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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중학생들이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실생활 맥락의 지식을 얼마나 예민하게
고려하는지, 또 그렇게 인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85명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정형화된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와 불확실성을 내포한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를 해결하게 하고, 11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후속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실생활 맥락을 예민하게 고려하여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를 해결한 학생의 비율은 약 22%로 높지
않았다. 후속 인터뷰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와 현실 상황을 분리하여 사고하는 특징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실생활 문장제에 대한 학생들의 비현실적 반응은 학교수학에서의 실생활 문장제 교수학습 관행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 현실 상황 고려, 중학생들의 인식, 비현실적 반응, 문제 해결
This study aims to explore how ‘sensitively’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consider realistic contexts while solving
problematic problems. Six pairs of word problems were collectively administered to 85 students in third grade
during a mathematics lesson, and follow-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1 students. The survey found that the
proportion of students who solved the problems by sensitively considering real-world knowledge was not high (22%).
In the follow-up interviews, the students reported that they would think of mathematics separately from real-world
situations. An analysis of the students’ unrealistic reactions to real-life problems has implications for the practice of
school mathematics regarding real-life word problems.
Keywords: real-life word problem, realistic consideration, middle school students' conception, non-realistic response,

problem sol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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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는 수치적 정보와 일상적 언어를 사용하여 표현된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 많은 수학교육 관계
자들은 학생들이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를 통해 학교 안(in-of-school)의 학습 활동과 학교 밖(out-of-school)의 실
제 경험을 연결할 수 있으며, 수학과 실생활 또는 수학과 타학문의 전이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의 교육적 가치가 점점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Greeno, 1991; Inoue, 2005).
그러나 여러 연구는,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의 교육적 가치와 상반되게, 학생들이 학교 밖의 실생활 맥락을 고려한
문장제를 학교 안에서 학습한 수학화 또는 수학적 모델링에만 기초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성이 있음을 보고해왔다. 학
생들은 학교 안의 전형적인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를 해결할 때 학교 밖의 현실적인 상식을 고려하면 정답을 얻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을 학습한다(Greeno, 1997; Inoue, 2005; Verschaffel et al., 1994, 2000).
Greer (1993)와 Verschaffel et al. (1994)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의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에 대한 초등 고학
년 학생들의 응답에 대하여 조사하였다(Yoshida et al., 1997).
(1) 정
 형화된 문제(Standard problem, 이하 S 문제): 문제에서 주어진 수들에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대수적) 연산을
직접 적용하면 옳게 해결되는 유형의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예: “Steve가 2.5 m 길이의 끈을 4개 샀다. 이 4개
의 끈으로부터 0.5 m 길이의 끈을 몇 개 자를 수 있겠는가?”)
(2) 불
 확실성을 내포한 문제(Problematic problem, 이하 P 문제): 문제의 실생활 맥락을 예민하게 고려했을 때 수
학적 모델링에서 불확실한 가정을 포함하거나, 문제에 주어진 수치적 정보 (혹은 이를 이용한 S 문제에서 기대
되는 표준 알고리즘의 적용) 이외에 애매한 현실 상황을 고려할 여지가 있는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예: “Steve가
2.5 m 길이의 나무판을 4개 샀다. 이 4개의 나무판으로부터 1 m 길이의 나무판을 몇 개 자를 수 있겠는가?”)
Greer (1993)와 Verschaffel et al. (1994)은 공통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한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P 문제)에 대하
여 현실 맥락을 예민하게 고려한 학생들의 응답이 매우 저조했음을 보고하였다(예를 들어, 75명의 초등 5학년을 대
상으로 한 Verschaffel et al. (1994)의 연구에서는 17%의 학생들만이 2.5 m 길이의 나무판에서 1 m 길이의 나무
판을 2개만 얻을 수 있다는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2.5×4=10개가 아닌 8개의 나무판이라고 답). Verschaffel et al.
(2000)의 연구에서도 이 연구자들과 비슷하게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조사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 연구자들(Greer, 1993; Verschaffel et al., 1994; 2000)은 위와 같은 연구 결과가 학생들이 실생활 맥락의 문
장제에서 주어진 현실 맥락을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수치적 정보의 산술 연산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
상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이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현실 상황을 예민하게 고려하지
않는 경향의 이유가 수학교실에서 자주 사용되는 낮은 질의 전형적인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와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
가 사용되는 수학교실의 암묵적인 규준 혹은 관행에 있다고 분석하였다. 다시 말하면, 수학 교과서에서 제시되고 있
는 대부분의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는 몇 개의 수치들을 통해 수학적 모델링 과정을 거치면 답을 구하기에 적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Freudenthal, 1991; Kim, 2004). 그리고 수학교실에서는 이와 같은 정형화된 실생활 맥
락의 문장제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의 명백한 투명성과 유일한 수학적 표현을 가정하고, 실생활 맥락의 몇몇 특징들은
강조하거나 무시하여 실생활 맥락과 수학적 모델을 매칭 및 해석하는 방법을 교수학습하기 때문에(Mason & Pimm,
1984), 학생들은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현실 상황을 예민하게 고려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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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위에서 소개한 초등 수준의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한 Verschaffel et
al. (1994)에 기반하여, 중학교 수준의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를 해결하는 중학생들의 인식을 혼합연구 방법으로 탐색
하고자 한다. 국내에서는 Kim (2004)이 Verschaffel et al. (1994)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제를 번역 및 수정하여 우리
나라 초등학교 학생들이 실생활 맥락의 산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현실 상황을 얼마나 고려하는지에 대하여 조
사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초등학생 또한 실생활 맥락의 산술 문제 해결 과정에서 현실 상황을 고려하기보다는 주
어진 문제에 등장하는 숫자들을 단순히 계산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Heo (2008)는 Verschaffel et
al. (1994)와 그 외의 여러 연구를 참조하여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에 대한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반응을 조
사하였고, 그 결과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 학생들도 현실성을 고려한 반응이 낮았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생들이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현실 상황을 ‘얼마나 예민하게’ 고려하는지를 양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편이며,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수학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실생활 맥락의 문
장제를 사용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학생들이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에 대하여 ‘왜’ 그러한 반응을 나타내는
지에 관한 국내의 질적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선행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우
 리나라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현실 상황을 얼마나 예민하게 고
려하는가?
(2) 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에 대하여 연구 문제 (1)과 같이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 탐색한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에 대한 중학생들의 인식을 양적으로 분석한 연구 문제 (1)의 결과와 질
적으로 분석한 연구 문제 (2)의 결과는 학교수학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의 질과 실생활 문장
제의 교수학습 관행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의 의미와 학교수학에서의 중요성
본 연구에서는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를 Verschaffel et al. (1994)가 정의한 두 가지 유
형(S 문제와 P 문제)으로 구분하고, P 문제에 주목하였다. P 문제에서의 ‘Problematic’의 사전적 의미는 “full of
problems or difficulties”이다(Cambridge Dictionary). 어떤 수학 주제가 Problematic하다는 것은 학생들이 그 수
학 주제의 맥락이나 상황에 대하여 궁금해하거나, 맥락이나 상황에 문제를 제기할 불확실성 혹은 모순이 있을 경우
이를 이해하는 것을 뜻한다(Hiebert et al., 199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Problematic 문제를
불확실성을 내포한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한편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의 중요성은 1960년대 학생들이 학교수학을 현실 상황이나 다른 교실 경험에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인식되면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Freudenthal, 1968; Lester, 1994). 20세기 이전의 수학 교육과정에
서는 학생들이 수학적 지식을 반복적으로 연습하여 습득하는 데 초점을 두었지만, 20세기 이후의 수학 교육과정에서
는 학생들이 수학 개념 및 기능을 단지 순수 수학적 맥락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의 일상 생활 및 여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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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사회 현상의 문제를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실생활 맥락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
력을 강조하고 있다(e.g., NCTM, 1991; Gravemeijer, 1994).
이에 최근의 많은 수학 교과서에는 학생들이 실생활 맥락의 관점에서 수학적 아이디어를 고려할 수 있도록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가 수록되어 있다(Inoue, 2005). 학교수학에서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는 학생들에게 수학에 대한 유용
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수학을 추상적 학문으로 인식하는 관점에서 현실 상황에서 직면하게 될 학문으로 인식하는 관
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해결책으로 간주되고 있으며(Boaler, 1994, p. 557), 교수자들은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배
우는 수학이 실생활 맥락이나 직업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확신시키기 위한 동기로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를 활용하기
도 한다(Verschaffel et al., 2000).
하지만 브라질의 Recife에서 노점 물건을 파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Carraher et al. (1985)의 연구에 따르면, 현
실 상황에서 있을 법한 맥락의 문장제이더라도 학생들이 직접 경험해 본 맥락이 아니라면, 학생들은 학교수학을 개
인의 경험과 연결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게다가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가 미리 세심하게 계획되거나 깊이 고려되
지 않고 제시된다면, 학생들은 학교수학을 현실 상황이나 개인의 경험으로 연결하기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수학 교과서가 주제를 체계적으로 정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 내용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게 되면, 학
생들은 맥락 혹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거나 표준적인 해법에 대한 정당화 없이 기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Freudenthal, 1968). 이와 관련하여 다음 절에서는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한 선행 연구
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본 연구에서는 Verschaffel et al. (1994), Yoshida et al. (1997), Heo (2008)의 연구에 기반하여 실생활 맥락의 문
장제의 P 문제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나 조건이 부족한 경우, 둘째,
표준적인 해법에 대한 암묵적인 가정이 비합리적인 경우, 셋째, 수학적 모델링 과정에서 불확실성 혹은 애매성을 내
포한 경우이다. 이 절에서는 세 가지 유형의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의 P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분석한 선행 연
구들을 고찰하였다.
첫째, 정보가 부족한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분석한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학생들은 정보
가 부족하여 해결할 수 없는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일지라도 주어진 수치적 정보를 단순히 계산하여 무의미한 답을 내
기도 하였다(Carpenter et al., 1983; Inoue, 2005).
(1) 3
 0대의 버스가 있다. 만약 1128명의 군인들이 이 버스들에 탑승한다면, 몇 대의 버스가 필요할까? (Carpenter
et al., 1983)
(2) 1
 2마리의 양과 13마리의 염소가 배 위에 있다. 이 배의 선장은 몇 살일까? (Baruk, 1989; Inoue, 2005, 재인용)
위의 (1)번 문제에 대해 13세 학생들의 약 70%가 “37대, 나머지 18대” 또는 “37.6대”라고 답했고(Carpenter et al.,
1983), (2)번 문제에 대해 1학년과 2학년의 대다수의 학생들이 “25세” (12+13=25, 선장의 나이를 동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라고 답했다(Baruk, 1989; ; Inoue, 2005, 재인용).
둘째, 표준적인 해법에 대한 암묵적인 가정이 비합리적인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분석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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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연구들에 의하면, 학생들은 표준적인 해법에 대한 암묵적인 가정이 비합리적인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일지라도 주
어진 수치적 정보를 계산하여 답을 내기도 하였다(Greer, 1993; Verschaffel et al., 1994).
(3) John의 100 m 최고 기록은 17초일 때, 1 km를 달린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Greer, 1993)
(4) 아래의 모양과 같은 플라스크에 일정한 속도로 물을 채운다고 한다(Figure 1). 10초 후에 4 cm의 높이만큼 물
이 채워진다고 했을 때, 30초 후 물의 높이는 얼마일까? (Verschaffel et al., 1994)
위의 (3)번 문제에 대해 13세와 14세 학생들의 약 94%가 “170초” (17×10=170, 사람이 1 km 동안 100 m 달리
기의 최고 기록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라고 답했고(Greer, 1993), (4)번 문제에 대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 75명
중 66명이 플라스크의 모양을 고려하지 않은 채 표준적인 해법(4 cm×3=12 cm)에 따라 답을 구했다(Verschaffel et
al., 1994).
셋째, 수학적 모델링 과정에서 불확실성 혹은 애매성을 내포한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분석
한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학생들은 실생활 맥락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표준적인 해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답
을 내는 경향이 있었다(Heo, 2008; Verschaffel et al., 1994).
(5) C
 arl은 5명의 친구가 있고, Georges는 6명의 친구가 있다. Carl과 Georges가 함께 파티를 열고 친구들을 초
대하기로 하였다. Carl과 Georges의 모든 친구들이 파티에 참석했다면, 파티에 참석한 친구들은 몇 명이었을
까?(Heo, 2008; Verschaffel et al., 1994)
(6) B
 ruce와 Alice는 같은 학교에 다닌다. Bruce는 학교에서 17 km 떨어진 곳에 살고, Alice는 학교에서 8 km 떨
어진 곳에 산다고 할 때, Bruce 집과 Alice 집 사이의 거리는 얼마일까?(Heo, 2008; Verschaffel et al., 1994)
위의 (5)번과 (6)번 문제에 대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 75명 중 각각 60명과 72명이 표준적인 해법에 따라 답을
구했다(Verschaffel et al., 1994).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조사한 대표적인 연구인 Verschaffel et al. (1994)의 연구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75명의 학생들에게 위의 (4)번, (5)번, (6)번을 비롯한 10개의 P
문제에 대하여 답과 코멘트를 적도록 하고 답을 Table 1에 따라 코딩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이 답이 아닌 코멘트에서
현실적인 반응을 보였을 때 “+”를 추가하여 코딩하였는데, 그 결과 P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실생활 맥락을 예민
하게 고려한(Realistic Reaction, 이하 RR로 표기, RA이거나 EA+, TE+, NA+, OA+인 경우) 학생의 비율은 약 17%
정도로 높지 않았다.

Figure 1 T he flask used in P problem (Verschaffel et al., 1994, p.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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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ive answer categories for the P problems (Verschaffel et al., 1994, p. 278)
정형화된 응답(Expected Answer: EA) P 문제에 내포되어 있는 실생활 맥락에 관한 상식을 예민하게 고려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표준적 알고리즘
에 따라 해결한 경우
계산 오류(Technical Error: TE)
계산상의 오류를 범한 경우
현실적 응답(Realistic Answer: RA)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풀이과정에서 P 문제에 내포되어 있는 실생활 맥락에 관한 상식을 예민하게 고려한 경우
무응답(No Answer: NA)
응답하지 않은 경우
다른 응답(Other Answer: OA)
위의 다섯 가지 경우에 속하지 않은 경우

한편,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조사한 국내의 Kim (2004)과 Heo (2008)의 연구 결과도
Verschaffel et al. (1994)의 연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학생들의 반응을 조사한 Kim
(2004)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의 현실적인 반응률은 대부분 10% 미만이었고,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반응을 조사
한 Heo (2008)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의 현실적인 반응률은 20%정도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절에서는 실생활 맥
락의 문장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한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3.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문제 해결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에서 주어진 정보가 부족하거나, 표준적인 해법에 대한 암묵적인 가정이 비합리적이거나, 수
학적 모델링 과정에서 불확실성 혹은 애매성을 내포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나 해결하기 어려움에도 불구
하고, 학생들이 비상식적인 답을 구하거나 표준적인 해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연구 결과에 대하여 수학교육 연구
자들은 여러 측면에서 분석 및 해석하였다.
첫째, Schoenfeld (1991)는 학생들의 비현실적인 풀이가 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교육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라
고 지적하면서, 수학 교실에서는 실생활 맥락의 수학적 아이디어를 이해하는 것보다 알고리즘적 절차를 반복하는 연
습이 가장 인기있는 학습활동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실생활 맥락의 비형식적 지식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실생활 맥락
의 문장제를 해결한다고 해석하였다. 둘째, Gravenmeijer (1997, p. 393)는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를 해결하는 전통
적인 수학 교실에서 “실생활 맥락에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수학에 집중하라”는 규준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실생활
맥락을 예민하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셋째, Cooper (1994, 1998)는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에 대한 학생
들의 “비현실적인” 답안이 학생들이 수학 교실에서 수행되는 활동에 “현실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노력에서 기인한 것
이라고 해석하였다. 넷째, Yoshida et al. (1997)은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반응이 학생들의 반
응과 유사함을 보고하면서,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에 대하여 실생활 맥락을 예민하게 고려하지 않는 예비교사들의 인
식이 학교수학 교실에서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를 교수학습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게다
가, Duan et al. (2000)의 중국 초등 고학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교사들은 애매하거나 불확실한 P
문제가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 명확하고 덜 애매하게 서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
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학교수학에서 사용되는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는 표준적인 해법에 따라 답을 구할 수 있는 S
문제가 많이 다루어지고, S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실생활 맥락을 예민하게 고려하지 않는 방법을 합리
적으로 배우게 되는 경향이 있다.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및 인식을 조사한 경험적인 연구 결과가 학교수학에 시사하는 점을 논
의하기 위해서는 학교수학에서의 문제 해결 과정을 반성적으로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학교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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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불확실성을 내포한 문제 해결 과정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 절차를 ‘습득’하는 관점보다 문제 해
결을 위한 수학적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Polya의 문제 해결 4단계(이해-계획 수립- 계획
실행-반성) 중 ‘이해’ 단계에서 P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나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사고과정이 강조되어야 한
다(Gerofsky, 2010). 이러한 접근은 Dewey의 반성적 탐구(reflective inquiry)와 일치한다. Dewey는 문제 해결 과
정에서 반성적 탐구를 강조하였고, 이는 Problematic 상황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Dewey, 1929, p. 189;

Table 2 List of S problems and P problems in the questionnaires
내용 영역
중학교 수학 1
소인수분해

중학교 수학 1
최소공배수

중학교 수학 1
두 점 사이의 거리

중학교 수학 1
일차방정식

S 문제

P 문제에 내재된
불확실성 요인

P 문제

6. (종이) 은주는 가로의 길이가 100 cm, 세로 3. (끈) 6 m 떨어져 있는 두 기둥 사이를 쭉 연결
의 길이가 25 cm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하기 위해 긴 끈이 필요하다. 하지만 끈의 길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로 자르려
이가 1.5 m짜리만 있다면 두 기둥 사이를 연
고 한다. 가능한 한 큰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
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끈이 몇 개나 필요할
로 자른다고 할 때, 모두 몇 개의 정사각형 모
까? (Greer, 1993; Verschaffel et al., 1994;
양의 종이를 얻을 수 있을까? (Hwang et al.,
Heo, 2008)
2018, p. 20)
7. (환자) 어떤 환자는 4시간마다 상처를 소독하 12. (운동장) 형준이와 진희는 운동장을 뛰기로
고 6시간마다 약을 먹는다고 한다. 오전 8시에
했다. 처음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데 형준이
상처 소독과 약 복용을 동시에 했다면, 몇 시간
는 3분, 진희는 4분이 걸렸다고 한다. 두 사
후에 처음으로 두 치료를 동시에 하게 되는지
람이 출발점을 동시에 출발하여 같은 방향으
구하시오(Kim et al, 2018, p. 19)
로 운동장을 한 시간 동안 뛴다면, 두 사람은
출발점에서 몇 번 만날까? (Hwang et al.,
2018, p. 23 변형)
1. (새) 아래 그림과 같이 직선으로 된 전깃줄 위 2. (학교) 하나와 두리는 같은 학교에 다닌다. 하
에 두 마리의 새가 앉아 있다. 점 A에 앉아 있
나의 집은 학교에서 17 km 떨어져 있고, 두
는 새와 점 B에 앉아 있는 새 사이의 거리는
리의 집은 학교에서 8 km 떨어져 있다. 이때
120 cm이고, 선분 AB의 중점 M에 새로운
하나의 집과 두리의 집 사이의 거리는 얼마일
새가 날아와 앉았다고 할 때, 점 A에 앉아 있
까? (Verschaffel et al., 1994)
는 새와 새로 날아와 앉은 새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Ryu et al., 2018, p. 145 변형)
11. (문구점) 소은이가 집에서 학용품을 사기 위 5. (공원) 공원에서 은영이네 집까지 가는 데 자
해 문구점을 가는데, 갈 때는 분속 40 m로
동차를 타고 시속 50 km의 속력으로 가면,
걷고, 같은 길로 되돌아올 때는 분속 35 m
자전거를 타고 시속 20 km의 속력으로 가는
로 걸었더니, 걷는데 모두 15분이 걸렸다.
것보다 27분 먼저 도착한다고 한다. 이때, 공
이때 소은이가 집에서 문구점을 갈 때 걸은
원에서 은영이네 집까지의 거리를 구하시오
거리(편도)는 몇 m인지 구하시오(Chang et
(Lee et al., 2018, p. 109)
10. (공항) 예나는 어머니가 운전하시는 차를 타
al., 2018, p. 103 변형)
고 오후 7시까지 인천국제공항으로 아버지
를 마중가기로 했다. 예나와 어머니는 집에
서 90 km 떨어져 있는 공항에 가기 위해 오
후 5시 30분에 집에서 출발하였다. 처음 30
분 동안 예나 차는 시속 60 km의 속력으로
주행하였다. 여러분은 예나가 제 시간에 아
버지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Inoue,
N., 2005)*

두 끈을 묶거나 기둥에 끈을
묶을 때 필요한 끈 길이의
불확실성

사람이 한시간 동안 운동장
을 돌 때 속도 변화의 불확
실성

하나와 두리 집, 학교 위치
의 불확실성

공원에서 은영이네 집까지
차도/자전거 도로가 불일
치할 가능성

예나 차가 주행하는 동안 속
력 변화의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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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내용 영역

S 문제

중학교 수학 1
4. (투표율) 다음은 우리나라 제1대부터 제20
자료의 정리와 해석
대까지의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투표율이 80% 이상인 선거
가 몇 회 있었는지 구하시오(Hwang et al.,
2018, p. 252)

8. (운동화) 다음은 어떤 아동 운동화의 발 길이 발 길이 외 신발 사이즈를
에 따른 사이즈를 나타낸 표이다. 예주의 왼발 선택하는 다양한 상황적
길이가 164 mm라면 어떤 사이즈의 운동화
요인 존재의 불확실성
를 사는 것이 좋을지 설명하시오. (Released
PISA Items Maths, 2006, p. 74 변형)
발 길이에 따른 신발 사이즈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투표율(%)
이상

중학교 수학 2
일차함수

미만

P 문제에 내재된
불확실성 요인

P 문제

발 길이 (mm)

횟수(회)

신발 사이즈
최소

최대

40 ~50

1

50~60

3

147

152

24

60~70

2

153

158

25

70~80

8

159

164

26

80~90

3

165

170

27

90~100

3

171

176

28

합계

20

177

182

29

9. (기온) 기온은 지면에서 지상 12 km까지는 높 13. (물통) 물이 들어 있는 물통에서 물을 빼내고 물통의 모양, 물이 빠지는
이가 1 km 높아질 때마다 6℃씩 내려간다고
있다. 처음 물의 높이는 62 m이었고, 30초
속도의 불확실성
한다. 지면의 기온이 18℃이고, 높이가 χ km
후에 물통에 들어 있는 물의 높이는 47 cm
인 곳의 기온을 y℃라고 할 때, y를 χ의 식으
이었다. 이 물통에서 물을 빼내기 시작한 지
로 나타내시오(Chang et al., 2019, p. 116)
χ초 후에 물통에 들어 있는 물의 높이를 y
cm라고 할 때, y를 χ의 식으로 나타내시오
(Kim et al., 2019, p. 126 변형)

*[일차방정식] 내용 영역의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는 거리, 속력, 시간에 관련된 수학적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거리, 속력, 시간에 관련
된 수학적 아이디어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아, 일차방정식 단원에서는 거리, 속력, 시간의 수학적 아이디어가 아닌 P 문제를 추가하였다.

Hiebert et al., 1996, 재인용). 사고는 자발적 연소가 아니라 약간의 당황, 혼란, 또는 의심에서 기인한다는 Dewey의
주장에 근거하면, P 문제가 반성적 탐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학교수학에서는 P 문제보다 S
문제를 많이 다루게 되고, 통상적으로 S 문제의 조건이나 가정에 대한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거나 수학적 모델링 과정
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P 문제에 대한 탐구는 학교수학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I. 연구 방법
1. 설문 조사 문항 설계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그러한 인식을 갖게 된 이유
를 이해하기 위해 Verschaffel et al. (1994)의 연구에서 사용된 S 문제와 P 문제의 차이점에 주목하였다. 이론적 배
경에서 고찰한 것처럼, 수치적 정보 이외에 실생활 맥락을 고려해야 하는 문장제 중에서 표준적인 절차를 바로 적용
하여 풀 수 있는 S 문제와 불확실성 혹은 애매함을 고려할 여지가 있는 P 문제를 설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5

456

https://doi.org/10.29275/jerm.2021.31.4.449

JERM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에 대한 중학생들의 인식 조사 연구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수학 1, 2의 교과서, Heo (2008), Inoue (2005), Released PISA Items Maths (2006),
Verschaffel et al. (1994)에서 사용된 실생활 맥락의 문제들을 추출 및 변형하여 S 문제와 P 문제를 설계하였다.

Table 2는 본 연구에서 설계한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와 P 문제에 내재된 불확실성 혹은 애매함을 유발하는 실생활
맥락의 요인을 나타낸 것이다. 설문 조사에 사용된 문항번호는 S 문제와 P 문제를 혼합하여 임의로 배정하였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 A 중학교에 재학 중인 85명의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A 중학교는 남녀공학이
고, 3학년은 4개 학급이며, 40명의 여학생과 59명의 남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 문항을 해결
하고 그 문항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는 설문 조사에는 A 중학교 3학년 학생 99명 중 학교 내신 성적과 관계 없이 본인
과 학부모가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 85명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이들 중 11명은 후속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후속 인터뷰 대상자는 NRA와 RA 및 RR의 분포가 다양하도록
선정하였다(Table 3).

3.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설문 조사에서는 연구 참여자에게 정규 수학수업의 한 차시(45분) 동안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에 대해 풀
이과정 및 문제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리고 해결한 문제들에 대한 후속 인터뷰는 연구 참여자별로
상이한 방과 후 시간에 수행되었으며, 각 후속 인터뷰마다 약 한 시간 정도에 걸쳐 이루어졌다.
후속 인터뷰는 Zoom을 통해 진행하였고, 인터뷰의 전 과정을 녹화한 후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공통적으
로 S 문제와 P 문제 모두에 대하여 ‘어떻게’ 문제를 이해하였고 ‘왜’ 그렇게 해결하였는지 설명하도록 요청하였다. 그
리고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에 대하여 학생들이 암묵적으로 가정한 전제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질문을 하였다. 후속 인
터뷰의 구조화된 질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3 List of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follow-up interviews
순번

학생

NRA* 반응 문항 수

RA** 반응 문항 수

RR*** 반응 문항 수

1
2
3
4
5
6
7
8
9
10
11

SA
SB
SC
SD
SE
SF
SG
SH
SI
SJ
SK

7
6
6
5
5
5
4
4
3
2
0

0
0
0
1
1
1
1
2
4
4
2

1
1
2
1
3
6
2
2
4
4
7

*NRA는 NRA+이거나 NRA-인 경우이고, **RA는 RA+이거나 RA-인 경우이며, ***RR은 RA이거나 NRA+, TE+, NoA+, OA+인 경우이다. 코드에 대
한 설명은 자료 분석 방법에 보다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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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어진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를 ‘어떻게’ 이해하였나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해결했나요?
(2) 만
 약에 문제의 상황이 실제 상황이었다면, 설문 조사의 답과 똑같이 해결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혹은 만
약 이 문항이 학교시험에 나왔다면 설문 조사의 답과 똑같이 해결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3) 수학 선생님들께서는 이 답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들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85명의 연구 참여자가 해결한 S 문제와 P 문제에
대한 반응을 분석하기 위해 Verschaffel et al. (1994), Yoshida et al. (1997), Duan et al. (2011)을 연구 방법을 참
조하였다. 먼저 S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정답률을 위주로 분석하기 위해 Table 1의 코드 범주(EA, TE, NoA,
OA)로 분석하였다(단, NA는 NoA로 변경). 그리고 P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
를 거쳤다. 일차적으로 Table 1의 5개 범주의 코드(EA, TE, RA, OA, NoA)에 ‘+’와 ‘-’ 코드를 추가한 코딩 틀을 구
축하였다. 그리고 일차 코딩 틀을 이용하여 자료의 일부를 두 연구자가 각각 코딩하면서 각 범주를 검토한 후 코딩 틀
을 평가 및 수정하였다. 이때 본 연구에서는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현실적 반응과 비현실적
반응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Verschaffel et al. (1994)의 EA (Expected Answer) 코드명
을 NRA (Non-Realistic Answer) 코드명으로 수정하였다. 한편 P 2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비현실적인 응답(NRA)
은 다른 P 문제보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17+8=25 (km)와 17-8=9 (km) 중 한 개의 답을 썼으면 NRA1, 두
개의 답을 썼으면 NRA2로 코딩하였다. 마지막으로 P 2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P 문제에 대하여 Table 4와 같은 5개
범주의 수정된 코딩 틀에 ‘+’와 ‘-’ 코드가 추가된 코딩 틀을 구축하였다. 두 연구자는 각각 독립적으로 전체 자료를
코딩하고 코딩 신뢰도를 구하여 검증한 후, 다시 불일치하는 자료를 논의 및 재코딩하여, 합의된 자료를 토대로 해당
코드에 해당하는 학생수를 세었다(Schreier, 2012).

Table 5는 Table 4의 5개 범주의 코드를 기준으로 하여 구축한 P 12 (운동장)와 P 13 (물통) 문제의 코딩 기준표를
예시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둘째,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에 대하여 학생들이 왜 그러한 반응을 나타내는지 분석하기 위해 녹화한 온라인 인터뷰
의 전 과정을 전사하고, 학생들이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장면을 중심으로 전사한 자료를 여러
번 반복하여 두 연구자가 함께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학생들의 후속 인터뷰 전사 자료를 두 개의 대 범주인 현실
적 반응과 비현실적 반응으로 구분하였고, 학교수학의 경험과 관련된 학생들의 비현실적인 반응 중 유사한 반응을 공
통 범주로 구조화 하였으며, 기존의 반응 범주와 다른 반응은 새로운 범주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Table 4 Five answer categories for the P problems
현실적인 응답(Realistic Answer: RA)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풀이 과정에서 P 문제에 내포되어 있는 실생활 맥락을 예민하게 고려하여 합
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우
비현실적인 응답(Non-Realistic Answer: NRA) P 문제에 내포되어 있는 실생활 맥락을 예민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표준적인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해결한 경우
계산 오류(Technical Error: TE)
계산상의 오류를 범한 경우
무응답(No Answer: NoA)
응답하지 않은 경우
다른 응답(Other Answer: OA)
위의 네 가지 경우에 속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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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xamples of coding analysis from the survey
정답
P 12 운동장 문제

P 13 물통 문제

알 수 없다,
3~4번 정도
5번
4번
6번
알 수 없다

y=62- 1 χ
2
y=62-2χ
y=- 1 χ
2

풀이과정 및 문제에 대한 의견

코딩

형준이와 진희가 계속 같은 속도로 운동장을 뛴다고 할 수 없다

RA+

3과 4의 최소공배수는 12이므로 한 시간 동안 5번(60÷12=5) 만난다
12분, 24분, 48분, 60분에 만난다
처음, 12분, 24분, 36분, 48분, 60분에 만난다

NRATEOARA-

물통의 모양이 원기둥이라고 가정했을 때

NRA+

물의 높이가 일정하게 감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TE+
OA-

Table 6 The summary of students’ responses to the S problems
S 문항

6. 종이

7. 환자

1. 새

11. 문구점

4. 투표율

9. 기온

예상된 정답(EA)
계산 오류(TE)
무응답(NoA)
그 외(OA)
합계

50 (58.8%)
0 (0%)
16 (18.8%)
19 (22.4%)
85 (100%)

56 (65.9%)
6 (7.1%)
16 (18.8%)
7 (8.2%)
85 (100%)

84 (98.8%)
0 (0%)
1 (1.2%)
0 (0%)
85 (100%)

18 (21.2%)
5 (5.9%)
37 (43.5%)
25 (29.4%)
85 (100%)

68 (80%)
0 (0%)
2 (2.4%)
15 (17.6%)
85 (100%)

30 (35.3%)
1 (1.2%)
33 (38.8%)
21 (24.7%)
85 (100%)

IV. 결과 분석
연구 결과는 연구 방법에서 기술한 것처럼 1)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S 문제와 P 문제를 구
분하여 양적으로 코딩한 결과와 2) 후속 인터뷰에서 나타난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에 대한 인식을 질적으로 분석한 결
과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연구 방법에서 기술한 것처럼 설문 조사의 S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정답률을 위주로 4가지 코드(EA, TE,
NoA, OA)로 분석하였고, P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10가지 코드(RA+, RA-, NRA+, NRA-, TE+, TE-, NoA+,
NoA-, OA+, OA-, 단, P 2 (학교)는 NRA 대신 NRA1, NRA2로 코딩)로 분석하였다. 후속 인터뷰는 P 문제를 해결하
는 과정과 그에 대한 의견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현실 상황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 장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에 대한 학생들의 설문 조사 결과
1) S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설문 조사의 S 문제에 대한 85명 학생들의 문항별 반응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설문 조사의 S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양적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학생들의 S 문제에 대한 정답률은 중학교 수학 1의 [두 점 사이의 거리] 내용 영역과 관련된 S 1 (새) 문항이 가장 높
았고(98.8%), 중학교 수학 1의 [일차방정식] 내용 영역의 ‘거리, 속력, 시간’과 관련된 S 11 (문구점) 문항이 가장 낮았
다(21.2%). 둘째, 학생들의 S 문제에 대한 무응답률은 중학교 수학 1의 [일차방정식] 내용 영역의 S 11 (문구점)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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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과 중학교 수학 2의 [일차함수] 내용 영역의 S 9 (기온) 문항(38.8%)의 순서로 높았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S
문제에 대한 정답률과 무응답률을 통해 정형화된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 중에서 [일차방정식] 내용 영역의 ‘거리, 속
력, 시간’과 관계된 문항에 대한 중학생들의 이해도 및 성취도가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2) P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설문 조사의 P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양적으로 정리한 결과는 Table 7과 같고, P 문제에 대해 현실 상황을
예민하게 고려한 반응(RR)과 현실 상황을 예민하게 고려하지 않고 표준적인 알고리즘 절차를 직접적으로 적용하여
해결한 반응(NRA)을 정리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는 Figure 2와 같다.
설문 조사의 P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양적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P
문제에 대하여 실생활 맥락을 예민하게 고려한 답을 적거나(RA) 실생활 맥락을 예민하게 고려한 의견을 제시한(+) 학
생들의 현실적 반응(Realistic reaction)의 비율은 약 22.2% (7개의 P 문제에 대한 RR의 합계/85×7)였고, 실생활 맥
락을 예민하게 고려하지 않고 정형화된 표준 알고리즘 절차로 답을 적은(NRA) 학생들의 비현실적 반응의 비율은 약
46.9% (7개의 P 문제에 대한 NRA의 합계/85×7)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에 대하여 낮은 비
율의 학생들이 현실적 반응을 나타냈음을 보고한 Heo (2008), Kim (2004), Verschaffel et al. (1994) 등의 연구 결
과와 유사하다.
둘째, 문항에 따라 현실적 반응을 보인 학생들과 비현실적 반응을 보인 학생들의 비율은 다소 편차가 있었다. 학
생들의 문항별 P 문제에 대한 현실적 반응(RR) 비율은, 중학교 수학 1의 [두 점 사이의 거리] 내용 영역의 P 2 (학교)
문제(41.2%)와 중학교 수학 1의 [자료의 정리와 해석] 내용 영역의 P 8 (운동화) 문제(41.2%)가 가장 높았고(두 문항
RR 반응률 동일), 중학교 수학 1의 [일차방정식] 내용 영역의 ‘거리, 속력, 시간’과 관련된 P 5 (공원) 문제(3.5%)와 중
학교 수학 2의 [일차함수] 내용 영역의 P 13 (물통) 문제(4.7%)가 유사한 비율로 가장 낮았다. 반면에 학생들의 문항

Table 7 The summary of students’ responses to the P problems
반응

P 문제
3. 끈

12. 운동장

2. 학교

5. 공원

10. 공항

8. 운동화

13. 물통

RA+
RA-

7 (8.2%)
2 (2.4%)

3 (3.5%)
0 (0%)

0 (0%)
0 (0%)

10 (11.8%)
3 (3.5%)

20 (23.5%)
12 (14.1%)

1 (1.2%)
0 (0%)

NRA+

4 (4.7%)

2 (2.4%)

0 (0%)

15 (17.6%)

3 (3.5%)

2 (2.4%)

NRA-

69 (81.2%)

37 (43.5%)

10 (11.8%)

11 (12.9%)

44 (51.8%)

20 (23.5%)

TE+
TENoA+
NoAOA+
OARR*
합계

0 (0%)
1 (1.2%)
1 (1.2%)
1 (1.2%)
0 (0%)
0 (0%)
14 (16.5%)
85 (100%)

0 (0%)
2 (2.4%)
5 (5.9%)
23 (27.1%)
0 (0%)
13 (15.3%)
10 (11.8%)
85 (100%)

13 (15.3%)
3 (3.5%)
NRA2+: 5 (5.9%)
NRA1+: 11 (12.9%)
NRA2-: 6 (7.1%)
NRA1-: 40 (47.1%)
0 (0%)
0 (0%)
3 (3.5%)
2 (2.4%)
0 (0%)
2 (2.4%)
35 (41.2%)
85 (100%)

0 (0%)
4 (4.7%)
2 (2.4%)
50 (58.8%)
1 (1.2%)
18 (21.2%)
3 (3.5%)
85 (100%)

0 (0%)
0 (0%)
2 (2.4%)
28 (32.9%)
1 (1.2%)
15 (17.6%)
31 (36.5%)
85 (100%)

0 (0%)
0 (0%)
0 (0%)
6 (7.1%)
0 (0%)
0 (0%)
35 (41.2%)
85 (100%)

0 (0%)
3 (3.5%)
1 (1.2%)
41 (48.2%)
0 (0%)
17 (20%)
4 (4.7%)
85 (100%)

*RR은 RA와 각 코드의 +코드를 합한 반응 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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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summary of students’ RR & NRA reponses to the P problems

별 P 문제에 대한 비현실적 반응(NRA) 비율은, 중학교 수학 1의 [소인수분해] 내용 영역의 P 3 (끈) 문제(85.9%)와 [두
점 사이의 거리] 내용 영역의 P 2 (학교) 문제(72.9%)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일차방정식] 내용 영역의 P 5 (공원) 문제
(11.8%)가 가장 낮았다.
셋째, 학생들의 P 문제에 대한 무응답률은 중학교 수학 1의 [일차방정식] 내용 영역의 ‘거리, 속력, 시간’과 관련된
P 5 (공원) 문제(61.2%)와 중학교 수학 2의 [일차함수] 내용 영역과 관련된 P 13 (물통) 문제(49.3%)의 순서로 높았다.
이는 학생들의 S 문제에 대한 무응답률과 일치하는 결과로, 우리나라 중학생들은 [일차방정식] 내용 영역의 ‘거리, 속
력, 시간’과 관련되거나 [일차함수] 내용 영역과 관련된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를 어려워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2.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에 대한 학생들의 인터뷰 결과
후속 인터뷰에 참여한 11명의 중학생들은 연구 방법에서 기술한 것처럼 주어진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를 ‘어떻게’
이해하였고, ‘왜’ 그렇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설명하도록 요청 받았다. 그리고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에 대하여 학생들
이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전제를 탐색하기 위한 추가 질문에 응답하였다.
위와 같은 후속 인터뷰 조사에서 나타난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후속 인터뷰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 수학수업 시간에 해결하는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에 대하여 출제자
가 의도한 답이 있다고 확신하였고, 학교 정규고사에서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가 출제된다면 답이 유일하고 명확한 문
제가 좋은 문제라는 신념이 있었다.
다음은 P 2 (학교) 문제에 대한 SB 학생의 설문 조사 반응과(Figure 3), 후속 인터뷰 과정에서 SB 학생이 답한 설문
조사 반응을 학교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평가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명해달라는 연구자의 요청에 응답한 SB 학
생의 인터뷰 장면의 발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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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tudent SB’s response
P 문항

설문 조사에서의 SB 학생의 반응

P2
학교 문제

코딩
NRA1+

Figure 4 Student SI’s response
P 문항

설문 조사에서의 SI 학생의 반응

P2
학교 문제

코딩
RA+

SB: 저도 확실치 않은데. 네 뭔가. 샘은 일단 내신 게 검토를 하시고 계신 거니까 답은 확실히 가지
시고 내신 거니까 틀리면 틀린 거고 아니면 맞으면 맞은 거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다음은 후속 인터뷰 소감에서 SB 학생과 유사한 관점이 드러난 SJ 학생의 인터뷰 장면의 발췌문이다.
I: SJ는 수학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때, SJ가 생각하는 의견 아니면 SJ만의 어떤 주관적인 해석을 많
이 떠올려서 문제를 푸는 편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약간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문제
를 해결하는 편인가요?
SJ: 좀 상대방이 그 문제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이 문제의 정답은 이거니까 나는 이걸, 이 결론을
내야 된다는 마음이 들어요. 특히 수학문제하면 딱 답이 하나만 나와야 되고.
다른 학생들에 비해 설문 조사 결과에서 실생활 맥락을 예민하게 고려한 비율이 높았던 SI 학생도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가 학교 정규교사에 출제된다면 답이 유일하고 명확해야 좋은 문제라는 신념이 있었다. 다음은 P 2 (학교) 문제
에 대한 SI 학생의 설문 조사 반응과(Figure 4) 후속 인터뷰 과정에서 이 문항이 학교 정규고사의 평가문항으로서 적
합한지를 묻는 연구자의 질문에 응답한 SI 학생의 인터뷰 장면의 발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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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그러면 이런 문제가 기말고사에 나온다면 SI는 어떻게 느낄 것 같아요?
SI: 약간 기말고사 전용으로는 좋은 문제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의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문
제다.
I: 기말고사 같은 학교시험에서는 어떤 문제가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SI: 답이 명확한, 1번 문제(S 1, 새)처럼 답이 이렇게 딱 하나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잠시 후) 답이 하나로 명확하게 나오는 문제가 학교 시험으로서는 좋은 것 같
아요.
그리고 P 2 (학교) 문제에 대하여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설문 조사 코딩결과가 NRA2+였던 SC 학생도 학교 정
규고사의 평가문항에는 유일한 답이 존재한다는 신념이 있었다. 또한 학교 정규고사였다면 답이 두 개인 본인의 답안
은 교사가 틀린 답안으로 평가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였다. 다음은 P 2 (학교) 문제에 대한 SC 학생의 설문 조사 반
응과(Figure 5) 이 문항의 평가에 관련된 연구자의 질문에 응답한 SC 학생의 인터뷰 장면의 발췌문이다.
I: 만약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였다면 어떤 평가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SC의 답안이?
SC: 제 답안이요? 아마 답은 하나인데 두 개 있으니까 틀리지 않았을까요?
다음은 후속 인터뷰 과정에서 애매한 답은 수학에서의 정답이 되기 어렵다는 인식을 나타낸 P 2 (학교) 문제에 대
한 SE 학생의 인터뷰 장면의 발췌문이다.
I: 일직선 상에 있을 걸 가정한 것만 정답으로 인정하실 것 같다.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SE: 네, 사실 쌤이 물어보시려고 한 거는 정확한 거리를 물어보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애매모호
한 답은 정답으로 인정하기 힘들 것 같아요.
둘째, 후속 인터뷰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제에서 주어진 복잡한
조건을 무시한 채 이전에 풀었던 유사한 문제와 똑같은 가정을 전제하였고(Figure 5), 문제가 내포한 불확실성에 대
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덜 현실적인 맥락(주어진 복잡한 조건을 무시하거나 이전에 풀었던 유사한 문제와
똑같은 가정을 전제하는 방식)으로 단순화한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학교수학에서의 정답을 구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

Figure 5 Student SC’s response
P 문항
P2
학교 문제

설문 조사에서의 SC 학생의 반응

코딩
NR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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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내었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수학 1 교과서에서 추출한 [일차방정식] 내용 영역의 ‘거리, 속력,
시간’과 관련된 P 5 (공원) 문제에 대하여 실생활 맥락을 예민하게 고려한 반응(RR)을 보인 학생(비율: 3.5%)은 거의
없었다. P 5 (공원)의 실생활 맥락에서 자전거 도로와 자동차 도로는 같지 않을 수 있고, 공원에서 집에 이르는 ‘거리’
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해석했을 경우 실제 이동거리와 같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러한 현실 상황을 예민하게 고려한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다음은 후속 인터뷰 과정에서 이전에 풀었던 유사한 문제와 똑같은 가정을 전제하는 방식의 수학적 모델링으로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P 3 (끈) 문제에 대한 SF 학생의 설문 조사 반응과(Figure 6) P 12 (운동장) 문제
에 대한 SI 학생의 인터뷰 장면의 발췌문이다.
SI: 일
 정한 속력으로 돈다는 암묵적인 조건이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계속 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쉬기도 하고 그냥 천천히 걷기도 했을텐데. 그래도 여기부터는
이제 암묵적인 조건이 있다고 다 생각을 해서.
다음은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의 불확실한 조건을 무시하거나 배제해야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P 10 (공항) 문제에
대한 SB 학생의 인터뷰 장면의 발췌문이다.
SB: 3
 0 km를 가면은 30분 지났으니까 5시 반에서 6시가 됐을 것이고. 남은 시간은 한 시간인데 한
시간에 60 km 가면 되니까 총 90 km가 되어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I: 지
 금 예나가 인천국제공항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진짜 제시간에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SB: 교
 통체증도 있고, 준비하고 뭐 하면은 더 늦을 수도 있고, 근데 아까 그 문제들도 그렇고, 여러
조건이 막 붙으면 끝도 없이 늘어나니까. 네 일단 모든 조금 불확실한 조건, 그런 것들은 좀 배
제를 하고 풀어야 되지 않나.
I: 불확실한 조건들은 배제를 하고 풀어야 된다?
SB: 네

Figure 6 Student SF’s response
P 문항

설문 조사에서의 SF 학생의 반응

P3
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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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설문 조사의 P 13 (물통) 문제에 대하여 물이 일정한 속도로 빠진다고 가정한 SE 학생이 후속 인터뷰 과정
에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설명해달라는 연구자의 요청에 응답한 인터뷰 장면의 발췌문이다.
I: 그런데, SE야, 여기 보면, 물이 일정한 속도로 빠진다는 조건이 없잖아요. 괜찮아요?
SE: 살짝 걸리기는 하는데, 보통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일정하다고 마음을 먹고 풀어가지고.
I: 왜요?
SE: 일정하지 않다고 하면 저희가 풀 수 없는 수준까지 되어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I: 그
 러면 실제 현실 상황에서는 일정한 속력으로 물이 빠지는 상황이 많을까요, 아니면 일정하지
않은 속력으로 물이 빠지는 상황이 많을까요?
SE: (실제 현실 상황에서는) 일정하지 않게 빠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I: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도움이 될까요?
SE: 이런 식을 세우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이걸로 일상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접근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셋째, 후속 인터뷰에 참여한 몇몇 학생들은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에서 주어진 실생활 맥락을 현실 세계가 아닌 수
학적 세계로 분리하여 사고하였고, 실생활 맥락을 예민하게 고려한 현실 세계의 답은 학교 수학시험의 정답과 다를
수 있다고 사고하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사고 양상은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의 유용성이나 가치 인식에도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P 8 (운동화) 문제에 대한 SD 학생의 설문 조사 반응과(Figure 7), 후속 인터뷰 과정
에서 이 문항이 실제의 현실 상황이라면 동생에게 어떤 사이즈의 운동화를 사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명해달라는
연구자의 요청에 응답한 SD 학생의 인터뷰 장면의 발췌문이다.
I: 그러면 SD야, (이 문항의) 예주가 SD 동생이예요. 동생한테 어떤 신발 사이즈 사줄 것 같아요?
SD: 한 사이즈 크게요.
I: 그런데 왜 답을 그렇게 안 적었어요?
SD: 수학은, 수치는 164가 딱 맞은 사이즈긴 하니까요.
I: 어떤 친구가 그런 실제의 상황을 가정해서 답을 27이라고 적었어요. 일반적으로 수학 선생님들께
서 26과 27이라는 답을 보고 채점을 하고 계산다고 했을 때 누구의 답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거
라고 생각해요?
SD: 26이 그래도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Figure 7 Student SD’s response
P 문항
P8
운동화 문제

설문 조사에서의 SD 학생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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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P 3 (끈) 문제에 대한 (SF 학생 설문 조사 반응과 같이) 4개라고 응답한 SA 학생이 후속 인터뷰 과정에서 이
문항이 학교 정규고사의 평가문항이 아니라 실제의 현실 상황이라면 몇 개의 끈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명해달
라는 연구자의 요청에 응답한 SA 학생의 인터뷰 장면의 발췌문이다.
I: SA야, 실제 생활에서 SA가 이런 상황에 딱 부딪혔어요. 끈 몇 개 살 것 같아요?
SA: 5개 정도 살 것 같아요.
I: 왜요?
SA: 이렇게 좀 줄어들 것 같으니까. 약간. 그럼 혹시라도 줄어들면 그 끈을 더 묶어야 되잖아요. 기
둥을. 그래서 5개 살 것 같아요.
I: 그런데, SA야, 왜 수학문제에 대한 답은 그렇게 안 써요?
SA: 그렇게 쓰면, 문제가, 너무 계산이 어려워서요.
(중략)
I: S
 A가 이런 상황에 딱 부딪히면 5개를 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학교 기말고사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답을 뭐라고 적을 것 같아요?
SA: 그래도 똑같이 적을 것 같아요. 이거(4개)랑.
후속 인터뷰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에서 주어진 현실 상황을 진
지하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정형화된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를 해결하는 데 많이 사용되는 공식을 떠올
리는 특징이 있었다. 이러한 기계적인 문제 해결은 수학에 대한 가치나 유용성을 인식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P 13 (물통) 문제에 대한 SH 학생의 설문 조사 반응과(Figure 8), 후속 인터뷰 과정에서 이
문항에 대한 의견을 설명해달라는 연구자의 요청에 응답한 SH 학생의 인터뷰 장면의 발췌문이다.
I: 뭐 이상하거나 어려운 거 없었어요?
SH: 네, 이것도 없었어요. 논란의 여지가 없었어요.
I: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려고 노력해요?
SH: 이
 때까지 그 문제지도 그렇고 그런 거 보면, 실생활 파트에 농도 그런거, 식도 있고, 거/속/시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푸는지 딱 공식이 있잖아요. 먼저 그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I: 그러면 수학 시간에 푸는 그런 실생활 맥락의 수학 문제들이 실제 생활에서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SH: 솔직히 이거를 실생활에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I: 그럼 우리는 이런 문제를 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SH: 하라니까 하는 것 같은데.

Figure 8 Student SH’s response
P 문항

설문 조사에서의 SH 학생의 반응

P 13
물통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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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Student SG’s response
P 문항

설문 조사에서의 SG 학생의 반응

코딩

P 12
운동장 문제

NRA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에 대한 비현실적 반응은 학교수학의 교수학습 과정에서 암묵적으
로 양산된 합리적 산물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P 12 (운동장) 문제에 대한 SG 학생의 설문 조사 반응과
(Figure 9), 후속 인터뷰 과정에서 P 12 (운동장) 문제를 왜 그렇게 해결하였는지 설명해달라는 연구자의 요청에 응답
한 SK 학생의 인터뷰 장면의 발췌문과 어떻게 이해하였는지 설명해달라는 연구자의 요청에 응답한 SI 학생의 인터뷰
장면의 발췌문이다.
I: 그런데 왜 답을 그렇게 안 적었어요?
SK: 그냥 교과서대로 가르친 선생님이라면, 말도 안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직선
으로 생각하라고 하실 것 같아요. 엉뚱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I: 수학 문제를 풀 때 학교 수업 시간에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가정을 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나요? (다시 말하면) SI는 문제의 조건을 보고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조건대로
문제를 해결하는지 아니면 학교 수학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 학원에서 배웠던 그런 풀이를 떠올려
서 푸나요?
SI: 대부분 학교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선생님들이 다 가르쳐줬었던 문제들만 나오니까. 네 한 번 풀
어본 문제들이거나 배웠던 학교에서, 수업에서 배웠던 걸 응용해서 풀어요.
I: 그러면 수학 시간이나 수학 교과서 등 학원 학교 다 포함해서 SI가 흔히 볼 수 있었던(실생활 맥락
의) 수학 문제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SI: 실생활이랑은 완전 상관도 없고 뭐 그냥 완전 암기해서 풀 수 있는...

V. 논의 및 결론
학생들의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 해결 과정을 보고한 국내·외의 여러 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하게, 실생활 맥락의 문
장제에 대한 설문 조사를 양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의 많은 중학생들 또한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
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현실 상황을 예민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설문 조사 코딩 결과, RR 비율:
22.2% vs NRA 비율: 46.9%).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수학 1 교과서에서 추출한 [일차방정식] 내용 영역의 ‘거리, 속력, 시간’과
관련된 P 5 (공원) 문제의 조건에는 자전거 도로와 자동차 도로가 같지 않을 불확실성과 공원에서 집에 이르는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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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실제 이동거리와 같지 않을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현실 상황
을 예민하게 고려한 학생은 설문 조사에 참여한 학생(85명) 중 단 한 명도 없었다. 게다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수학 2의 [일차함수] 내용 영역에서 추출하여 변형한 P 13 (물통) 문제에는 물이 일정한 속력으로 빠진다는 조
건이나 물통 그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의 부족을 인지한 학생은 설문 조사에 참여한 학생(85명) 중 단 한 명
이었고, 문제를 해결한 대부분의 학생들(응답률: 50.6%)은 물이 일정한 속력으로 빠진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하여 문
제를 해결하는(25.9%)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는 본 연구의 S 문제와 P 문제에 대한 설문 조사의 결과에서 보고한 것
처럼, 학생들이 체감하는 문항의 높은 난도 때문일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생들은 난도가 높은 실생활 맥락의 문장
제에 대하여 현실 상황을 예민하게 고려할 여력이 없을 수 있다.
한편,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에 대한 후속 인터뷰를 질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은 실생활 맥
락의 문장제에는 유일하고 확실한 답이 존재할 것이라고 확신하였고, 학교 정규고사에 출제되는 실생활 맥락의 문장
제는 애매성이나 불확실성이 없어야 좋은 문제라는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 심지어 P 2 (학교) 문제에서 하나와 두리
의 집과 학교는 일직선 상에 위치한다는 조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직선 상에 위치한다고 가정한 답만이 학교 정
규고사의 정답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이러한 신념을 기저로, 학생들은 실생활 맥락의 문
장제에 내포된 불확실한 조건을 배제하거나 정형화된 유형의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와 같은 조건을 암묵적으로 가정
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주목할 점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에 대한 이와 같은 방식의 문제 해결 절차가 학교 정규고사
에서만 가능한 정답이며, 실제의 현실 상황의 정답이 되기는 어렵다는 인식을 나타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PISA
문제를 변형한 P 8 (운동화)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실제의 현실 상황(26 사이즈의 아동 운동화의 최댓값이 164 mm
고 어떤 아동의 발 길이가 164 mm라면 표에서 주어진 운동화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큰 27 사이즈를 사는 것이 좋다)
을 철저하게 무시한 채 단순히 주어진 표의 최솟값과 최댓값을 읽어 버리는 반응을 보인 학생도 있었다. 그리고 후속
인터뷰 과정에서 P 문제에 내포된 불확실성을 인지하였더라도 학교 정규고사라면 원래의 답을 고수하겠다는 반응(예
를 들어 P 3 (끈) 문제에서 기둥을 묶을 끈이 필요하므로 실제의 현실 상황이라면 넉넉하게 5개 정도를 사겠지만 학교
정규고사라면 원래의 답인 4개로 제출하겠다 혹은 P 12 (운동장) 문제에서 사람이 한 시간 동안 처음 뛰는 속력을 지
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겠지만 학교 정규고사라면 일정한 속력을 가정하여 5번으로 제출하겠다 등)을 표출한 학생도
있었다. 이와 같이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의 실생활 맥락과 실제의 현실 상황을 분리하여 사고하는 실생활 맥락의 문
장제에 대한 이중성은 학생들이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를 비현실적으로 해결하는 주요 이유로 작동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질적 연구 결과는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에 대한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비현실적’ 반응이 Gravenmeijer
(1997)를 비롯한 많은 수학교육 연구자들(예를 들어,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Schoenfeld, 1991; Verschaffel et al.,
1994; Yoshida et al., 1997)이 주장해 온 것처럼 학교수학 교수학습 과정에서 암묵적으로 학습된 ‘현실적’이고 경험
적인 산물임을 보여준다. 본질적으로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는 실제의 현실 상황에 내포된 불확실성과 수학 이론의 확
실성이 공존하는 이중성의 구조적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배제하거나 조건을 추가
하여 가정하는 절차는 필수불가결할 수 있다.
다만,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의 ‘이해’ 과정에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 등의 정보를 ‘평
가’하는 사고과정이 관습적으로 결여되어 있음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수학적 모델과 안정적으로 매칭되는 실생활 맥
락의 문장제만을 선택하여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교실에서 공유되는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를 통해
실제의 현실 상황을 예민하게 고려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주어진 조건의 합리성을 평가하며, 일상적 언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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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실생활 맥락의 문장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이러한 대안은 비판적
사고의 정의에서도 드러나 있는 ‘정보의 평가’와 Dewey가 반성적 탐구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한 ‘문제를 제기하는 상
황(problematic situation)’과 같은 맥락의 관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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