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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개념의 활동맥락 표현과
아동의 덧셈․뺄셈 문장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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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변수를 포함한 수학 문장제의 이해와 그 문장제가 일어나는 맥락과의 ‘상호
구성적관계’를 고찰하는 것에 있다. 본고는 변수를 포함한 문장제를 ‘봉지’를 이용한 활동맥락에서 아동
에게 해결하라고 제시한 경우, 정답률이 표준과제에서보다 유의하게 올라갈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정
답률이 전자의 경우가 후자의 경우에서 보다 올라갈 경우 그것을 어떠한 관점에 기초해서 해석할 것인
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59명의 평균연령 6세 아동을 대상으로 연습과제 2문제, 표준과제 6문제를 풀게 하
는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검사를 받은 피험자들 중 모든 과제의 정답을 맞힌 4명, 덧셈, 뺄셈자체
가 안 되서 사전검사를 할 수 없었던 3명, 몸이 아픈 관계 등으로 인해 장기결석을 한 2명을 제외한 50
명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이 50명을 표준과제인 S3, S5, S6의 성적을 기초로 해서 실험집단,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25명씩 무작위 배정하였다. 실험집단에서는 사전검사에서 덧셈-뺄셈의 문장제를 풀지 못했던 6세
아동 절반을 대상으로 ‘봉지’를 이용한 맥락 속에서 3종류의 변수를 포함한 덧셈-뺄셈의 문장제를 사용
한 조건하에서 실험이 이루어졌다. 한편 통제집단에서는 나머지 6세 아동을 대상으로 이러한 맥락을 설
정하지 않은 조건하에서 실험이 이루어졌다. 정답률은 각각 실험집단이 84%, 88%, 76%, 통제집단이 36%,
36%, 40%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의미를 아동의 과제 의미의 이해에서 활동맥락의 역할과 관련지어서
고찰하고, 두 가지 상반되는 관점에 기초해서 논의하였다. 첫 번째 관점은 아동의 사고는 사회문화적 맥
락에 의존하는 구체적 사고에서 그러한 맥락에 의존하지 않는 일반적이고 전이가능한 추상적 사고로 발
달한다고 가정한다. 두 번째 관점은 아동의 인지발달을 논할 때 주체와 외부상황과의 분리할 수 없는
‘상호구성적관계’를 분석의 기본적인 단위로 해서 인식주체와 외부상황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첫 번째 관
점과는 획을 긋는다. 현 연구결과에서 한정해서 본다면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위의 인간의 사고발달
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되는 관점 어느 것을 취하더라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변수, 수학, 문장제, 활동맥락, 과제의미, 생태학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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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니다. 톰은 지금 사탕을 3개 갖고 있습니다.
톰은 처음에 사탕을 몇 개 갖고 있었을까

1. 문제제기

요?”라는 문제(시작미지수 질문)에서는 유치
원 아동은 22%,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은

문장제를 통한 학습이 수학교육에서 중요

39%로 정답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연

미루어 보아 이러한 시작 미지수 질문은 아

구가 지적하고 있다(Carpenter et al., 1980,

동들에게는 어렵다. 그럼 이러한 정답률의

1981; De Corte & Verschaffel, 1986; Riley et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al., 1983; Reed, 1999).

Riley et al.(1983)은 아동이 어떤 문제에 대

문장제에 자주 등장하는 ‘임의’의 혹은

한 개념적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어떤’ 등과 같은 변수개념을 아동이 학교

문장 기술 속에 나타나는 의미적 관계를 표

수업상황에서 처음 접하게 되는 것은 대개

상해서, 적절한 계산전략과 절차를 도출하

는 초등학교 저학년 수학시간의 덧셈․뺄셈

는 구조화된 개념적 지식, 즉 ‘문제 도식

의 이른바 다음과 같은 ‘문장제’에서이다.

(problem schema)’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

예컨대 “철수는 사탕을 ‘몇 개’ 갖고 있었는

고 Riley et al.는 초기상태, 변화-결과와 같은

데, 민수로부터 3개를 받아서 7개가 되었습

인과적 관계를 나타내는 「인과 도식」과 부

니다. 그럼 처음에 철수는 몇 개 사탕을 갖

분-전체의 관계를 나타내는 「부분-전체 도

고 있었을까요?”라고 하는 문제는 문장제의

식」을 모델화해서 각각의 도식이 발달적으

전형이다. 이러한 문장제의 질문형태를 ‘시

로 다른 시기에 획득된다고 가정함으로써

작 미지수 질문’이라고 정의한다.

본고의 초점의 대상인 문장제를 포함한 다

그런데 Riley, Greeno 그리고 Heller(1983)는
시작 미지수 질문은 똑같은 계산절차를 필

양한 문장제의 정답과 오답유형에 대한 설
명을 시도하였다.

요로 하는 과제인 예컨대 “7개를 갖고 있는

도식에 의한 문제의 의미를 파악하는 이

데 3개를 주었다. 그러면 몇 개 남을까요?”

해과정을 ‘문장제’에 적용해 보면 아동은

와 같은 이른바 ‘결과 미지수 질문’의 문장

먼저 인과도식을 적용해서 ‘초기상태’, ‘변

제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다는 사실을 밝히

화’, ‘결과’와 같은 의미적 관계를 표상한

고 있다. 그들의 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후에 부분-전체 도식을 적용해서 ‘몇 개인

면 다음과 같다.

가?’ ‘3개’, ‘7개’의 관계가 ‘7개’를 전체로

“톰은 처음에 8개 사탕을 갖고 있었습니

하는 부분-전체 관계인 것을 표상한다. 그리

다. 톰은 수잔에게 5개 사탕을 주었습니다.

고 이 표상은 전체로부터 부분의 ‘3개’를

톰은 지금 몇 개 사탕을 갖고 있을까요?”라

제외한 나머지 수를 얻는다고 하는 적절한

는 문제(결과미지수 질문)는 유치원아동들도

계산절차를 도출하는 행위 도식으로 연결되

문제를 푸는데 거의 곤란을 겪지 않지만,

어서 대답을 얻게 되는 것이다.

“톰은 처음에 ‘몇 개인가’ 사탕을 갖고 있었

이러한 접근방식은 문제의 입력 자료에

습니다. 톰이 수잔에게 사탕을 5개 주었습

해당하는 ‘몇 개인가?’, ‘3개’, ‘7개’ 등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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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개념과 정보의 이해보다 정보간의 전

재할 수 있다. 따라서 예를 들면 낙타의 등

체-부분관계와 같은 추상도가 높은 구조의

위에서 생활하는 유목민족이 정주문화생활

이해를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예컨대 아동

을 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가구개념을 갖는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개별적인

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그리고

개념의 이해가 결여되어 있기 보다는 그러

이러한 현상은 아동이 새로운 개념을 획득

한 것들의 의미관계를 이해하는 ‘추상적인

할 때에도 똑같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Nelson(1985)에 의하면 아동의 ‘공’

그러나 본 연구의 예비실험에서는 실제로

에 대한 개념은 공의 모양과 크기보다도 실

이러한 문장제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 받

제로 공을 갖고 노는 것을 통해서 아동은

은 아동들 중에는 ‘몇 개인가?’, ‘받았다’ 등

공을 ‘튀는 것’ 그리고 ‘굴러가는 것’으로

의 실험자가 사용한 변수 표현을 ‘아무것도

정의하게 된다. 즉, 아동은 새로운 개념을

받지 않았다’ 즉 ‘0’으로 해석하는 아동, 그

자신의 활동과 대상물과의 관계 속에서 다

리고 ‘왜 몇 개 받았는지 모르는 거지?’와

루게 되는 것이다.

같이 의문을 제기하는 아동이 다수 있었다.

1980년대 전반에 브라질과 미국에서 이루

이러한 아동이 있다고 하는 것은 Riley et al.

어진 ‘일상수학(every mathematics)’에 관한 연

(1983)의 주장과는 다르게 추상도가 높은 구

구들(Carraher, Carraher, & Schliemann, 1985;

조의 이해가 곤란하기 보다는 ‘몇 개인가?’

Scribner, 1983; Lave, 1988)은 Neisser와 Nelson

라는 변수개념이 그 상황에서 무엇을 의미

의 관점과 맥을 같이해서 수학계산에 있어

하는지 이해가 곤란하기 때문에 문장제에서

서 그것이 실제로 발생하는 맥락과 활동이

오답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이 연

다.

구들은 일상생활에서의 ‘수학계산’이라고 하

따라서 본고에서는 아동의 이러한 문장제

는 인지적인 행위는 학교수학에서 배운 공

의 변수개념의 성립과 이해과정에 초점을

식을 외워서 그것을 계산 장면에 그대로 기

맞추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생태심리학자 Neisser(1987)는 개인이 특정
한 개념을 습득할 때, 그 개인을 둘러싼 생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다양하고 창의적
인 계산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태학적 요인을 중시해서 개념의 성립과 학

Carraher와 Carraher 그리고 Schliemann(1985)

습, 이해의 문제를 순전히 인식 주체의 내

는 브라질의 노상에서 캔디를 파는 6세에서

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주체가

15세까지 아이들이 실제로 어떻게 캔디를

관련을 맺는 ‘활동’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

파는지를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이 된 아이

게 보려고 시도하였다. Neisser에 의하면

들은 학교경험이 거의 전무한 아이들부터 7

예를 들면 ‘가구’와 같은 개념은 ‘정주

학년까지 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는 아이들

(settlement)’라고 하는 문화적 생활형태의 특

이었다. 이 연구에서 흥미로웠던 것은 캔디

징인 질량감이 있는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을

를 파는 아이들 중 상당수가 숫자를 제대로

‘준비하는’ 활동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존

읽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숫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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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아이

의미/의의는 아주 구체적이고 친숙한 것이

들도 지폐를 보면 곧 바로 그 지폐의 액수

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학교의 정규수학

를 알고 게다가 지폐의 숫자부분을 가려도

수업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그 지폐의 액수를 바로 맞히는 것이다. 그

수 있다.

것은 캔디를 파는 선배와 도매상의 점원 그

Scribner(1983)는 유제품의 냉동 창고에서

리고 쇼핑객이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것을 늘

우유팩의 배송작업에 종사하는 담당직원이

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암기를

현실의 활동 속에서 어떻게 수학문제를 해

하게 되는 것이다.

결해 내는지를 관찰하였다. 우유팩의 배송

그리고 캔디를 파는 아이들의 계산방법을

담당이 사용하는 표기법은 다름 아닌 우유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그들은 우리가 보통

팩의 케이스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졌다. 예

학교수학시간에 하는 방법과는 다른 독특한

를 들면 우유 24팩의 주문이 들어왔을 경우

계산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를

한 케이스에는 16팩의 우유가 들어가기 때

테면 수를 분해해서 계산하기 쉬운 수로

문에 주문표에는 1케이스+8팩이라는 의미

‘새롭게 정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에서 「1+8」로 표기한다. 배송담당은 이 주

것이다. 예를 들면 28+26=? 과 같은 계

문표에 따라서 먼저 케이스 하나를 끄집어

산에서 캔디를 파는 아이들은 곧 바로

내고 또한 다른 케이스로부터 8팩을 끄집어

‘30+24’니까 54라고 대답을 한다. 즉「(28

낸다.

+2)-+26=(28+2)+(26-2)=30+24=54」라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식으로 계산을 직관적으로 해버리는 것이

배송담당의 이러한 분류방식은 반드시 주문

다. 이러한 계산방식은 수식으로 표시를 하

표의 기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

자면 언뜻 보기엔 꽤 복잡한 연산조작 같아

신의 움직임을 최소한으로 하는 방식으로

보이지만 ‘지폐’를 모아서 합계를 내는 실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주문표에

제장면을 상상해 보면 그 캔디를 파는 상황

「1(케이스)-6(팩)(16-6=10팩)의

에서는 아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계산방법

의미」라는 표기를 봤을 때 만약 자신의 주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캔디를 파는

위에 수량이 다 차지 않은 8팩이 들은 케이

아이들의 수학을 보면 자신들의 경험을 통

스가 있으면 거기에 2팩을 넣어서 주문대로

해서 ‘지혜로운’ 계산법을 만들어 내고 있

10팩을 맞추는 방법을 취한다고 한다.

주문이라는

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말을 바꾸면 캔디

Lave(1988)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학과

를 팔 때 사용하는 ‘계산’이라는 조작이 단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수학문제해결이라

지 기계적인 숫자의 조작이 아니라는 것이

는 인지활동이 각각의 상황과 분리되어서

다. 아이들은 ‘손해인가?/이익인가?’, ‘팔리는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활동의

가?/그렇지 않은가?’, ‘돈을 벌수 있는가?/그

‘비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이어트 강습

렇지 않은가?’와 같은 ‘실생활’에서의 절실

회에서의 수학문제는 2/3컵의 치즈의 3/4를

한 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계산을 하고 있었

요리에 사용하는 장면으로 어떤 참가자가

다. 그들에게 있어 계산할 필요성, 계산의

다음과 같은 전략을 사용하였다. 그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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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먼저 2/3컵의 치즈를 재고, 그것을 도마

에 관한 선행연구들(Carpenter et al. 1981;

위에 펼쳐서 칼로 십자를 그어서 4개로 나

Lave, 1997, Nesher, 1982, Vergenaud, 1982,

눈다. 그리고 그 중 한 개를 제외하고 나머

Riley et al, 1983)에서 밝히고 있는 아동에게

지를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것

있어 ‘어느 쪽이 몇 개 많은가(적은가)?’라고

을 만약 학교의 수학수업시간에서의 문제해

하는 이른바 ‘차이를 구하는 문제’가 포함

결활동이라고 가정해 보면 “2/3컵의 치즈의

되어 있는 수학의 문장제는 ‘준다’ ‘받는다’

3/4는 얼마일까요?”라는 언어형식의 문제가

등의 표현을 사용한 다른 종류의 문제보다

학생들에게 제시되고, 학생들은 실제의 치

훨씬 이해가 곤란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

즈를 물리적으로 변형하거나 칼을 사용하거

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하지 않고 종이와 필기용구를 사용해서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아동의 수학이해의

그리고 곱셈이라는 수학의 수식을 사용해서

연구를 검토해보면 예를 들면 Hudson(1983)

(예컨대 2/3 x3/4=6/12) 대답하지 않으면 안

의 연구는 다름 아닌 아동의 수학개념의

된다.

이해가 이러한 ‘활동’과 밀접히 관련되어

한편 다이어트 강습회에서는 요리라고 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는 활동 속에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물론

Hudson은 단순히 ‘새는 곤충보다 몇 마리

수식도 사용할 수 있지만 대개는 그러한 수

많습니까?’라는 질문에서는 기존의 연구결

식에 구애 받지 않고 칼과 같은 다양한 도

과와 똑같이 정답률이 낮아서 5, 6, 7세 아

구를 사용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한다. 일

동의 경우 각각 7%, 25%, 64%였는데, ‘새

상생활장면에서 우리가 문제에 직면하였을

가 곤충을 한 마리 씩 먹었다고 하면 먹지

경우에는 통상 목적에 맞추어서 유연하게

못한 새는 몇 마리일까요?’라는 질문에서

문제 그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거나 그 장면

는 각각의 연령에서 83%, 96%, 100%의 아

에 있는 여러 자원들을 활용해서 임기응변

동이 정답을 맞히고 있는 것을 밝히고 있

적으로(contingent)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다.

많다. 그리고 수식을 사용하는 것 같은 범

이러한 표현의 차이에 의한 정답률의 차

용적이지만 인지부하가 높은 문제해결방

이의 발생은 새와 곤충의 수의 차이라고 하

법은 오히려 피하는 경향이 강하다(Lave,

는 개념과 새의 수로부터 곤충의 수를 빼려

1988).

고 하는 조작이 ‘생태학적으로 의미 있는

이와 같이 학교의 수학수업에서도 일상생

활동’으로서 아동이 이해하는데서 기인한다.

활장면에서도 인간의 활동이 물리적․사회

또한 이 경우 ‘어느 쪽이 몇 마리 많은가?’

적 상황 속에 발을 딛고 있다는 점에서는

하는 표현이 아동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차

즉, 말을 바꾸면 ‘그 활동이 일어나는 상황

이를 구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과 떼어서 그 활동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에서는 똑같다.
위에서 검토한 일상수학에 관한 여러 선
행연구들에서 얻을 수 있는 지견은 문장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발상을 변수를 포
함하는 아동의 문장제의 이해에 적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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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를 포함한 문장제에서는 변수개념은

어진 지견을 채용해서 아동에게 실험과제를

‘몇 개인가?’ ‘몇 명인가?’ 등의 말로써 표현

제시하였을 때 이러한 맥락에 대한 ‘의미론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변수표현

적 이해’가 아동의 수학문제해결활동과 어

에 이어서 ‘받다’ ‘주다’등의 표현으로 새로

떠한 관련을 가지는지를 검토해보는 것은

운 수가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역으로 기존

충분히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의 수에 변수가 더해지거나 빼지는 등 다른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변수개념을 포함한

수와 기능적인 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

수학의 문장제에 포함되는 변수개념을 ‘봉

한 변수개념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만으로는

지’를 이용한 활동맥락 속에 표현하고자 한

사물은 명백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아동의

다. ‘봉지’를 사용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입장에 서서 보면 예컨대 ‘정확히 알 필요

사물은 존재한다고 하는 맥락 그리고 더하

가 없다든지’, ‘수에 관심이 없다든지’ 그리

거나 빼거나 하는 맥락을 아동의 활동과 봉

고 ‘감추어져 있어 보이지 않는 등’의 이유

지와의 관계에서 나타내는 데에는 최적이

로 성인 실험자가 제시하는 그 개수가 아동

고, 또한 유아기의 아동은 놀이와 일상생활

에게 있어서도 똑같이 ‘미지수’로서 기능한

속에서 봉지를 사용한 활동에 충분히 익숙

다고 보기는 어렵다.

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장제의 마지막에 ‘처음에 몇 개

변수개념은 통상의 문제와 똑같이 ‘몇 개

갖고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하더

인가?’라는 말을 사용해서 표현되지만, 이것

라도 아동에게 있어 그 물음이 자신이 대답

에 덧붙여서 먼저 ‘봉지’를 사용해서 거기

해야 하는 ‘물음’으로서 성립하는 필연성이

에 새로운 구체물을 넣거나 이미 들어 있는

없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만약 그

물건을 빼내거나 하는 조작을 통해서 변수

렇다고 한다면 그런 ‘물음’이라고 하는 것

와 다른 수의 관계를 표현한다.

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절차를 채용한다
면 이러한 변수를 포함한 문장제의 정답률

2. 연구문제

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수학문제해결자가 놓여 있는 맥락

문제제기에서 제시한 연구목적에 의거하
여 연구문제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에 대한 ‘의미론적 이해’가 어떻게 수학활

첫째, 변수를 포함한 문장제를 ‘봉지’를

동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기존의 연구

이용한 활동맥락에서 표현할 경우, 정답률

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고 그 연

이 표준과제에서보다 유의하게 올라갈 것

구들은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과제’(예

인가?

컨대 일터, 다이어트 강습소, 캔디 판매 등)
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제해결자의 맥락
에 대한 ‘의미론적 이해’가 수학활동과 밀
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기존의 연구에서 얻

둘째, 정답률이 표준과제에서보다 ‘봉지’
를 이용한 활동맥락에서 올라갈 경우 그것
을 어떠한 관점에 기초해서 해석할 것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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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 연습과제
피험자인 아동이 엄마로부터 사탕을 받

1. 연구대상

거나, 주는 맥락에서 수의 증감을 표현한다.
A) 2+3=□ B) 5-2=□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로서 유치원생 59명
(남자아이 37명, 여자아이 22명)이 사전검사

○ 표준과제

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사전검사를 받은 피

철수가 엄마로부터 사탕을 받거나 주거

험자들 중 모든 문제의 정답을 맞힌 4명,

나 하는 맥락에서 수의 증감을 표현한다. 변

덧셈, 뺄셈자체가 안 되서 사전검사를 할

수개념은 ‘몇 개인가?’ ‘주거나’, ‘받거나’로

수 없었던 3명, 몸이 아픈 관계 등으로 인

표현 □는 미지수 내지 변수를 의미한다.

해 장기결석을 한 2명을 제외한 50명을 모

S1) 3+5=□

S2) 8-5=□

집단으로 하였다. 이 50명을 표준과제인 S3,

S3) 3+□=8

S4) 8-□=3

S5, S6의 성적을 기초로 해서 실험집단과 통

S5) □+5=8

S6) □-5=3

제집단으로 나누어 25명씩 무작위 배정하였
다. 피험자 아동들의 연령 폭은 만5세 6개

통상 아동이 이러한 종류의 문장제를 풀

월부터 6세 5개월까지로 평균연령은 6세이

때에는 암산을 하던지 손가락을 사용해서

다.

계산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구체물(바둑
알)의 사용도 허가한다. 연습과제에서 구체

2. 연구절차

물을 사용하지 않고 문제를 푼 피험자에게
는 한 번 더 바둑알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

가. 사전검사의 절차와 내용

게 한다. 표준과제에서는 바둑알을 사용할

사전검사는 바둑알 13개(흑)를 이용하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아동의 자발적인

피험자 아동 59명에게 연습과제 2문제, 표

사용에 맡겼다. 또한 표준과제에서는 처음

준과제 6문제를 개별적으로 구두로 제시하

에는 바둑알을 사용해서 수를 세려고 한 피

였다. 과제를 제시할 때 다음의 기준을 설

험자는 있었지만, 끝까지 사용한 피험자는

정하였다.

없었고 전원이 도중에 손가락을 사용하던지

○ 10 이하의 2개의 자연수에 연산을 1

암산을 해서 문제를 풀었다. 따라서 본 연

회 실시해서 10이하의 수가 나오는 문장제.

구에서는 구체물의 사용은 피험자의 해답을

○ 연산의 종류는 덧셈 혹은 뺄셈 중의

푸는 과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나이다.
○ 문제에 나오는 수와 정답이 똑같은 수
가 되지 않도록 한다.
○ 문장제의 의미적 기술은 ‘받다’, ‘주다’
등의 표현으로 통일한다.

볼 수 있다.
구체물(바둑알 13개)을 피험자의 왼쪽 편
에 두고 손가락, 구체물 어느 쪽을 사용해
서 문제를 풀어도 좋다고 알려준 후, 과제
를 구두로 제시하였다. 과제의 제시 순서는
연습과제 A, B, 직후에 표준과제를 순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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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시하였다. 또한 과제 S3-S6의 설명 중

와 그만 잘못해서 섞여져 버려서 알 수 없게

에 ‘몇 개인가?’라는 곳에서 ‘왜?’ ‘무엇 때

되어 버렸다. 세어 보니까 9개였는데 그러면

문에?’라는 이유를 물어온 피험자에게는 ‘끝

처음에 사탕이 몇 개 봉지에 들어 있었을까?

까지 들어주세요!’ 정도의 설명으로 얼버무
리고, 그 이상의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은

E5) □+6=9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표준과제 중 ‘왜?’라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탕을 ‘봉지’

는 질문을 한 피험자 아동은 1명, ‘몇 개인

에 넣어서 갖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6개를 엄

가를’ ‘처음에 0이죠’ 등과 같이 0이라고 생

마가 봉지에 넣어 주었다. 봉지를 열어 보니

각한 피험자 아동은 3명 있었다. 표준과제

까 9개였다. 그러면 처음에 봉지에 ‘몇 개’ 사

는 Riley, et al.(1983)의 분류에 있는 ‘변화문

탕이 있었을까?

제’(Change Problems)의 절차를 참고로 하였
다.

E6) □-3=6
몇 개인가 사탕을 ‘봉지’에 넣어서 갖고 있

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분류 및 제
시과제 내용
사전검사를 받은 피험자들 중 9명을 제외

었는데, 6개를 엄마에게 주었다. 남아 있는 봉
지를 열어 보니까 아직 3개 있었다. 처음에
‘봉지’에 몇 개 들어 있었을까?

하고 50명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이 50명을
표준과제인 S3, S5, S6의 성적을 기초로 해

○ 통제집단에게 제시한 과제: 사전검사의

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25명씩

S3, S5, S6에 대응하는 과제를 C3, C5, C6으로

무작위배정하였다. 사전검사 종료 후 가장

해서 실험자가 바둑알만을 조작하면서 설명을

빠른 경우 4일, 가장 느린 경우 21일 후에

하였다. 봉지를 사용하지 않은 점에서는 실험

다음의 절차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게 과

집단과 다르지만 바둑알의 수배치는 동일하였

제를 제시하였다.

다.

○ 실험집단에게 제시한 과제: 바둑알(흑)9

C3) 3+□=9

개와 종이봉지(10cm×10.5cm)를 아동에게 제시

“사탕을 3개 갖고 있다 그리고 3개를 나열

해서 사전검사의 S3, S5, S6에 대응하는 과제

하고 ‘몇 개인가 받았다’라고 하고 3개를 포함

를 E3, E5, E6으로 설정해서 피험자 아동에게

해서 세어 나간다. 9개가 되었는데 그럼 몇

아동이 엄마로부터 사탕을 받는다고 하는 맥

개 받았을까?”

락이라고 설명을 하고 실험자가 봉지와 바둑
알을 조작하면서 설명을 하였다(부록참고)

C5) □+6=9
“몇 개인가 바둑알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E3) 3+□=9

‘6개를 받았다’라고 하고 6개를 나열한다. ‘지

엄마가 봉지에 넣어 둔 사탕개수를 알아보

금 9개 갖고 있다’라고 하고 6개를 포함해서

기 위해서 열어 봤는데 내가 갖고 있었던 3개

3개를 추가해 나열하면서 9까지 센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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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몇 개 갖고 있었을까?”
C6) □-6=3
“몇 개인가 갖고 있다. 6개를 엄마에게 주
었다 라고 하고 6개를 나열한다. 근데 지금은
3개를 갖고 있다 라고 하고 6개 밑에 3개를
나열한다. 그럼 처음에 몇 개 갖고 있었을까?”

Ⅲ. 연구결과
사전검사의 표준과제 S1-S6의 정답률은

보다도 정답률이 낮은 경향은 적어도 2가지

각각 81%, 85%, 42%, 75%, 37%, 36%의 순

선행연구(Riley et al. 1983, Carpenter, 1981)에

이었으며, 이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의해서 밝혀졌다.

이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피험

단지 차이의 폭이 본 연구와는 다르게 적

자연령, 문제의 형태 등의 차이가 있기 때

거나(20%-30%), S3와 S5, S6과의 차이가 충

문에 반드시 직접 비교가 가능한 것은 아니

분히 유의미하는(30%-40%) 등 몇 가지 상이

지만 거의 선행연구에서 밝힌 결과를 반복

점이 있다. 변수의 위치가 같은 S3과 S4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차이에 관해서는 양 유형의 문제를 동시에

S1, S2와 S5 그리고 S6과의 정답률의 차이

같은 연령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는 선행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

있는 선행연구(Riley et al, 1983)가 하나 밖에

는데 본 연구에서도 재차 확인되었다고 할

없어서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있는지는 확

수 있다. 그런데 절대적 정답률은 연구에

정할 수 없다.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S3가 S1, S2

그러나 S1, S의 차이와 S5, S6의 차이(약

<표 1> 전체집단의 표준과제의 오답유형
과제

S1

S2

오답

아동수

3

1

5

6

모르겠음

0

기타

과제

오답

사람수

3

4

8

8

모르겠음

13

1

기타

8

0

5

0

모르겠음

0

기타

6

S3

S4

과제

오답

아동수

5

10

8

4

모르겠음

14

6

기타

6

8

3

5

11

3

3

모르겠음

1

기타

5

S5

S6

3

10

모르겠음

9

기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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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다는 크다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적

C5, E6과 C6 사이에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

어도 S4가 S1, S2와 비슷한 정답률을 보인다

가 있었다(E3-C3; x²=10.08 p<0.005 df=1,

는 것으로부터 다른 변수를 포함한 문제보

E5-C5; x²= 12.22 p<0.005 df=1, E6-C6; x²

다 쉬운 경향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볼

= 6.65 p<0.01 df=1).

수 있다.

또한 실험집단, 통제집단의 피험자의 정

이러한 종류의 문제의 해답유형의 특징은

답률과 사전검사의 표준과제인 S3, S5, S6의

<표 1>에서 제시한 오답에서 볼 수 있다.

정답률을 비교한 결과 [그림 2], 실험집단에

S2를 제외하면 어느 문제도 문제 안에 ‘갖

서는 봉지과제의 정답률이 표준과제의 정답

고 있는’ 수와 ‘받는’ ‘주는’ 수로서 설명된
2개 수 중의 한쪽만을 대답하는 오답이 전
오답의 40%-6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S2
에 특징적인 것은 ‘기타’ 6명 중 4명이 차
이를 구하는 대신에 합을 구하고 있다.
봉지와 바둑알을 사용한 실험집단, 그리
고 바둑알만을 사용한 통제집단의 정답율의
결과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실험집단 E3,
E5, E6의 정답률은 각각 84%, 88%, 76% 그
리고 통제집단 C3, C5, C6의 정답률은 36%,
36%, 40%이다. x² 검정 결과 E3와 C3, E5와

<표 2> 실험집단, 통제집단의 표준과제와 봉지과제에서의 오답유형
과제

S3

S5

S6

실험집단

통제집단

아동수

아동수

3

1

3

오답

8

4

4

모르겠음

7

6

기타

3

3

5

4

6

8

2

2

모르겠음

8

6

기타

4

2

5

6

5

3

4

6

모르겠음

6

3

기타

1

4

과제

E3
혹은
C3

E5
혹은
C5
E6
혹은
C5

실험집단

통제집단

아동수

아동수

3

0

1

오답

9

4

9

모르겠음

0

2

기타

0

4

6

2

7

9

1

1

모르겠음

0

7

기타

0

1

6

1

4

3

5

7

모르겠음

0

2

기타

0

2

변수개념의 활동맥락 표현과 아동의 덧셈․뺄셈 문장제의 이해 745

률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하여 이러한 도식을 획득하지 못했다고 판

통제집단에서 실시한 과제와 표준과제 사이

단된 아동이라도 본고에서 사용한 봉지를

에 거의 정답률의 차이는 볼 수 없다(S3-E3;

활용한 일상적 활동의 맥락에서는 과제의

x² =9.321 p<0.005 df=1, S5-E5; x² =15.00

의미를 잘 이해해서 실험집단에서는 높은

p<0.005 df=1, S6-E6; x² =9.31 p<0.005

정답률을 보이고 있다.

df=1).
다음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

1. 표준과제와 봉지과제의 등질성

사와 각 집단별과제의 오답유형을 <표 2>
에 제시하였다.

그러면 먼저 이러한 봉지과제의 실험집

실험집단의 사전검사와 봉지과제의 오답

단, 통제집단의 결과를 표준과제와는 다른

유형에서 현저한 차이는 어떠한 과제에서도

E과제, C과제의 특유한 절차에 귀속시킬 수

‘모르겠다’ ‘기타’와 같은 대답이 봉지과제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은 것이었다. 한편

앞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봉지과제의 실

통제집단에서는 C3와 C5에서 설명에 나오

험집단(E 과제), 통제집단(C과제)의 절차는

는 숫자의 한편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볼 수

표준과제와는 달라서 실험자가 바둑알의 조

있는데 유형 자체의 변동은 유의미하지 않

작과 계수를 하면서 설명을 했고, 피험자는

았다.

그것을 관찰함으로써 해답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E과제, C과제의 결과가 그러한
독특한 절차를 사용한 것에 기인한다고 하

Ⅳ. 논 의

면 봉지과제의 결과도 다른 의미를 가질 가
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통제집단과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S과제와

실험집단 사이의 과제 정답률에는 현저한

C과제의 오답유형을 비교해 보면 될 것이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 이러한 결과

다. 예를 들면 만약 C과제에서 오답유형이

가 Riley를 비롯한 수학 문장제의 기존의 연

S과제와 큰 차이를 보였을 경우에는 C과제

구에 대한 반성과 동시에 새롭게 묻기의 필

의 정답률과 오답은 이 과제 특유한 절차로

요성을 가져왔다고 평가가능하다. 즉, Riley

부터 도출된 가능성이 커진다.

등의 이론에서는 변수를 포함한 문장제에

그런데 <표 2>의 통제집단의 S과제(표준

정답을 맞히기 위해서는 문제의 부분-전체

과제)와 C과제의 오답유형을 비교해 보면 C

의 의미관계를 표상하는 구조화된 도식의

과제에서 큰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획득이 불가결하고, 그 도식 획득의 유무는

따라서 C과제의 결과는 구체물, 계수사용이

본 연구의 표준과제에 해당하는 6개 과제

라고 하는 절차에 기인하는 결과로 보기 어

모두에 정답을 맞힐 수 있는 지의 여부로

렵고, [그림 2]에서 통제집단의 S과제와 C과

판단하였다.

제의 정답률의 의미도 똑같다고 볼 수 있

그러나 표준과제에서는 정답을 맞히지 못

다. 단지 여기서 이러한 두 가지 과제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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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유형 문제에 관한 정답 유형을 조사해

표준과제(S과제)와 봉지과제(E과제)의 정답률

보면 S과제에서는 정답을 맞히고 있는데, C

의 차이도 봉지를 사용한 절차에 기인하는

과제에서는 오답을 한 경우가 12, 역으로 S

정답률의 개선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과제에서는 오답이었지만 C과제에서는 정답

또한 이것은 <표 2>에서 실험집단의 E

을 맞힌 경우가 13, 양 과제에서 일관된 경

과제의 오답유형의 변동의 의미도 밝히고

우가 50이었다. 따라서 정답률에서는 거의

있다. 즉, 이 과제에서 오답유형의 가장 큰

변화가 없지만 개개의 반응 수준에서는 정

변화는 ‘모르겠다’ ‘기타’의 항목에 들어가

답 유형에 약간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는 해답이 어느 유형의 과제에서도 0이었다

수 있다. 이것으로 아동이 S 과제와 C과제

는 것으로부터 이러한 결과가 구체물과 계

를 완전히 동일한 상황이라고 해석하고 정

수의 사용에 의한 계산의 정확성의 향상,

의하였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계산 절차의 부담의 경감으로부터 이루어진

있다.

게 아니라 봉지를 사용한 변수개념의 ‘의미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룬 문장제를 동일

론적 이해’의 개선이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피험자에게 2번 반복했을 경우에 정답 유형

왜냐하면 구체물과 계수의 사용은 통제집단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어느 정도 일관되고

에서도 이루어졌음에도 그 오답유형에서는

있는가에 관해서는 충분한 자료는 없고, 따

‘모르겠다’ ‘기타’ 항목으로 분류된 해답수

라서 이 사실만으로는 양 과제에 등질성이

가 표준과제(S과제)의 그것과 비교하여 거의

없다는 것의 적극적 이유라고 할 수 없다.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실험집단의 E과제의 효과를 구체

이러한 것으로부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물을 사용한 것과 계수를 한 것의 효과로

의 정답률의 차이를 봉지의 활용을 통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 보기로 하

수학의 문장제에서 정답률의 개선이라고 보

자.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실험

아도 좋을 것이다.

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에는 정답률에는 큰
차이가 있고, 통제집단의 절차와 똑같이 실

2. 봉지과제의 효과

험집단에서도 구체물의 사용과 계수가 이루
어졌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절차가 독특한

그러면 봉지과제가 왜 유의미한 정답률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면 실험집단의 정답률

개선을 가져온 것인가에 관해서 고찰해보기

의 의미도 표준과제로부터의 개선이라고 볼

로 하자. 이미 연구문제와 연구목적에서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미 검

다룬 것처럼 이 효과가 ‘몇 개인가?’라고 하

토한 것 같이 통제집단에서는 이러한 절차

는 표현의 의미론적 이해와 깊게 관련되어

에 기인하는 결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표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수학의 문장제

준과제와의 등질성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에 사용되는 ‘몇 개인가?’라는 표현은 문제

있다.

의 마지막에 ‘몇 개 갖고 있었나요?’라는

따라서 실험집단(E과제)과 통제집단(C과

‘물음’의 필연적인 대상으로서 성립하기 위

제)의 정답률의 차이 그리고 실험집단에서

해서는 적어도 이 표현이 문제의 뒷부분의

변수개념의 활동맥락 표현과 아동의 덧셈․뺄셈 문장제의 이해 747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아동이 ‘당연

하지 않고 현실의 사실적 근거를 전제로 해

히 알고 있는 것’으로서 이해되지 않으면

서 문제를 이해하려고 하였다. 즉, 문제의

안 된다.

배경이 되는 가상적인 전제(삼단논법)는 ‘학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당연한 것으로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과제’ 혹은 ‘문

교교육’을 배경으로 한 문화 속에서 학습될
때야 비로소 이해 가능한 것이 된다.

제’ 그 자체에 관한 지식(‘무엇이 과제인가?’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보면 아동이 ‘몇

에 관한 지식)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는 것

개인가?’라는 표현의 의미를 문제의 전제로

이 문화심리학 연구 등에 의해서 밝혀지고

서 이해하지 않고 있다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현실세계의 상황과

Cole과 Scribner(1974)는 학교교육이 없는

의 관련 속에서 ‘몇 개인가?’라는 표현을

아프리카 오지의 사람들은 서구화된 학교에

‘수에 관심이 없다’, ‘알 필요가 없다’, ‘중요

서 이루어지는 ‘과제’ 그 자체의 의미를 잘

한 정보가 아니라’고 해석하고 나중의 문제

못 받아들여서 정답을 맞히는 것이 곤란하

문과의 필연적인 관계를 경시할 가능성이

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서구의 실험자는

충분히 있고, 문제문의 마지막에 ‘몇 개 갖

아프리카 오지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2

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받아도 아동에게

가지 3단 논법 문제를 제시하였다. 하나는

있어서는 전혀 ‘물음’으로서 성립하지 않을

“목화는 고온다습한 지방에서 자랍니다. 이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다.

마을은 고온다습합니다. 그러면 목화는 여

따라서 봉지효과는 ‘보이지는 않지만 존

기서 자라겠습니까? 자라지 않겠습니까?”

재한다’ 라는 제약에 의해서 ‘몇 개인가?’라

나머지 하나는 “1년 내내 눈이 오는 북쪽에

는 표현의 다양성을 줄여서 ‘당연히 알고

는 곰의 색깔은 흰색입니다. X라는 지역은

있는 것’으로서 의미를 응집시켜 ‘물음’인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몇 개 갖고 있는가’라는 표현과의 필연적

곰은 흰색깔일까요? 아닐까요?” 의 문제였

관계를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이 2문제에 대해서 아프리카의 피험자
들은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목화는 잘 자

3. 실험결과의 이론적 해석

란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목화를 심어봤기
때문에”라고 대답하고 있고, 두 번째 문제

봉지과제의 결과를 이론적으로 어떻게 보

에 대해서는 “나는 그 곰이 무슨 색깔을 하

고 앞으로의 이론의 정교화에 어떻게 반영

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그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이번 연구의 실험결

곰을 본적이 없기 때문에”라고 2문제 모두

과만으로는 곧 바로 통일적인 견해를 얻을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대답을 하였다. 즉,

순 없다. 따라서 이하의 고찰에서는 봉지과

아프리카의 피험자들은 실험자가 전제로 했

제의 주된 결과인 실험집단의 높은 정답률,

으면 하고 바랐던 삼단논법에 기초해서 과

통제집단의 낮은 정답률, 또한 통제집단의

제의 전제가 닫힌 그 문제 안에서만 통용되

과제에 대해 정답을 맞히는 것의 의미에 관

는 가상적이고 일시적이라고 하는 해석을

해서 가능한 2가지 이론적 해석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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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색해야 할 이론화의 방향을 찾아

에 사용할 수 있는 조건과 전이시키는 조건

보고자 한다.

을 찾는다고 하는 것도 의미하게 된다.

먼저 첫 번째 이론적 해석은 아동의 발달

두 번째 입장은 아동이 지식을 획득하는

과 이해의 성장과정을 지식의 점진적 구조

데 있어서 주체와 외부상황과의 분리할 수

화라고 본 Riley의 이론적 틀의 해석이다.

없는 상호구성적관계를 분석의 기본적인 단

이 접근방식에 의하면 어떤 과제해결이 가

위로 해서 인식주체와 외부상황을 분리하는

능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지식의 점진적 구

것에 첫 번째 입장에 의문을 제기한다. 따

조 즉, 상징조작으로 대표되는 특정한 맥락

라서 종종 인식주체의 ‘활동(activity)’ ‘실천

에 의존하지 않는 일반적이고 전이 가능한

(practice)’과 같은 개념을 이론의 중심에 두

체계화된 지식의 획득에 의해서 보다 추상

고 외계의 사물과 상황을 기술할 때에도 그

적 사고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리고 지각, 기억, 개념, 사고 등의 주체의

이러한 관점에는 사회․문화의 영향을 덜

심적 개념을 다루는 경우에도 이러한 개념

받게 되는 것이 인식의 성장이라고 보고,

을 분석단위(unit of analysis)로 다룬다. 예를

그 관점의 배후에는 형식․의미론적 분류에

들면 부분-전체의 포섭관계를 나타내는 지

준거한 균일화된 문화관, 지식관이 자리 잡

식과 같은 것은 늘 안정된 적용력을 갖는

고 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실험집단에서

능력으로서 주체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것으

보인 높은 정답률은 부분-전체 도식과 같은

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활동을 통한

지식이 이미 이 연령의 아동에게 획득되어

외계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있다는 것의 증거로 보기가 어려움을 시사

제약으로 보는 것이다.

한다.

또한 활동은 늘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

그러나 한편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차이

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화에 의한 영향을

를 도식의 획득 유무에만 귀속시키는 것은

받게 되고, 사고의 성장 등도 그러한 활동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몇 몇 이론에서는 도

의 적응적인 변화의 과정으로서 본다. 따라

식을 획득하고 있는 것과 그것을 과제에 적

서 사고의 성장을 사회, 문화적 맥락으로부

용한다고 하는 것으로 나누어서 통제집단의

터 분리한 지식의 구조화의 과정으로서 보

낮은 정답률을 스키마의 적용의 실패로 해

는 첫 번째 관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석하고 있다(Siegler, 1978, Mandler, 1981,

볼 수 있다(Neisser, 1987, Gibson, 1979, Lave,

Case, 1978).

1988, Saxe, 1982 Scribner, 1986).

즉, 실험집단의 E과제에서 정답을 맞히어

이러한 관점에 서서 보면 봉지 과제에서 다

도, 통제집단의 C과제에 오답을 하는 경향

룬 변수를 포함하는 덧셈과 뺄셈의 문장제

은 사고가 일상적 맥락에 묶여 있어서 상황

등은 ‘왜 몇 개 받았는지 모르는거야?’ 라고

과 관계없이 전이가능한 지식이 아직 생기

하는 아동의 물음에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양 집단

있는 것처럼 실험자의 물음이 아동에게 있

의 차이를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도식을 한

어 어떠한 활동맥락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정된 과제뿐만 아니라 보다 일반적인 과제

명확하지 않고 따라서 아주 이해하기 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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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첫 번째 입장, 두 번째 입장으

의 내포적인 논리로부터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로부터의 해석은 현 연구결과에 한정해서

그러나 문장제와 같이 현실세계에 그것을

본다면 어느 쪽도 성립가능하다고 할 수 있

적용한 경우에는 구체적 세계에서는 반드시

다. 그러나 두 번째 입장은 종래의 국내의

특정한 상황이 관련되기 때문에 문제 속의

교육심리학 연구에는 소개되지 않았던 새로

논리적 관계로부터 도출되는 ‘물음’이 그

운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인 고찰

현실세계에 특유한 상황 속에서 반드시 필

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즉, 두

연성을 가진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번째 입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심리학

이러한 것으로부터 현실의 수학교과의 지도

연구에 가져오는 것은 명시적이든 암묵적이

에서 산법을 현실세계에 적용한 경우에는

든 첫 번째 입장에 중점을 둔 그 동안의 많

적어도 이러한 ‘물음’ 그 자체에 관해서 아

은 교육심리학 연구가 피험자들을 주체

동이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장제의

(subject)로 정의하면서도 그들을 관심을 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답을 맞히지 못

진 사람(people with concern)이 아니라 관심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일 필

의 대상(objects of concern)으로 보는 모순에

요가 있다.

빠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반성(Prout, 1998)으

두 번째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문장제의

로 우리 연구자들을 안내할 것이다. 두 번

물음에 필연성을 갖게 하는 방법이다. 문

째 입장은 교육심리학 연구 이전에 다름 아

장제의 내부논리로부터 도출되는 ‘물음’이

닌 인간을 능동적인 행위자로 보고자 하는

현실 상황 속에서 반드시 필연성을 갖는다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절묘하게 공

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지적하였다.

명한다.

이러한 사태에서는 문제문이 나타내는 현실
세계에 관한 정보의 무엇을 전제로 하고 어

4. 교육방법개선에의 함의

떤 정보를 중시하거나 혹은 역으로 무시하
거나 하는 것과 혹은 무엇을 묻고 있는가가

본 연구는 교육방법개선에 관해서 적어도

애매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다의적

2가지를 함의한다. 먼저 첫 번째 지적할 수

인(polysemic)’ 상황 속에서 ‘물음’의 필연성

있는 것은 성인이 제시하는 문장제 등의 물

을 갖기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명확한 목적

음이 반드시 아동에게 있어서 필연성 있는

과 요구를 가진 일련의 ‘행위’ 내지 ‘활동’맥

물음이 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노릇이

락 속에서 문제문의 전제와 초점, 물음 등을

다. 수학에서는 추상적인 수식과 조작을 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그 때

실세계에 적용하는 형태로 문장제가 만들어

아동이 직접 조작감각을 사용해서 스스로

진다. 또한 수학뿐만 아니라 학교교육 안에

움직여보거나 음미할 수 있도록 매체를 활

서 사용되는 ‘문제’는 잘 정의된 구조를 갖

용해 보는 것이 특히 중요할 것이고, 또한

고 있어서 확정적인 대답이 존재하기 나름

그러한 매체의 활용이야말로 교육자로서의

이다. 이러한 문제에서 ‘물음’은 문제문 안

창의성과 발상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750 敎育心理硏究 (第23卷, 第4號)

참고문헌
Brown, J. S., Collins, A., & Duguid, P. (1988).
Situated Cognition and the Culture of Learning,
Educational Researcher, 18(1) 32-42.
Carraher, T. N., Carraher, D. W., & Schliemann, A.
D. (1985). Mathematics in the Street and in
School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3 21-29.
Carpenter, T. P., Hiebert, J., & Moser, J. (1981).
The Effect of Problem Structure on FirstGrader's Initial Solution Problems. Journal for
Research in Mathematics Education, 12(1) 27-39.
Case, R. (1978). Intellectual Development from Birth
to Adulthood: A neo-Piagetian interpretation. In
Siegler, R. S. (Ed.), Children's Thinking: What
Develops? LEA.
Cole, M & Scribner, S. (1974). Culture & Thought: A
Psychological Introduction. John Wiley & Sons.
Gibson, J. J. (1979). The Ecological Approach to Visual
Preception. Houghton Mifflin Company.
Hudson, T. (1983). Correspondence and Numerical
Differences between Desjoint Sets. Child
Development, 54 84-90.
Lave, J. (1988). Cognition in Prac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ndler, J. N. (1981). Structural invariants in
development. In Liven, L. S. (Ed.), Piaget and
the Foundations of Knowledge. LEA.
Neisser, U. (Ed.) (1987). Concepts and Conceptual
Development: Ecological and Intellectual Factors in
Categorization.
Nelson, K. (1985). Making Sense: The Acquisition of
Shared Meaning. Academic Press, London.
Nesher, P. (1982). Levels of description in the
analysis of addition and subtraction word
problems. In Carpenter, T. P., Moser, J. M. and
Ranberg, T. A. (Eds.), Addition and Subtraction:
A Cognitive Perspective. LEA.

Piaget, J. (1970). Piaget's theory. In Mussen, P. H.
(Ed.), Carmichael's Mannuals of Child Development.
Vol 1. 3rd Edition, Jon Wiley & Sons, New
York, pp. 703-733.
Prout, A. (1998). Concluding remarks; Conference on
Children and Social Exclusion. Centre for the
Social Study of Childhood Hull University.
Riley, M. S., Greeno, J. G., & Heller, J. I. (1983).
Development of children's problem-solving
ability in arithmetic. in Ginburg, Herbert. (Ed.), The
development of mathematical
thinking, 153-195.
Saxe, G. B. (1982). Culture and the development of
numerical cognition: Studies among the
Oksapmin of Papua New Guinea. In Charles, C.
J. (Ed.), Children's Logical and Mathematical
Cogniton Progress in Cognitive Development Research.
Springer-Verlag, Berlin.
Scribner, S. (1983). Mind in Action: Approach to
Think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Scribner, S. (1986). Thinking in action: Some
characteristic of practical thought. In Sternberg,
R. J. & Wagner R. K. (Eds.), Practical
Intelligence: Nature and Origin of Competence in the
Everyday World.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Siegler, R. S. (1978). The origins of scientific
reasoning. In Siegler, R. S. (Ed.), Children's
Thinking: What Develops? LEA.
Vergnaud, G. (1982). A classification of cognitive
tasks and operations of thought involved in
addition and subtraction problem. In Carpenter,
T. P., Moser, J. M. & Romberg, T. A. (Eds.),
Addition and Subtraction: A Cognitive Perspective.
LEA.

변수개념의 활동맥락 표현과 아동의 덧셈․뺄셈 문장제의 이해 751

Abstract

Child's Understanding on word problem of addition and
subtraction and expression of the notion of in-context variables
Dongseop Par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problem context in the understanding of word
problems, incorporating with the use of variables in arithmetic. A hypothesis in this essay is that the
success rate is greater when children are asked to solve word problems with variables in a context using a
bag than when they are given the standard task. And I attempted to focus on what basis I can interpret
the results on from a case the above hypothesis holds. A pretest was given to 59 children who were on
average 6-year-old. They were asked to solve the word problems which consist of 2 exercise tasks and 6
standard tasks. 9 children were excluded from the experiment. They are 4 who had all correct answers, 3
who were unable to do addition or subtraction, and 2 who had been absent for a long time. I divide all
50 children into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on the basis of the results from the standard tasks, S3,
S5, and S6. In the experimental group, half of 6-year-old children who were unable to solve word
problems in the pretest were asked to solve three addition and subtraction word problems including 3
variables in the context of using a bag. On the contrary, in the control group, the other half were not
given any problem context. Sucess rates for the experimental group were 84, 88 and 76% for each
question, while the ones for the control group were only 36, 36 and 40%, respectively.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showing the importance of context in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the tasks presented
are examined. And I discuss these results based upon two contradictory perspectives. The first perspective
assumes that child's thinking progresses from the concrete thinking which should depend upon a specific
socio-cultural context to the abstract thinking which is general, transferable and independent of the
context. The second perspective presupposes that in discussing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one should
take the inseparable interconnection between subject and context as a unit of analysis. I foun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interpreted with either of the two perspectives that are contradictory to each
other on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Key words : variables, arithmetic, word problems, activity context, task meaning, ecological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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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연습과제
가) OO(피험자 아동의 이름)가 사탕을 2개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OO의 엄마가 OO에게 사탕을 3
개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OO는 사탕을 지금 몇 개 갖고 있나요?
나) OO이 사탕을 5개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OO의 엄마에게 사탕을 2개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
금 OO는 사탕을 몇 개 갖고 있나요?
표준과제
S1) 철수는 사탕을 3개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수의 엄마가 철수에게 사탕을 5개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철수는 사탕을 몇 개 갖고 있나요?
3+5=□
S2) 철수는 사탕을 8개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수는 철수 엄마에게 사탕을 5개 주었습니다. 자 그
러면 지금 철수는 사탕을 몇 개 갖고 있나요?
8-5=□
S3) 철수는 사탕을 3개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수의 엄마가 사탕을 몇 개주었습니다. 지금 철수는
사탕을 8개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철수의 엄마는 철수에게 사탕을 몇 개 주었나요?
3+□=8
S4) 철수는 사탕을 8개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수는 철수의 엄마에게 사탕을 몇 개 주었습니다.
지금 철수는 사탕을 3개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철수는 설추의 엄마에게 사탕을 몇 개 주었
나요?
8-□=3
S5) 철수는 사탕을 몇 개인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수의 엄마가 철수에게 사탕을 5개 주었습니
다. 지금 철수는 사탕을 8개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철수는 사탕을 몇 개 갖고 있었나요?
□+5=8
S6) 철수는 사탕을 몇 개인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수는 철수의 엄마에게 사탕을 5개 주었습니
다. 지금 철수는 사탕을 3개 갖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철수는 몇 개 사탕을 갖고 있었나요?
□-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