가 불충분 하다.
제시된다.

평가기준의
다양성

･ 문제해결자의 신념에 관계없이 하나 ･ 문제해결자의 신념에 따라서 해결책을
의 정답이 존재한다.
평가하는 기준이 다양하다.
･ 경기자들이 각자의 이익을 최대화 ･ 협상에서 만족시켜야 하는 기준을 제
하려고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다.
시하지 않는다.

2) 코딩체계
van Someren, Barnard, Sandberg(1994)는 프로토콜을 분석하기 위한 코딩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 모형의 각 단계들을 분리하고, 그 과정에서 프로토콜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조
작적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추전이과정 모형의 각 단계들을 조작적으로 정의
하고 <표 2>와 같은 코딩체계를 개발하였다.

<표 2> 유추전이과정의 단계와 코딩체계

1. 문제확인 단계(Problem Identification: PI)
PI1 : 지문을 읽는다. PI2 : 지문의 뜻을 이해한다.
2. 문제표상 단계(Problem Representation: PR)
PR1 : 문제의 목표, 조건, 제한점을 확인한다.
PR2 : 지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가정, 원인을 추론한다.
PR3 : 하위문제를 만든다.
PR4 : 문제를 평가한다.
3. 자원문제 접근 단계(Source Problem Access: SA)
SA1 : 유사한 자원문제를 회상한다.

80 아시아교육연구 6권 2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A2 : 자원문제와 표적문제를 대응시킨다.
4. 일반지식 접근 단계(General Knowledge Access: GA)
GA1 : 일반적인 서술지식을 회상한다.
GA2 : 일반적인 절차지식을 회상한다.
5. 해결책 생성 단계(Solution Generation: SG)
SG1 : 자원문제, 일반지식, 발견법을 적용하여 해결책을 개발한다.
SG2 : 해결책과 근거를 제시한다.
6. 문제해결과정 점검 단계(Problem Solving Process Monitor : PM)
PM : 문제에 대한 이해, 표상, 해결책 생성 등을 점검한다.
7. 해결책 평가 단계(Solution Evaluation: SE)
SE : 해결책이 적합하거나 그렇지 않은 이유를 제시한다.
8. 해결책 작성 단계(Solution Writing : SW)
SW : 답안지에 해결책을 정리한다.

4. 자료분석방법
소리내어 생각하기 자료는 Ericsson과 Simon(1993)이 제안한 분석방법에 따라서 녹음된
내용을 들으면서 내용이 끊어지거나 한 문장이 완성되는 구간을 하나의 단위로 분할하였다.
그리고 각 구간을 두 명의 연구자가 함께 코딩체계에 따라서 코딩을 하였으며, 동일한 코딩
이 3개 이상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구간을 하나의 에피소드로 묶었다. 하나의 에피소드는 유
추전이과정 모형의 한 단계와 일치한다. 소리내어 생각하기 자료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분
석을 하였으며, 에피소드들의 절차와 한 에피소드에 소요된 시간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집단
별로 에피소드 절차를 하나의 그림에 도식화하였으며, 집단 간의 에피소드 절차의 차이와
에피소드별로 소요된 시간의 비율을 서로 비교하였다. 그리고 집단 간의 도식수준, 구조메시
지비율, 유추전이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피험자들이 작성한 답안지를 교육심리학 박사 두
명이 함께 채점하였으며, 채점자간 신뢰도 계수는 .83이다.

Ⅳ. 연구결과 및 해석
1. 유추전이과정의 패턴 분석
유추전이과정의 패턴은 피험자들이 어떠한 단계와 경로로 문제를 유추하여 해결하는지를
나타낸다. 개인별 유추전이과정을 에피소드 단위로 분석한 다음 이를 종합하여 [그림 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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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집단별 유추전이과정 패턴을 도식화하였다. 가는 선은 총 유추전이과정에서 1-2회 제시
된 경로를 의미하고, 중간선은 3-4회 제시된 경로이고, 굵은 선은 5회 이상 제시된 경로를
나타낸다. 그리고 실험집단별 유추전이과정의 특성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유추전이과정의 특성

구분

구조화된 문제
-유사자원문제

문제해결
･ 평균 7.2개
단계

구조화된 문제
-상이자원문제
･ 평균 6.8개

･ 단순한 선형적 경로 ･ 선형적 경로
･ 문제 확인
･ 문제 확인
문제해결
→ 문제 표상
→ 자원문제 접근
경로
→ 해결책 생성
→ 문제 표상
→ 해결책 작성
→ 해결책 생성
→ 해결책 평가
→ 해결책 평가

비구조화된 문제
-유사자원문제
･ 평균 7.8개

비구조화된 문제
-상이자원문제
･ 평균 7.8개

･ 복잡한 쌍방향 경
･ 쌍방향 경로
로
･ 문제 확인과 표상 간
･ 문제 표상과 해결
의 상호작용
책 생성 간의 상호
작용

자원문제
접근

･ 문제 확인과 표상 도 ･ 문제 확인 이후에 자 ･ 문제 확인과 해결책 ･ 문제 확인과 표상
원문제를 회상한 다
중에 자원문제를 회
생성 도중에 과거 개
이후에 자원문제
상함.
음 문제를 표상하거
인적 경험을 회상하
를 회상함.
나 해결책을 생성
였으나 실험에 사용
함.
된 자원문제는 회상
못함.

피드백

･ 해결책 작성에 대한 ･ 해결책 작성, 문제 ･ 해결책 생성에 대한 ･ 문제 확인, 문제 표
피드백
해결 과정 점검에 대
피드백
상, 해결책 작성에
한 피드백
대한 피드백

구조화된 문제와 비구조화된 문제의 유추전이과정을 비교하면, 구조화된 문제들은 선형적
인 경로를 나타내고 있으며 문제확인과정에서 자원문제에 접근하고 해결책을 평가한 결과로
부터의 피드백이 적은데 반해서, 비구조화된 문제들은 쌍방향의 순환적인 경로를 나타내고
있으며 문제확인이나 문제표상 다음에 자원문제에 접근하였으며, 해결책 평가로부터 문제표
상을 포함해서 이전의 많은 단계로 피드백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유사자원문제 집단보다 상
이자원문제 집단에서 자원문제에 접근한 피험자의 수가 더 많고, 유추전이과정의 패턴이 더
복잡했으며, 피드백의 수가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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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된 문제-유사자원문제 집단]

[비구조화된 문제-유사자원문제 집단]

[구조화된 문제-상이자원문제 집단]

[비구조화된 문제-상이자원문제 집단]

<선의 종류별 경로의 수>
: 5개 이상

: 3-4개

[그림 2] 실험집단별 유추전이과정 도식화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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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추전이단계별 소요시간 분석
유추전이단계별 소요시간을 분석해 보면 피험자들이 문제해결의 각 단계에 얼마만큼의 시
간자원을 할당하는지를 알 수 있다. 유추전이단계별 평균 소요시간을 백분율로 나타내면
<표 4>와 같고,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3]과 같다. 피험자들이 유추전이단계별로 할당하는
시간의 비율에 있어서는 문제표상과 해결책작성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실험집단간 차이가
적게 나타났으며, 문제확인, 문제표상, 해결책 생성, 해결책 작성이 15% 이상의 높은 시간비
율을 차지한데 반해서 자원문제 접근, 일반지식 접근, 문제해결과정 점검, 해결책 평가는 소
요시간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문제의 구조화수준과 자원문제들 간의 표면유사성이 유
추전이단계별 소요시간 비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 유추전이단계별 평균 소요시간 비율

(단위 : %)

유추전이단계
실험집단

문제
확인

문제
표상

자원문제 일반지식 해결책 문제해결 해결책
접근
접근
생성 과정점검 평가

해결책
작성

계

구조화된 문제
-유사자원문제

19.9

17.2

3.5

0

20.9

0.5

7.9

30.1

100.0

구조화된 문제
-상이자원문제

17.4

20.2

2.2

0

24.9

1.0

9.3

24.9

99.9

비구조화된 문제
-유사자원문제

20.3

26.3

1.9

1.4

22.9

1.5

6.7

18.9

100.0

비구조화된 문제
-상이자원문제

18.4

19.3

1.3

0.4

27.5

0

12.7

20.5

100.1

(% )
35

구조화된 문제
-유 사 자 원 문 제

30

구조화된 문제
-상 이 자 원 문 제

25
20

비구조화된 문제
-유 사 자 원 문 제

15

비구조화된 문제
-상 이 자 원 문 제

10
5
0
PI

PR

SA

GA

SG

PM

SE

SW

유추전이단계
[그림 3] 유추전이단계별 평균 소요시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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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유추전이단계별 평균 소요시간 비율에서 비구조화된 문제-유사자원문제 집단은 다
른 집단에 비해서 문제표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비구
조화된 문제의 표상이 구조화된 문제의 표상보다 더 다양하며,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구조화된 문제-유사자원문제 집단은 자원문
제에 접근한 사람이 적고 다른 집단에 비해서 유추전이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문제표상에
소요된 시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도식수준과 구조메시지 비율
피험자들에게 두 개의 자원문제를 비교하도록 한 결과를 가지고 도식수준을 평가하였다. 아
래 <표 5>는 네 개의 실험집단별로 도식수준을 평가한 결과이다. 유사한 자원문제들을 비교한
집단보다 상이한 자원문제들을 비교한 집단의 도식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유사한 자원문
제들을 비교한 집단의 도식수준은 중간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원문제 두 개를
서로 비교하도록 할 경우 단독으로 학습하는 경우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식을 형성한다는
Loewenstein 등(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높은 수준의 도식과 중간 수준의 도식
간의 차이를 보면 상이자원문제 조건이 유사자원문제 조건보다 높은 수준의 도식을 형성한 사
람이 5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피험자들이 표면적으로 상이한 두 문제를 동
시에 비교할 때 구조적 특성에 더 초점을 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 도식수준

도식수준

실험집단
구조화된 문제
비구조화된 문제

(단위 : 명)

높음

중간

낮음

계

유사자원문제

1

4

0

5

상이자원문제

4

1

0

5

유사자원문제

3

2

0

5

상이자원문제

5

0

0

5

그리고 피험자들이 어떤 유형의 도식을 형성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피험자들이 자원문
제들 간의 유사점에 관해서 작성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표 6>은 자원문제들 간의 유사점에
관한 전체 메시지 중에서 문제의 구조와 표면에 관한 메시지가 어떠한 비율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구조유사점에 대한 메시지가 많고 표면유사점에 대한 메시지가 적을수록 구조에
초점을 두고 자원문제들을 학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상이자원문제 조건이 유
사자원문제 조건보다 구조메시지 비율이 높고, 그 차이는 구조화된 문제보다 비구조화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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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자원문제 비교 메시지의 유형

메시지의 유형

실험집단
구조화된 문제
비구조화된 문제

(단위 : 개(%))

구조

표면

계

유사자원문제

18(51)

17(49)

35

상이자원문제

21(75)

7(25)

28

유사자원문제

4(15)

23(85)

27

상이자원문제

16(64)

9(36)

25

제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유추전이수준
유추전이 결과는 피험자들이 작성한 표적문제의 답안에 자원문제에서 학습한 해결전략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표 7>과 [그림 4]는 실험집단별 유추전이수준을
나타내는데, 높은 유추전이수준에 있어서 상이자원문제 집단과 유사자원문제 집단간의 차이
<표 7> 유추전이수준

유추전이수준

실험집단
구조화된 문제
비구조화된 문제

(단위 : 명)

높음

중간

낮음

계

유사자원문제

1

2

2

5

상이자원문제

3

2

0

5

유사자원문제

0

1

4

5

상이자원문제

4

0

1

5

(%)
90

구조화된문제
-유사자원문제

80
70

구조화된문제
-상이자원문제

60
50

비구조화된문제
-유사자원문제

40
30

비구조화된문제
-상이자원문제

20
10
0
높음

중간

낮음

유추전이수준
[그림 4] 유추전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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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조화된 문제에서 2명이고, 비구조화된 문제에서는 4명이다. 이러한 결과는 문제의 구조
화수준과 자원문제들간의 표면유사성이 유추전이율에 있어서 상호작용 효과가 있음을 시사
한다.

5. 도식수준 및 구조메시지 비율과 유추전이수준간의 관계
도식수준과 유추전이수준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도식수준이 높은 피험자
중에서 62%는 유추전이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식수준이 중간인 피험자들 중에는
유추전이수준이 높은 피험자가 없었다. 그리고 도식수준과 유추전이수준간의 상관관계를 분
석한 결과 spearman 상관계수가 .53이며 .05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식
수준이 유추전이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Gentner, Loewenstein, Thompson(2003)의 연구결과
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높은 수준의 도식을 형성한 피험자들 중에서도 유사자원문제
조건에서는 25%만 유추전이에 성공하였으나 상이자원문제 조건에서는 78%가 유추전이에 성
공하였다. 이는 도식수준 이외에 유추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8> 도식수준과 유추전이수준간의 관계

도식수준

높음

중간

(단위 : 명)

유추전이수준
높음

중간

낮음

계

유사자원문제

1

1

2

4

상이자원문제

7

1

1

9

계

8

2

3

13

유사자원문제

0

2

4

6

상이자원문제

0

1

0

1

계

0

3

4

7

<표 9>는 구조메시지비율과 유추전이수준간의 관계를 나타내며,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spearman 상관계수가 .74이고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구조메시지
비율은 도식수준보다 유추전이수준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결과는 자원문제
들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구조적 특성에 얼마나 초점을 두었느냐에 따라서 도식수준이 동일
하더라도 유추전이수준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문제의 구조화수준과 표면유사성이 유추전이에 미치는 효과 8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표 9> 구조메시지비율과 유추전이수준간의 상관관계
구조화된 문제
유사자원문제

상이자원문제

유사자원문제

구조메시지
비율
67 86 17 38 50 80 67 100 71 60 25
(%)
유추전이
수준
(0→낮음,
1→중간,
2→높음)

상관
계수
(r)

비구조화된 문제

0

상이자원문제

0 17 22 75 80 50 43 100
.74

1

2

0

0

1

2

1

2

2

1

1

0

0

0

0

0

2

2

2

2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문제의 구조화수준과 자원문제들간의 표면유사성이 유추전이과정, 도식수
준, 구조메시지 비율, 유추전이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유추전이 이론에 대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유추전이 연구들은 문
제의 구조화수준에 따른 유추전이과정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으나 문제의 구조화수준은 유
추전이과정의 패턴뿐만 아니라 유추전이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화
된 문제의 유추전이과정은 단순하고 선형적인데 반해서 비구조화된 문제의 유추전이과정은
복잡하고 순환적이며, 구조메시지 비율과 유추전이수준에 있어서 문제의 구조화수준은 자원
문제들 간의 표면유사성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존의 유추전이 연구에서는 자원문제와 표적문제간의 일대일 대응을 가정하였으나,
실제 유추전이과정에서는 구체적인 대상물간의 일대일 대응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으
며, 자원문제의 구체적 내용보다는 추상적인 원리와 해결전략을 더 많이 회상하였다.
셋째, 일반지식에 접근하는 단계와 문제해결과정을 점검하는 단계가 실제 유추전이과정에
서는 매우 적은 비율로 나타났다. 소리내어 생각하기가 작업기억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대
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절차지식과 메타인지 활동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기존의 연구에서는 유추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도식수준을 강조하였는데, 본
연구결과에서는 도식수준 뿐만 아니라 구조메시지 비율도 유추전이수준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둘 이상의 상이한 자원문제들을 비교하도록 하는 유추적 부호화의 효과는 높은

88 아시아교육연구 6권 2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준의 도식형성과 문제의 구조적 측면에 초점을 두도록 함으로써 하나의 문제해결원리를
상이한 문제상황들과 연결시키도록 하는데 있다.
다섯째, 기존 연구들 중에는 자원문제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표면적 특성보다는 구조적 특
성을 강조하는 입장(Gentner, 1983), 실용적이며 목표성취와 관련된 정보를 중요시 하는 입
장(Holyoak, 1985), 문제의 구조와 구체적 표현을 포함해서 문제 전체의 종합적인 유사성을
강조하는 입장(Ross, 1987)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문제의 구조화수준에 따라서 자원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달랐다. 구조화된 문제에서는 문제의 조건들이 명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
에 문제에 사용된 구체적인 표현들이 자원문제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로
사용되었으나, 비구조화된 문제에서는 문제의 조건들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구조
화된 문제에서보다 요소들간의 관계구조와 목표 성취와 관련된 맥락적 요소들이 중요한 역
할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학교나 기업에서 교수설계를 하는데 시사하는 점들은 다음과 같다. 먼
저 본 연구에 따르면 문제의 구조화수준에 따라서 유추전이과정의 패턴에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밝혀졌는데, 이는 기존의 Jonassen(1997), Hong(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학교에서
현실과의 관련성 없이 구조화된 문제들만을 학습할 경우 학습한 지식을 실제 생활속의 비구
조화된 문제에 전이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욱이 현재 학교교육은 표면적으
로 유사한 예시와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특정 문제에 관한
해결방법을 알고 있더라도, 문제의 표면적인 특성이 바뀌면 새로운 문제가 이전 문제들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
는 유사자원문제 조건의 피험자들이 상이자원문제 조건의 피험자들보다 낮은 유추전이율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기존 학교교육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실제적인 맥락에서 비구조
화된 문제를 해결하는 교수설계모형들이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교수설계모형들은 본 연구
의 결과와 몇 가지 점에서 일치한다. 먼저 비구조화된 문제를 해결해 봄으로써 실제생활에
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표면유사성이 자원문제에 접근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실제문제와 비슷한 문제를 학습하면, 학습한 지식을 실제 문제
상황에 잘 전이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와 사례 중심의 교수설계 모형들이 가지는 문제점은 특정 주제에 관한 문제해
결학습이 일회적으로 끝나기 쉽다는 것이다. 단일의 비구조화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만으
로는 표면적으로 상이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하며, 둘 이상의 문제를
제시할 경우에도 단순히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Gentner, Loewenstein,
Thompson(2003)의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두 문제를 개별적으로 학습하도록 한 경우 단순

문제의 구조화수준과 표면유사성이 유추전이에 미치는 효과 8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히 비교하라는 지시를 한 경우보다 유추전이율이 크게 낮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둘 이상의
문제를 비교하도록 할 경우에는 서로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으나 표면적으로 상이하도록
문제를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 특히 비구조화된 문제에서는 자원문제들이
표면적으로 상이한 경우와 유사한 경우 유추전이율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타났다. 시간이나
비용의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팀별로 서로 다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전체가
공유하면서 문제들간의 유사점을 찾도록 하는 것이 유추전이에 효과적일 것이다.

90 아시아교육연구 6권 2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참고문헌

김미현(2001). 바탕문제 학습조건이 자발적 유추전이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김영채(2002). 사고와 문제해결심리학: 인지의 이론과 적용. 서울: 박영사.
Aamodt, A., & Plaza, E. (1994). Case-based reasoning: Foundational issues, methodological
variations, and system approaches. Artificial Intelligence communications, 7(1),
39-59.
Cho, K. (2001). The effects of argumentation scaffolds on argumentation and problem
solving in an online collaborative group problem-solving environ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ennsylvania.
Ericsson, K. A., & Simon, H. A. (1993). Protocol Analysis: Verbal reports as data (Rev.
ed.). Cambridge, MA: MIT Press.
Ferguson, R. W. (1994). MAGI: A model of analogy-based encoding using symmetry and
regularity. In A. Ram & K. Eiselt(Ed.), Advances in analogy research (pp.109-117).
Sofia, Bulgaria: New Bulgarian University.
Gagné, R. M. (1985). The conditions of learning and theory of instruction(4th ed.).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Gentner, D. (1983). Structure-mapping: A theoretical framework for analogy. Cognitive
Science, 7, 155-170.
Gentner, D., & Forbus, K. D. (1991). MAC/FAC: A model of similarity-based retrieval.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Cognitive Science Society (pp.
504-509). Hillsdale, NJ: Erlbaum.
Gentner, D.,& Markman, A. B. (1997). Structure mapping in analogy and similarity.
American Psychologist, 52, 45-56.
Gentner, D., Loewenstein, J., & Thompson, L. (2003). Learning and transfer: A general role
for analogical encod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5(2), 393-408.
Gick, M. L., & Holyoak, K. J. (1980). Analogical problem solving. Cognitive Psychology,
12, 306-355.
Hayes, J. R., Simon, H. A. (1974). Understanding written problem instructions. In L. W.
Gregg(Ed.), Knowledge and cognitio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Holyoak, K. J. (1985). The pragmatics of analogical transfer. In G. H. Bower(Ed.), The
psychology of learning and motivation, vol 19 (pp.59-87). New York: Academic
Press.
Holland, J. H., Holyoak, K. J., Nisbett, R. E., & Thagard, P. (1986). Induction: Process of

문제의 구조화수준과 표면유사성이 유추전이에 미치는 효과 9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nference, learning, and discovery. Cambridge, MA: MIT Press.
Hong, N. S.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well-structured and ill-structured problem
solving in multimedia simul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ennsylvania.
Jonassen, D. H. (1997). Instructional design models for well-structured and ill-structured
problem-solving

learning

outcomes.

Educational

Technology

Research

&

Development, 45(1), 65-94.
Jonassen, D. H., & Kwon, H. I. (2001). Communication patterns in computer mediated
versus face-to-face group problem solving. Educational Technology Research &
Development, 49(1), 35-51.
Lave, J. (1988). Cognition in practice. Boston, MA: Cambridge.
Loewenstein, J., Thompson, L., & Gentner, D. (1999). Analogical encoding facilitates
knowledge transfer in negotiation. Psychonomic Bulletin & Review, 6(4), 586-597.
Quinn, C. N. (1990). Analogical Process Performance. Proceedings of the Twelfth Annual
Conference of the Cognitive Science Society, 16-21. Boston, MA. Lawrence
Erlbaum.
Ross, B. H. (1987). This is like that: The use of earlier problems and the separation of
similarity effect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13, 619-639.
Ross, B. H. (1989). Distinguishing types of superficial similarities: Different effects on the
access and use of earlier problem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15, 456-468.
Simon, D. P. (1978). Information-processing theory of human problem solving. In W. K.
Estes(Ed.), Handbook of learning and cognitive process (pp. 271-295).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Thagard, P., Holyoak, K. J., Nelson, G., & Gochfeld, D. (1990). Analogy retrieval by
constraint satisfaction. Artificial Intelligence, 46, 259-310.
van Someren, M. W., Barnard, Y. F., & Sandberg J. A. C. (1994). The think aloud method:
A practical guide to modelling cognitive processes. London: Academic Press.
Wood, P. K. (1983). Inquiring systems and problem structure: Implications for cognitive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26, 249-265.

92 아시아교육연구 6권 2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논문접수 2005년 4월 17일 / 1차 심사 2005년 4월 27일 / 2차 심사 2005년 5월 19일

* 박성익: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에서 교육과정 및 교수이론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주요 저서로는 ｢교수·학습방법의 이론과 실제
｣, ｢영재교육학원론｣, ｢동서양 주요국가들의 영재교육｣, ｢학습부진아교육｣, ｢한국교육심리검사총람｣, ｢교육방법의 교
육공학적 이해｣, ｢교육공학탐구의 새지평｣, ｢한국교육문제론｣ 등이 있다.

* e-mail: seongik@snu.ac.kr

* 조영환: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교육공학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한국방송
통신대학교 교육과 조교로 재직중이다.

* e-mail:yhcho95@knou.ac.kr

문제의 구조화수준과 표면유사성이 유추전이에 미치는 효과 9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problems' structuredness and
source problems' surface similarity on analogical
transfer
2)3)Park,

Seong Ik*·Cho, Young Hoa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how problems' structuredness and source
problems'

surface

similarity

affect

analogical

transfer.

Twenty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they were randomly assigned into four groups according to
problems' structuredness and source problems' surface similarity. The subjects were asked
to solve a target problem with thinking aloud after comparing two source problems.
Findings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problems' structuredness
and source problems' surface similarity, problem solving pattern's linearity, complexity, and
the range of feedback were different. Second, the percent of time spending on the
problem's representation was higher in the ill-structured and similar source problem group
than other groups. Third, although there was little difference of schema's quality about
source problems, the percent of messages about the problems' structure was higher in the
dissimilar condition than the similar condition,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nditions was larger in the ill-structured problem than the well-structured problem. Fourth,
the percent of analogical transfer was higher in the dissimilar condition than the similar
condition,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nditions was larger in the ill-structured
problem than the well-structured problem. Fifth, the correlation between schema's quality
* Professor, Dept.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Teaching Assistant, Dept. of Education,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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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nalogical transfer result was r=.53, an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ercent of
structural messages and analogical transfer result was r=.74. These results suggest that
students need to learn ill-structured problems in schools, comparing various problems
which have the same structure but different surface.

Key words: analogical transfer, surface similarity, problems' structured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