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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에서 수학적 모델링을 위한 모델링 문항
구성에 관한 연구1)

A Study of Modelling Task for Mathematical Modelling in the 
Secondary Schools

오 춘 영2)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o understand correctly for 
teachers and pre-service teachers who have the wrong conception of 
mathematical modeling. We present the differences modeling problems and 
general application problems to identify between general application and 
modeling problems. We propose the entire process from modeling tasks 
development to solve the problems of mathematical modeling. Additionally, 
the entire process of the possible solutions was concluded for the presented 
modeling problems. We proposed what students and teachers should perform 
at each stage of each phase of the modeling cycle. The concrete tasks were 
suggested for teachers and students at each phase of modeling cycles, with 
the specific role of the teacher in the overall process for students’ modeling 
activities.

서론.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교수 학습 방법은 시대의 변화와 필요에 의해 개발되고 발전되어 왔다· . 1968
년 한스 프로이덴탈은 수학을 실용적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방법‘ ’(How to 

에 관한 연설에서 수학 교육이 실세계teach mathematics so as to be usefu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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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탕으로 한 문제를 포함하여 학생들이 수학이 가치가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는 수학교육을 주장했다 수학적 모델링은 실세계 문제해결을 위해 수학이 . 
유용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방법들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수학 지식을 키우고 기능을 습득하여 문제 해결능력을 키우는 전  
통적인 수학교육만으로는 학생들이 급격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는 것
이 충분하지 못한 시대가 되었다 수학능력에 대해 은 . Dunya, et.al(2016) 1,000
명의 공과대학생 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통적인 1 SAT(Scholastic 

의 성취능력은 교실에서 수행하는 수학적 모델링 성취능력과 Aptitude Test)
거의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수학교육에서 수학적 모델링을 특수 . 
영역으로 분류하여 모델링 교육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교육부 도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은 미래사  (2015) “
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여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
양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융합하여 ,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 
르고자 한다 고 하였다 이에 수학 기반 핵심 역량 육성 수학 가치의 보급 ” . ' ', ‘
및 유용성 인정 고급 지식의 확립 등 지식 정보화 시대를 선도 할 창의적 ', ' '
인재와 합리적인 시민을 양성하고자 한다 또한 학교교육을 위해 개정 교. 2015
육과정은 문 이과 칸막이가 없는 인문 사회 과학기술에 관한 기본 소양을 토· · ·
대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두루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으로 정했고 또한 핵심역량을 반영하· , 
여 교육과정을 개선하였다 교육부( , 2015). 

지난 사십여 년 동안 수학적 모델링 및 응용 프로그램의 도입과 정보 기술  
의 도입은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수학 교육과정 개혁일 것이
다 이후 이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 (Lesh 2003; Pollak, 2007; Niss, Blum, & 

이 있다Galbraith, 2007 ;  Haines, & Mcffie, 2016) . 
국내에서도 수학적 모델링에 관해 년대 초 연구가 시작되어 연구결과들 1990
강옥기 권기석 박배훈 김인경 손홍찬 류희찬 김민( 2010; , 1997; 2012 ; , 2007; 

경 외 정미라 황혜정 이기열 이병수 서지희 외 2009; 2015; 2007; , 1999; 2013; 
박슬희 홍정희 송순희 황혜정 민아람 홍지연 외 박2013; , 1995 ; , 2018; 2010; 
선영 한선영 정해윤 외 이 많이 있다 빠른 환경변화에 대응을 위, 2018; 2018) . 
해 수학적 모델링은 여전히 교수 학습에 대한 관심이 있는 주제다 따라서 효. ‧
과적인 교수 학습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

연구결과에서처럼 교사들이 수학적 모델링 교수학습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
수학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다양한 노력이 있지만 여전히 교실에서 교사들의 , 
수학적 모델링 교수 학습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수학적 모델링 교수 학· . 
습을 위한 모델링 문제 수학적 모델 그리고 수학적 모델링에 대해 교사들이 , , 
가지고 있는 개념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는 일부교사들은 수학, Gould(2013)
적 모델링 문제 상황이 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란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고 이로 인해 수학적 모델링 상황이 때때로 기발하거나 비현실적, 
인 상황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또한 많은 교사들이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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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모델링 문제를 알기는 하지만 수학적 모델링 문제와 모델링 문제가 아닌 , 
문제와의 차이를 구별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년간의 국내 수학적 모. 10
델링에 관한 연구결과를 분석한 황혜정 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수학적 (2007) , ’
모델링 문제에 대해 어떤 문제가 수학적 모델링을 위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고 하였다‘ . 

본 연구자가 예비교사 명과 교사 명에 대해 수학적 모델링 문제 만들기    7 3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은 실생활 소재를 바탕으로 한 응용문제와 , 
같다는 대답을 하였고 예비교사의 일부는 막연하게 현실을 반영하는 어떤 문, 
제일 것이라고 대답을 하였고 일부는 모델링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대답을 , 
하였다. 
또한 에서 수학적 모델에 대해 일부 교사들은 수학적 모델이 물Gould(2013) , 
리적 조작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으며 수학적 모델을 사용하여 실제 상황을 , 
설명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여 수학적 모델 사용에 대한 오 개념
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은 교사들이 수학적 모델링 과정은 순환 단계를 반복하는 과정  Gould(2013)
이라는 특징을 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수학적 모델링 순환과정의 단계에, 
서 일반적으로 선택과 가정이 항상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김민경 외 는 교사들이 수학적 모델링에 관한 인식이 부. (2009)
족함을 지적하였다. 

수학적 모델링을 수행하는 학생들에 대해 은 교실에서   , Blum & Ferri(2009)
수학적 모델링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도하는 교사가 놓치는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하나는 모델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일반적인 문장제 문. 
제를 해결했었던 것처럼 문제의 본질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문제에 포함, 
되어 있는 모든 수 에만 관심을 가진 점이다 두 번째는 단순화하는 (numbers) . 
단계에서 적절한 상황 모델을 수행하였으나 상황맥락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의 본질적 가치를 알지 못하여 가정을 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수학적으로 . 
도출한 해를 실세계에서 해석을 하고 유효한 해가 될 것인지에 대한 검증단
계에서 전혀 확인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교사가 수학적 모델. 
링을 위한 문항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모델링 활동, 
에 대한 경험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모델링 수업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단계가 현실 세계에서 수학세계로 

의 전이단계인 수학화 단계와 수학적으로 해결한 해가 실세계에서 유효한지 
유효성을 검증하는 수학세계에서 실세계로의 전이단계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 
모델링 활동에서 수학화로의 전이 단계가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반, 
대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해결되는 모델링 문제의 유형에 따라 모델
의 적절한 해가 구해졌을 것으로 기대하거나 수학적으로 구한해가 적절하기 
때문에 검증을 소홀히 할 수 있다(Blum & Ferri, 2009; Voskoglou. M. G, & 

하지만 모델링 문제에서는 실세계 문제의 해를 구하는 것이므Phil M. 2011). 
로 구한 해가 수학적으로 적절한 해가 될 수 있을지라도 전통적인 교과서에 
있는 응용문제와 달리 실세계 상황에서 유효하지 않는다면 해의 의미가 없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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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실세계에서 분석을 하며 타당성을 검증을 해야 한다. 
따라서 교실에서 교사가 수학적 모델링 교수학습을 위해서는 수학적 모델  

링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교사스스로 수, 
학적 모델링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풍부한 경험이 필요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목적2. 
연구자들에 의하면 수학적 모델링을 교실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델링 활
동에 대한 상당한 경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Malkevitch, 2012; Dunya, et. 

본 연구의 목적은 모델링 문제나 수학적 모델링에 대한 오 개념을 al., 2016). 
가지고 있는 교사들과 예비교사들이 수학적 모델링 문제와 수학적 모델링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돕고 수학적 모델링을 위한 문제 고안과 수학적 모델링 , 
순환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 내용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응용문제와 수학적 모델링 문 

제와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 모델링 문항을 개발하고 개발된 문제를 모델링 , 
순환을 적용하여 해결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론적 배경. Ⅱ

수학교육에서의 수학적 모델링1. 
모델링 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모델루스 에서 유래했다 모델루스는 현실에  ‘ ’ ‘ ` . 

대처하는 전형적인 인간의 방법을 설명한다 천문학과 건축은 이미 기원전 . 4
천년 경에 수학적 모델 역할을 수행한 분야다 기원전 년까지 적어도 세 . 2,000
개의 문화 바빌론 이집트 인도 와 이들보다 늦은 황하문명은 수학에 대한 ( , , )
지식이 있었다 일상적인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수학적 모델을 사용했다는 것. 
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흔히 수학이 자(Pardalos & Hearn 2004, pp.24). ‘
연을 설명하는 언어 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는 실세계 상황을 수학으로 표’ . 
현하는 수학적 모델을 의미한다 위와 같이 수학은 수학적 모델링 교육을 통. 
해 수학교육의 실용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현대 연구자들은 수학적 모델링에 대해 년대 이후 지난 년 동안 수  1970 40

학적 모델링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 은 좋은 수학 교육. Blum & Leiß (2007) ‘ `
에 대한 교수학습에 대해 질적 기준을 설정하여 정의하였는데 그중 두 가지
가 먼저 학습자의 능력 특히 모델링 능력을 습득하여 수학내외부의 다양한 , ‧
연결 고리를 만드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수학적 주제를 가르친다 다음으. 
로는 학생들의 메타인지를 포함한 지속적인 인지 활동을 자극하고 학생들의 , 
자율과 독립을 촉진함으로 학습자의 인지능력을 활성화 하는 것이다 이는 수. 
학적 모델링 활동으로 학생들의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도야적인 가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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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수 있다. 
수학 교육에서 교육적 관점의 주된 아이디어는 수학적 모델링과 모델을 통 

합하고 모델링을 수학 학습의 수단의 중요한 역량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수학 
적 모델링은 학생들의 실제 경험과 수학 사이의 간격을 연결한다 학생들의 . 
수학 학습에 동기를 부여하고 학생들이 개념에 대한 인지적 지원을 직접 제, 
공하며 실제 생활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수단으로 문화부문에 수학이 활, 
용되어 심미적 가치가 있다(Blomhøj, 2008).
이제 실제 현실 상황에서 수학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실세계 문제를 해결하 

도록 하며 수학적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목적을 위해 먼저 수학적 모델링과 
관련된 용어들의 의미를 정의한다. 

용어의 설명과 특징2. 
가 수학적 모델. 

모델 은 실제 사물을 단순하게 설명한 것이다 여기서 관심을 가진 모(model) . 
델은 수학적 모델로 실세계의 대상 을 수학 언어로 표현(real-world objects)
한 공식화된 수학적 대상으로 표현 하는 것이다 실, (Pardalos & Hearn 2004) . 
제 대상과 그 대상의 거동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수학적 모델은 실제, 
상황이 어떠한 특정한 방식으로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고 또한 미래, 
에 대한 상황을 예측하기 위해 만든다 수학적 모델에 대해 은 . Pollak (2003)
수학적 모델을 실제 상황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 으로 간단히 정의하였다‘ ’ . 

나 수학화 또는 추상화. (mathematising) 
프로이덴탈 은 수학적 모델링 활동의 핵심을 수학화 또(1968) ‘ (mathematising 
는 라 하였다 수학화란 현상을 수학적 수단에 의해서 조직mathematisation)’ . ‘
하는 것 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학적 개념 아이디어 구조 등을 포함하는 수학’ , , 
적 수단에 의해 현실의 경험을 형식화 체계화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
모델링 활동에서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가장 어려운 과정이 수학화 (Lesh, 

단계다 이는 수학 지식과 능력이 수2003, Voskoglou. M. G, & Phil M. 2011) . 
학적 모델링에 대한 지식과 능력으로 전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수학화. 
는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으며 현실을 변화시키고 확장하고 심층적으로 , , 
계속되는 과정이다 재인용 김인경 (Johnson & Lesh, 2003, : 2012). 
수학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수학적 활동의 대표적인 예는 형식화 공리화, , 
도식화 등을 들 수 있다 여러 상황에서 수학적인 내용을 발견하여 추상화. , 
일반화하고 도식화하고 국소적으로 조직하고 형식화하며 관점의 전환에 의해 
공리화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는 여러 가지 활동이 포함되는데 이와 같은 
과정을 수학화라 한다. 

다 모델링 순환 혹은 모델링 과정. (cycle) 
모델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종종 여러 단계를 거쳐 어떤 단계로 되
돌아올 수 있는 사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수학적 모델의 해를 구하는 과정에 
순환 이 포함 참고 그림 되는 의미에서 모델링 순환이라 한다 이처럼 (cycle)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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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순환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Blum & Leiß, 
강옥기 2007, 2010, Kaiser & Stenter, 2013,  Schoenfeld, 2013, Bliss, et al. 

재인용 강옥기 2014, GAIMME, 2016, Carlson, et.al., 2016). NCTM(1989, : 
은 수학적 모델링의 가장 기본적인 순환 과정 단계를 제시하였다2010) 4 . 

의 모델링 순환의 예시는 그림 과 같다 또한 모델링 Blum, & Leiß, (2006) [ 1] . 
순환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연구자에 따라 단계에서 단계까지 분류4 7

정해윤 외 한(Maaß, 2010; GAIMME 2016; Jacob &  Zwaneveld, 2012; 2018)
다 또한 모델링 문제의 해를 도출하기 위해 문제를 정의하고 가정과 변수를 . , , 
정하고 해를 구하여 모델에 대한 분석 검증을 통래 결과를 보고하는 활동전, , 
체를 모델링 과정이라 부른다.

 
그림 의 모델링 순환 모델               [ 1]. Blum & Leiß, (2006)

라 응용문제 . 
오랫동안 교과서에 실린 문제로 언어 로 표현된 문제이기 때문에 종(language)
종 문장제 문제나 응용문제라 부른다 언어로 표현되기 때문에 모두 문장제 . 
문제이며 수학이 응용에 사용되는 문장제 문제를 수학의 응용으로 여긴다, . 
이 경우 단지 문제해결 과정에서 수학을 사용하여 문제의 해를 구하는 것만
을 의미한다 일부 응용문제에는 수학적 모델이 제공되는 특징을 가지며 문제. 
에 대한 모든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응용이라는 개념이 실(Bliss. et al. 2014). 
세계와 수학을 연결하는데 사용 되기는 하(Niss, Blum, Galbraith, 2007, p.11)
나 모델링 순환의 일부분이 적용될 수 있다.

마 수학적 모델링. 
수학 내에서는 비교적 새로운 용어다 설명이나 정의 된 방식은 분야마다 조. ‘ ’ 
금씩 다르다 에서는 수학적 모델링은 수학을 사용하여 . GAIMME(2016, p.10) ‘
실제 현상을 표현 분석 예측하기 위해 실세계 현상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 , 
는 과정이다 라 하였다 모델링은 실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 . 
이는 실세계에 상황을 기본으로 하는 모델링 문제가 현실세계와 수학 사이를 
왕복한다 모델링 과정은 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문제로 시작한다. (Maaß, 

실세계 상황을 바탕으로 한 문제를 수학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으로 수2010). “
학적 모델링 순환 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것이 공통적이다 그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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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 고찰3. 
가 국내연구 내용. 
국내의 수학적 모델링 연구의 범주에서 대다수 연구의 경우는 교실에 수학적 , 
모델링 교수학습을 학생들에게 도입하기 위해 연구자가 모델링 문제를 개발
하거나 알려진 문제를 수학적 모델링 문제로 재구성하여 적용한 연구다.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수학적 모델링을 적용한 연구내용의 종류로 학생들의   
성취능력에 관한 연구 학생들의 모델링 활동에 대한 사례연구와 학생들의 메, 
타인지에 대한 내용들이다(홍정희 송순희, , 1995; 정미라 2015; 박슬희 2013; 
서지희 윤종국 이광호 , , 박선영 한선영 2013; , 2018; Kaiser 2005; Oliveira & 
Barbosa, 2008; Blum 2011; Voskoglou & Phil 2011;  Niss, 2015; Blum & 
Ferri, 2016).
모델링 문제와 관련된 모델링 연구는 기존의 문제를 모델링 문제로 재구성 

하거나 연구자가 개발한 학습자료 연구들 이기열 이병수 권기석 박배( , 1999; , 
훈 강옥기 인은경 이 있는데 이기열 이병수 는 구성주1997; 2010; 2012) , , (1999)
의 입장에서 모델링 문제를 제시하였고 제시한 문제를 모델링 순환의 단계, 4
를 적용하여 문제해결 방법을 제시하였다 권기석 박배훈 은 수학적 모. , (1997)
델링 문제를 개발하여 교사들에게 수학적 모델링 자료가 고등학교에서 모델
링 문제를 활용하는 것이 수학교육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교사들을 대
상으로 한 설문을 수행한 연구다 그리고 강옥기 는 교과서에 있거나 기. (2010)
존에 있던 문제들을 수학적 모델링 문제로 재구성하여 그 문제들이 정교화가 , 
가능함을 보여주었고 단계의 수학적 모델링 순환을 적용한 문제 개발이다6 . 
인은경 은 실생활 문제를 단계 순환을 적용하여 해결방법을 제시하였는(2012) 4
데 수학적으로 구한해가 실세계에서 유효한 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
성  언급은 생략되었다. 

나 수학적 모델링 문제. 
지난 년 동안 응용과 모델링 이라는 용어는 현실 세계와 수학 사이의  3-40 " "

모든 종류의 관계를 나타내는 데 점점 더 많이 사용되어 왔다 반면에 모델. , "
링 이라는 용어는 현실에서 수학으로 방향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고 일" ,  
반적으로 관련 과정을 강조한다, . 이와는 대조적으로 응용 이라는 용어는 반, " "
대 방향인 수학에서 현실로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학, , 
적으로 풀이가 가능하고 관련되는 수학적 모델이 이미 존재하는 만들어진, ( ) 
현실 세계의 내용들과 관련된 대상을 강조한다 응용문제를 해결하는데 수반. 
되는 변환과정은 간단하다 이는 모델링 순환에서 부분적으로 제한된 단계만 . 
필요하다(Niss, Blum & Galbraith, 2007, p.10). 

다 수학적 모델링을 위한 문제설계. 
수학적 모델링을 위한 문제 진술을 위해 은 수학적 모델  Gould et al.(2012)

링 활동을 위한 모델링 문제와 문제 구성형식을 개발하였다 참고 표 문( , [ 1]). 
제의 목적 문제 진술 선수학습 학교 교과과정 활동지 필수적이거나 선택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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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자료까지 개의 영역을 포함한 구성형식과 문제 진술형식을 제시하였다 예6 (
시로 부록 참조< 1> ). 

문제 내용에 대해 학생들의 모델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모델링 문제에 대  
해 는 모델링 문제를 설계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 Blum & Ferri (2016, p.72)
이 제안하였다 가정과 변수 선택에 따라 여러 가지 해가 나올 수 있는 개. - 
방적이고 당연하지 않고 충분히 복잡해야하고 현실적인 실세계 내용이, - , - 
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수학적 지식을 인지하여 문제에 접근을 , - 
가능하게 하고 해를 구하는데 흥미가 있는 문제로 모델링 주기의 모든 , - , - 
단계를 필요로 하는 문제로 가지 기준을 제안했다6 . Zawojewski et. al.,(2003)
에 의하면 공학적인 내용이 있는 모델링 활동에 대한 일부 학생들의 모델링 
활동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좌절을 나타내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수학적 모. 
델링은 알고 싶어 하는 현실 세계에서의 어떤 것 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한“ "
다 고 하였다(Pollak 2007, p. 111) . 

재인용 김인경 에서 제시한 좋은 문제(NCSM, 1977 Lenchner, 1983, : 2010) ‘ ’
의 특징에 대해 다음 사항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며 도전하고 싶은 것이어야 하며 문제해결을 위- , - 
해서는 다양한 방법이나 전략을 활용하도록 해야 하고 학생들의 능력과 수, - 
준에 적절해야하며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문, - , - 
제 해결 과정에서 얻어진 지식과 경험을 또 다른 문제 해결에 전이가 가능하
도록 도와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모델링 문제 교육 원칙에 대해 에서는 다음과 같은   GAIMME(2016, p23) 5
가지를 원칙을 참고하여 진술한다 현실세계가 개방적이고 복잡한 것처럼 . - 
모델링 문제는 개방적이고 복잡하다 교실에서 진정한 실세계 문제로 선택. - 
한다 큰 문제거나 작은 문제거나 시작이 중요하다 평가는 결과가 아니. - . - 
라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수학적 모델링은 모두 연결되어있다고 하였다. - . 

라 수학적 모델링 활동. 
수학적 모델링을 수행하는 일을 수학적 모델링 활동이라 하고 이 활동에 대, 
해서 는 모델링 구성요소가 모델링 전체 과정에 어떻게 적(GAIMME, 2016)
용되는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체적으로 과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 
해가 중요 하다. 
주어진 모델링 문제에 대해 모델링을 수행하기 위해 은 Carlson et.al. (2016) - 
상황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맥락 적 요인들이 고정되고 어떤 요인들은 변할 
수 있는지 제약 조건과 변수를 조정하면 수학적 모델링의 해가 어떤 변화, - 
가 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수학적인 해의 검증에 대해 교. 
사는 - 학생들은 어떤 가정하였는지 - 이 문제의 장점과 한계는 무엇이고  - 
학생자신의 모델에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지를 교사는 질문을 할 수 있다 또. 
한 학생의 수준에 따라 먼저 구한 해를 수정하게 할 수 있는지 상황에 - , - 
대한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관점에서 모델링 순환의 어떤 단계에서 다시 시
작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학생들이 모델링 활동을 위해 교실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해   Carlso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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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룹을 조직하고 학생들의 활동을 관찰하면서 필요시 그룹을 (2016, p.123)
재조정하고 학생들의 활동에 대한 예측과 개입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학생들. 
이 모델링 과정에 참여하면서 수학적 내용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모든 학생, 
들이 흥미롭고 접근할 수 있는 설정은 무엇인지 모델링 과정에 참여할 때 어, 
떤 수학적 이해와 통찰력이 나타날 수 있는지 자문해볼 것을 제안하였다 그. 
리고 는 학생들이 창의적인 활동으로 참여하도록 어떻게 (Maria. et. al., 2017)
자극을 해야 할 것인가와 같은 내용들을 고려가 필요하다. 

연구방법 및 절차. Ⅲ

연구 내용1. 
가 응용문제와 수학적 모델링 문제. 

수학적 모델링 문제에 대한 문헌들을 살펴보았을 때 국내의 경우는 모델링 
문제를 제시한 연구들은 있으나 모델링 문제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문헌들을 .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학적 모델링을 위한 문제의 상황과 특징은 전통적
인 교과서에 사용되고 있는 응용문제와는 차이가 있다 교과서에서 사용되고 . 
있는 응용문제는 일반적으로 교과 내용에 필요한 수준만큼만 다루는 것이 일
반적이다 따라서 교과과정 수준에 따라 모델링 순환에서 어느 단계가 적용되. 
어질 수는 있으나 모델링 순환 전체 과정이 적용되는 모델링 문제와는 다르
다. 

전통적인 응용문제와 수학적 모델링 문제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의 차  
이가 있다;
 모델링 문제의 대상이 실세계 상황에서의 상황 모델이 대상이지만 응용문1) , 
제는 실세계 상황모델이거나 비현실적인 상황모델에서도 응용문제의 모델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모델링 문제에서는 실세계 상황모델에서 단순화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가정2)
과 제한을 한다 이때 실세계 상황인 문제의 본질을 고려한 가정과 제한을 하. 
지만 응용문제에서는 문제의 본질까지 고려없이 할 수  있다, .

방향성에 있어서 그림 의 와 같이 실세계 상황을 바탕으로 문제가 먼 3) [ 2] (B)
저 제기되고 이 모델링 문제에 대해 필요한 수학내용을 도구로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즉 현실 상황문제를 어떤 수학 내용을 사용하여 주어진 문. , 
제를 해결 할 것인가를 고려하지만 전통적인 응용문제 그림 는 제시된 , ([ 2](A))
수학내용을 가지고 이 수학내용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문제기 
때문에 방향이 서로 다르다 .

(A)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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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용문제는 구해진 해가 수학적으로 적절하고 내용에 적절하면 해가 의미4)
가 있고 모델링 주기에서 제한된 일부가 필요할 수 있으나 수학적 모델링 문, 
제에서는 구해진 해가 수학적으로 풀이가 적절했을지라도 실세계로 돌아와 
실세계에서의 상황모델의 본질에 유효한 의미가 있는지 단순화 단계에서 제, 
한과 가정을 했는데 가정과 제한에 대해 해가 어떻게 얼마나 변하는지에 따
라 해가 의미를 갖게 되거나 혹은 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순환의 어떤 단, 
계부터 다시 풀이를 계속해야한다. 

나 수학적 모델링을 위한 교수 학습자료 . ·
수학적 모델링 교수 학습을 위해서는 과제를 선택하거나 개발하는 것부터 시·
작한다 수학적 모델링에 관련된 참고문헌들을 참고하여 수학적 모델링에 대. 
한 정의와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교수학습 자료는 예비설계 를 하였다, [ ] . 
학습자료 개발은 예비설계 교수실험 문제 수정과 보완 단계를 [ ] --> [ ]--> [ ] 
통해 개발하였다. 

수학적 모델링 문항 설계1) 
본 연구에서는 먼저 예비설계 단계 에서는 문항 설계를 위해 수학적 모델링[ ]
에 관한 국내ㆍ외의 선행연구와 참고문헌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년 개정 . 2015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인 수와 연산 문자와 식 함수 기하 확률과 통, , , , 
계의 개 영역으로 구성된 수학 교육과정 내용에서 수학적 모델링 과정 속에5
서 다양한 수학적 개념ㆍ원리ㆍ법칙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세
계 문항을 선정 수학적 모델링의 목적에 맞게 설계한다. 
교수실험 단계 에서는 실험 대상은 중학교 학년 영재교육원 학생 명을 [ ] 2 17 3

모둠으로 구성하여 오후 시에서 시까지 과제를 수행하였다 모둠 활동이 모1 4 . 
두 마무리 된 후 각 팀별로 분 동안 팀별로 풀이를 설명하도록 하였다10 . 
마지막으로 문제 수정과 보완단계 에서는 교수 실험을 통해 얻은 정보로 문[ ] , 
제를 정교하게 하였다. 

모델링 문항자료 구성형식2) 
수학모델링 활동을 위한 모델링 문제 구성형식만은 에서 개Gould et al.(2012)

그림 응용문제 와 수학적 [ 2] (A)
모델링 문제(B) 

그림 박스내부에 원을 두 가지 [ 3] 
방법으로 채우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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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한 구성형식에서 표 에서 학교교과 과정 항목에 국내 중등학교 교과[ 1] (4. ) 
영역인 다섯 영역과 관련과목을 추가한 형식을 사용하였고 문항 서술형식은 , 

부록 과 같은 형식을 사용하였다< 1> .
모델링 활동의 구성형식은 가지로 내용으로 구성되었는데 본고에서는 문헌 6
연구에 근거하여 각각의 구성요소에 다음과 같이 제안 한다;
가 목적 수학교육의 목적에서 실용성과 관련된 수학적 모델링의 문제를 바) : 
탕으로 의 교과과정 방향 논의에서 주요 근거인 도Smith & Morgan (2016) ‘
구로서의 수학 인 교육목적과 교육부 의 교육과정 구성에서 창의 융합형 ’ , (2015) ‧
인재 양성과 학생들이 어떠한 수학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고 수학의 유, , 
용성을 알고 학생들이 수학을 배우는 이유를 느낄 수 있음을 목적으로 한다. 
나 모델링 문제 진술 모델링 문제설계는 가 제안한 기) : Blum & Ferri (2016)
준과 에서 제시한 교육원칙과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안한 , GAIMME(2016)
좋은 모델링 문제 를 활용하여 진술한다 현실 세계의 상황과 관련하여 실세‘ ’ . -
계 문제를 바탕으로 개방적인 문제로 풀이 방법이 다양한 전략을 활용할 수 -
있고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도전하고 싶은 것과 알고 싶어 하는 내용-
이고 수학적 모델링 문제가 학습자들의 지식보다 좀 더 심화ㆍ발전된 형태, -
로 고차원적인 사고를 요하는 문제여야 한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얻어진 지. -
식과 경험을 또 다른 문제 해결에 전이가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어야 한
다. 

표 수학적 [ 1] 모델링을 위한 구성형식

제 목 :    

목적 1. : 
문제 진술2. :
사전 지식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수학적 지식3. : 
학교 교과 과정 관련 영역4. : 

 ( 수와 연산1). 
 (2). 문자와 식

함수 (3). 
확률과 통계 (4). 
기하 (5). 

과 기타 관련된 내용 (6). STEAM
활동지5. :

수학 내용을 위한 활동지(1) 
수학 외적인내용을 위한 활동지(2) 

기타 자료6. 
필수 자료 문제를 위한 필요 자료들(1) : 
선택된 자료 혹은 기타자료  (2) : Internet,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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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연결하여 융합이나 협업과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문제를 진술한( , 2015), 
다 그리고 실세계 문제이기 때문에 구한 해가 유용한 해가 될 것인지 고려한. 
다 위와 같은 내용이 함의된 문제를 학생들에게 친숙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 
진술한다.
다 사전지식 수학 교실에서 전통적으로 문제해결을 잘하는 학생들에게 모델) : 
링 활동은 특히 도전일 수 있다 수학적 모델링에서는 문제 선정이 먼저지만. , 
학교 교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학교 교과 과정에 적절한 문제를 선택하고 모, 
델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제시하는 것이 도움일 
될 수 있다 학생들이 알기 어려운 수학외적 내용에 대해 문제 해결을 위한 . 
융합이나 협업이 필요하다 수학외적인 사전지식도 필요하다 수학외적인 내. . 
용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담당분야의 교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라 학교교과 과정 연계 모델링 문제는 학교 교육과정의 수학영역 내용과 관) : 
련될 분야가 어느 분야인지 수학외적 분야의 어떤 내용과 관련이 되는지 교, 
사는 미리 준비한다.  
마 활동지 모델링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문제에 필요한 내용) : , 
이나 아이디어들을 활동지 표 에 기록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기록한 [ 2] . 
내용들에서 모델링 수행과정에서 현실적이지 않거나 사용되지 않은 아이디어
는 나중에 수정하거나 제거하면 된다 단순화 과정에 필요한 내용은 수학내용. 
과 수학외적 내용들이 될 수 있다. 

제 목
팀 이름
진술 문제

문제에 필요한ⓐ 
수학 외적인 내용

/ⓐ 실제 상황( )ⓑ
단순화 구조화추상화 과정에 필/ /
요한 내용

가정과 제한 변수내용, 

ⓑ 필요한 수학적인 
내용과 도구

풀이에서 요구된 (Ⓒ 
수학내용과 개념 정리)

수학적 개념 수학적 방법 수학외, , 
적인 내용

표 는 모델링 활동이 모두 끝나고 이 문제에 사용된 수학내외적 내[ 2] , Ⓒ ‧

표 모델링 초보자를 위한 활동지[ 2] 
용을 기록함으로 학생 스스로 무슨 내용들이 활용되었는지 반성을 하는 기회
를 가질 수 있다 모델링 활동에 익숙한 학생들의 경우는 부록 의 문제지. < 1>
만을 사용이 가능하다. 
바 기타 자료 문제해결을 위해 팀원들은 토의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 : 
한 정보는 무엇인지 문제로부터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는지 정보를 어디에서 , , 
구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를 위한 인터넷이나 참고자료가 필요하다 즉 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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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자료와 선택적인 자료가 있다. 
모델링 응용문제와 모델링 문제 설계3) 

전통적인 응용문제는 맥락을 통한 내용으로 주어진다 따라서 학생들이 가  . 
질 수 있는 확장된 질문이나 학생들의 생각을 키우기 위해 문제 맥락에 맞는 
어떤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닫힌 문제가 될 수 있다 모델링 문제는 교사가 . 
선택한 문제에 대해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학생들 자신의 방법에 따라 문제 
일부에 학생들의 의견을 추가 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델링 문제를 두 가지 수준으로 설계한다 응용문제를 수정 . 

하여 모델링 문제로 바꿀 수 있는 방법과 실세계 상황을 기반으로 시나리오, 
를 구성하여 모델링 문제를 설계하는 방법이다.
다음 문제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통적인 응용문제라 할 수 있다.

이 문제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추가할 만한 기회가 없는 닫힌 문제다 하지만  . 
이 문제에서 음료수병의 반지름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학생자신들의 의견을 
첨가할 수 있다. 
이 문제를 개방문제로 수정한다면 첫 번째로 음료수 캔이나 음료수 병으로 
문제를 제공할 경우 대부분 학생들은 밑면이 둥근 용기를 생각하지만 음료수, 
캔 병 을 음료용기라고 했을 경우 중학교 학년을 대상으로 한 교수실험에서 ( ) 2
팀 중 팀은 음료 용기를 육면체 모양의 용기를 선택했고 한 팀은 용기의 3 2
밑면이 원 모양의 캔 종류를 선택했다 학생들의 사고활동을 확장하기 위해서. 
는 문제를 설계할 때 학생들의 생각을 제한하게 하는 용어 사용에 유의할 필, 
요가 있다. 
둘째는 박스의 가로 세로와 높이의 길이에 관해서도 학생들 의견을 반영할 , 
수 있게 하거나 가로 세로와 높이의 각각의 길이를 와 와 , “a cm b cm c cm”
로 제공할 수도 있다 박스 안에 넣을 음료 용기의 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학. 
생들이 합리적인 값의 크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 크게 개방
된 문제가 된다 문제를 어느 정도로 열린 문제로 할 것이지는 학생들의 모델. 
링 수준에 달려있다 이처럼 기존의 문제를 수정하여 모델링 문제로 바꿀 수 . 
있는 방법이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실세계 상황을 선택하여 문제의 시나리오를 구성한다 이 문 . 

제는 운송을 해야 하는 음료 용기를 박스에 가능한 많이 담을 수 있는 방법
인데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시작부터 어떤 조건은 넣고 어떤 조건은 제외하, , 
면서 모델링 문제를 설계 할 수 있다 교사는 앞에서 진술한 문제 설계 기준. ‘ ’
과 좋은 모델링 문제 조건을 참고하여 학생들이 모델링 활동에서 어떠한 수‘ ’ 
학적 능력을 개발할 것인지에 따라 반복하여 개선된 문제를 개발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응용문제는 운송을 위해 주어진 박스에 음료용기를 가장 많이 담“

가로가 이고 세로가 이고 높이가 인 박스에 음료수병을 담“ 60cm 40cm 25cm
으려고 한다 박스 안에 밑면의 반지름이 이고 높이가 인 음료수. 2.5cm 12cm
병을 한 박스에 가장 많은 음료수 병들을 담으려고 한다 몇 병을 담을 수 . 
있는지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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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는 것 이 실세계 상황모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모델링 문제로 설계” . 
하였다.

이 모델링 문제는 모델링 문제 설계기준에 따라 실세계 상황과 관련되며 개 , 
방 문제로 중학생 수준에 적절하며 학생들이 가게에서 만나는 익숙한 문제, , 
로 음료용기를 다양한 모양으로 박스에 채우는 방법을 다양하게 생각할 수 , , 
있어 학생들의 생각과 창의적인 생각을 기대할 수 있다 개발한 모델링 문제. 
는 부록 에 첨부한다< 1> .  
다른 문제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제로 실세계 상황 모델을 시
나리오를 사용하여 모델링 문제를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추운 겨울은 따뜻한 . 
음료를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를 선호하는데 수학적으로 이를 어떻게 설, 
명할 수 있는가 하는 호기심은 가질 수 있는 문제다. 

문제 의 경우는 매일 접할 수 있는 실세계 내용으로 개방적인 문제다 또[ 2] . 
한 따뜻한 물이 식거나 얼음이 녹는 현상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사실이다. 
하지만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학생들의 생각을 기대할 수 있다 물리적인 . 
사실을 사용해 수학적 모델을 만드는 일이 수학화 과정으로 현상에 관한 내
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 물리분야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문제 풀이를 위한 모델링 수행절차4) 
모델링 문제에 대한 풀이를 위해 모델링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모델  

링 문제와 활동지 표 를 제공한다 의 모델링 순환을 [ 2] . Blum, & Leiß, (2006)
기본으로 적용한다 하지만 순환단계에서 단순화 구조화 수학화 단계에서 제. / /
한과 가정을 그리고 변수를 정하는 일은 실세계 상황에 근거하여 정해야 한
다 이를 위해 표 와 표 에 제시하였다 각 순환은 제시된 문제의 풀이는 . [ 2] [ 3] . 
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단계에서 풀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계 번호
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나 설명을 위해 편의상 붙인다.
문항이해 단계 선택된 문제 문맥의 내용을 읽고 복잡한 실세계 상황을 이해한- : 
다 그림이나 사진 맥락을 통해 상황 모델을 구성하고 교사와 학생 모둠구성. , 
원 모두의 공통의 이해가 필수적이므로 모두가 충분한 이해가 될 때까지 원
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토의가 필요하다. 
또한 문제에 포함되어 있는 특별한 용어의 의미를 공통으로 이해를 하지 않
은 경우 풀이과정이나 해가 모둠구성원들 사이에서 다를 수 있다 특히 문제. , 

문제 친구들과 함께 따뜻해지는 봄날 공원에서 얼음이 들어 있는 시[ 2] : “
원한 음료수를 구입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친구들과 분을 이야기를 하다 . 30
음료수를 마시려고 보니 음료수에 있던 얼음이 모두 녹아 음료수가 시원하
지 않아 시원한 음료를 다시 사야했다 미지근해진 이 음료의 온도는 얼마. 
나 될까?”

[문제 음료 공장에서는 운송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음료 내용물이 손상1] : “
이 없고 안전하며 가능한 박스에 많이 담아 운송을 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 .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와 와 박스 안에 가장 많은 음료용, , a cm b cm c cm 
기들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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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장 좋은 방법 혹은 최소의 값 과 같이 문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 ” “ ”
대해서도 모둠구성원들 모두는 그 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정의를 하고 문
제 수행 활동에 착수한다 또 문제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필요한 정보는 무. , 
엇인지 무엇을 추측하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조사 한다, .

모델링 단계 학생들의 가능한 활동 교사의 역할 관찰( )

문항이해 실제 1. (
상 황 ⇒상 황 모
델)

복잡한 실제 상황이해- 
문제 정의를 위한 협상과 토의- 
문제 분석과 이해와 분석- 

문제의 동기 혹은 실제 상황- 
에 관한 설명

문제의 맥락에 대한 발문이나 - 
대답

단순2 .
화 구조/
화

실 제 
상 황
⇒
수 학
적
모델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 
변수 정하기

실세계에 근거한 제한과 가정 - 
수학외적인 내용에 대한 사실- 

과 경험적 사실 사용

가정 제한 전략 관찰과 질문- , 
가능

수학외적인 내용준비 - 
맥락에 적절한 요소- 
필요한 정보 인지- 

3.
수학화

알고 있는 수학적 내용 적용- 
수학외적인 내용 적용- 
실세계에 근거한 가정과 제한- 
수학적 모델 수립- 
수학적 모델 해석- 

실제 상황에서 수학 상황으로 - 
전이 과정 관찰

수학과 과정에서 학생들의 막- 
힘 관찰
수학외적인 내용이나 과정  –
활용 관찰

수학적으로 해 4.
구 하기 수학 적 (
모 델 ⇒수 학 적 
결과)

수학적 지식과 기술- 
데이타 혹은 활용- ICT
수학적 도구 활용- 
수학적 해 검토 근사해 가능- ( )

데이타 혹은 활용법- ICT 
수학적 도구 활용- 

실세계에서 해5.
석 수학적 결과(
⇒실제 상황)

수학적으로 구한 해를 실세계- 
에서 해석과 분석 실세계에서 해의 해석 - 

타당성 실제 6. (
상 황 ⇒상 황 모
델)

실세계에서 해의 타당성검증- 
가정에 따른 해의 변화 검토 - 
해가 충분히 좋은지 검증- 

가정에 따른 해의 변화 검토- 
해가 충분히 좋은가- 
또 다른 순환이 필요하지 않- 

은가
모둠별로 모델링 과정을 발표 학생과 함께 확인과 수정 

표 수학적 모델링수행을 위한 학생과 교사의 활동 내용[ 3] 
단순화 구조화 단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과 수학외적 내용에서 무- / : 

엇을 제한하고 가정해야 되는지 결정해야 하는데 이는 실세계 상황에 근거하
여 정해야 하는데 이는 실세계 문제에 적절해야하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 . 
사용한 가정과 제한이 수학적 결과가 유효한지 타당성 검증 단계에 영향을 
미친다. 

수학화 추상화 단계 각 단계를 수행하는데 있어 추상화 정밀화 단계가 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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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어려워하는 단계로 잘 알려져 있다 이는 실세계의 수학외적 내용에 대한 . 
현상이나 과정을 수학세계로 전이시키는 과정으로 수학모델로 표현하는 단계
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순화 구조화 단계에서 정한 제한과 가정이 실제상황. /
에 근거했듯이 추상화에서도 실제상황에 근거한 제한과 가정이 있을 수 있고 , 
변수를 정한다 또한 각 기호에는 단위가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 이 단순화 구. . /
조화단계를 적용한 수학화 단계에서는 수학외적 내용을 사용해야 할 때 수학
외적 분야의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수학적으로 해 구하기 이 단계는 위 수학화 단계에서 세워진 수학적 모델- : 
을 수학적 능력과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순전히 수학적인 단계다. 
따라서 교실에서는 교실에서의 모델링 문항은 이 단계에 필요한 수학수준을 
고려하여 문제개발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에는 데이터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 
수도 있고 다양한 수학적 도구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실세계에서 해석하는 단계 수학적으로 구한 해가 수학적으로 적절한지를 - : 
검토하고 구한 해를 실세계 상황으로 돌아가서 해석한다 이 단계는 수학세, . 
계에서 현실세계로 변화가 있는 단계다.
타당성 검증 단계 수학적으로 구한 결과가 실세계에 유효한 해가 되는지 - : 

타당성을 검증한다 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이 소홀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 , 
교사는 이 단계를 유의해야 한다 단순화 구조화 단계에서 수행한 가정과 제. /
한에 따라 해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가정과 제한에 따라 해에 어떤 영향을 . 
미치게 되는지 꼭 확인한다 해가 충분히 좋지 않으면 순환과정의 어떤 단계. 
로 이동하여 다시 순환과정을 계속한다 타당성 검증 단계에 이르기 전에도 . 
필요하면 순환의 필요한 단계로 이동하여 순환과정을 계속한다.
표 은 학생들과 모델링 순환활동 각 단계에서 고려해 봐야할 필요한 내< 3>

용을 요약한 것이다 또한 모델링 활동을 하는 동안 각 단계의 순서가 고정된 . 
것은 아니다 수학적 모델링은 수학 모델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는 활동을 . 
제외하고는 모두 실세계 상황에서 수행되는 특징을 가진다.

발표단계 검증단계에서 해가 실세계 상황과 단순화 단계와 수학화 단계의 - : 
가정에 따라 유효성이 입증되면 모델링 순환 전체과정을 보고한다.

다 학생들의 모델링 활동을 위한 교사의 역할. 
교사는 표 의 교사 역할 이외도 모델링을 시작하기 전 모델링 문제를 선  [ 3]
택하거나 개발하는 것부터 교실에서 학생들의 모델링 활동 후 발표까지 교실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상상하고 예상할 수 있어야 학생들의 모델링 활
동이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모델링 활동 전체 과정을 위해 다음과 . 
같은 점들을 고려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문제의 문맥에 대해 어떤 종류의 질문을 할 것인가 학생들이 - . -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추가적인 정보는 무엇인가 부가적인 필요한 정보를 . -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모델을 구성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가정을 어떻게 하게 될 것인가 모델링 - . - 
과정은 학생들의 메타인지 활동이 요구되는 활동이므로 어느 (meta-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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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에서 학생들이 막힐 가능성이 있는가 수학적으로 어떤 접근법이 필요. - 
할 것인가 모둠 전체와 소규모 모둠이 토론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는 것이 . - 
좋은가. 
위의 내용과 함께 표 은 각 단계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 3]
이다. 

라 학생들의 제시된 수학적 모델링 문제의 가능한 풀이. 
모델링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는 표 에 제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모둠 원들[ 3]
과 토의하여 시작한다 수행과정에서 현실적이지 않거나 사용되지 않는 아이. 
디어는 나중에 수정하거나 제거하면 되기 때문에 모델링 활동에 필요한 내용, 
은 표 에 기록하면서 수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2] . 

그림 문제 의 모델링 과정[ 4] [ 1]

그림 에서 숫자는 순환단계를 의미하는데 같은 숫자는 같은 단계다 제시[ 4] . 
된 모델링 문제 해결을 위해 그림 와 같이 모델링 순환을 적용하여 문[ 1] [ 4]
제를 해결한다 문제 을 해결하는 과정의 상황 모델 에서 실세계 모델 로. [ 1] [ ] [ ]
의 단순화 구조화 단계와 실세계 모델 에서 수학적 모델 로의 추상화 단계는  / [ ] [ ]
그림 의 우측위에 제시한 것처럼 가정과 제한을 하고 변수를 정하는데 이[ 4] , 

는 실세계 상황을 바탕으로 정해야 한다.
또한 수학적 결과 에서 상황 모델 까지의 과정 역시 그림 의 좌측아래  [ ] [ ] [ 4]

에 제시한 것처럼 수학적 결과를 실세계로 이동하여 실세계에서 해석하고 해
의 타당함을 검증해야 한다 따라서 수학적으로 해를 구하는 활동 이외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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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외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문제 에서는 용기를 원기둥 모양으로 선택했을 때 그림 의 와  [ 1] [ 3] (A) (B)

의 두 가지 방법과 혹은 육면체의 용기를 선택한다면 밑면이 직사각형과 모
양으로 채우는 방법을 계산할 수 있다 모델링 과정에서.  수학적 모델 에서[ ]  
실선 단계로 수학적 결과 로 진행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가정이나 조건을 4 [ ] , 
수정한다면 원 내부에 있는 점선 단계는 상황 모델 단계에서 가정이나 어떤 2 [ ]
조건을 수정하여 다시 순환의 상황 모델 에서 실세계 모델 로 단순화 단계[ ] [ ]
부터 순환활동을 다시 한다 또한 수학적 결과 의 해가 실세계 결과 혹은 . [ ] [ ] 
상황 모델 에서 타당하지 않으면 그림 에서 보여준 것처럼 상황 모델 이[ ] , [ 4] [ ]

나 실세계 모델 혹은 수학적 모델 중 어떤 단계로 돌아가서 순환을 다시 [ ] [ ] 
계속해야한다.

그림 문제 의 모델링 과정[ 5] [ 2]
모델링 문제 문제 를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 과 달리 수학외적인 물리  [ 2] [ 1]
내용이 포함된 문제다 이는 물리적인 현상을 수학적인 모델로 구성해야 한. 
다 물리내용을 사용해 수학적 모델을 만드는 일이 수학화 과정으로 현상에 . , 
관한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 물리분야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제시된 . 
방법 그림 는 물리적인 의미에서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는 두 물질의 온[ 5] “
도차에 비례한다 는 내용을 사용한 것이다 이 문제의 경우는 학생들이 실험.” . 
을 해볼 수 있는 문제로 학생들이 데이터를 만들어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도 
있고 이미 물리적인 의미를 알고 있다면 물리적 의미를 활용하여 수학적 모, , 
델을 세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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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 Ⅵ

결론1. 
수학적 모델링 교수학습을 위해서는 먼저 수학적 모델링문제와 수학적 모델 

링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제 되어야 올바른 해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 
문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모델링 문제와 일반적인 응용문제를 올바로 구별 할 수 있도록 전  

통적인 응용문제와 모델링 문제와의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응용문제와 모델링 . 
문제의 차이를 구별이 가능하므로 어떠한 문제가 수학적 모델링을 위한 문제, 
가 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하도록 하였다. 
둘째 모델링 문항 학습자료 개발 방법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인 실세계 응용 , . 

문제를 덜 개방적인 문제에서 시작하여 점차 더 개방적인 문제로 나아가는 
수학적 모델링 문제 개발과정을 제시하는 방법과 현실세계를 기반으로 하는 ,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모델링 문항을 개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모델. 
링 순환의 각각의 단계에서 학생과 교사가 고려해야 될 내용을 상세하게 제
안하였다. 
셋째 수학적 모델링 활동을 논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제를 사용하는   , 

것이다 이를 위해 이전연구에서는 모델링 문제를 제시하여 모델링 순환을 적. 
용한 풀이만을 제시하였으나 본고에서는 개발된 문제를 모델링 순환의 각 단, 
계의 특징과 각각의 단계에서 학생과 교사가 어떤 내용을 고려해야 될 것인
지를 제안하였다 제시된 두 모델링 문제의 가능한 풀이를 위해 모델링 전 과. 
정을 그림 와 그림 의 개략적인 풀이 방안을 제시하였다[ 4] [ 5] . 
넷째 학생들이 모델링 문제해결 과정 중 단순화 단계에서 가정을 할 때 문제, 
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는 가정을 하여 수학적으로 구한 해가 실세계로 돌아, 
와 실세계 상황에 의미가 없는 해가 되거나 혹은 유효성 검사를 하지 않아 
타당한 해를 구하지 못할 수 있는 점을 피할 수 있도록 강조를 하였다 또한 . 
단순화 추상화단계의 가정과 변수를 정하는 일은 실세계 상황의 본질에 근거/
하여 정한다 수학적 결과에 대해서도 실세계 상황에서 해석하고 유효성을 검. 
증하는데 단순화와 추상화 단계에서 사용되는 제한과 가정에 따라 해가 다르
거나 해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 강조하였다. 

다섯째 교사는 학생들의 모델링 활동을 위해 전반적인 모델링 활동을 위해   ,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제안하였다. 
제언2.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을 제안한다, .
첫째는 모델링 문제의 실세계 상황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 
니기 때문에 제시된 모델링 문제를 표본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
의해야 한다. 
둘째 모델링 문제는 수학내용을 먼저 고려하지 않고 실세계 상황을 기반으 , 

로 해결하고자하는 실세계 문제를 먼저 선정하기 때문에 선정된 문제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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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교과과정의 수준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문항 선정에 유의한다. 
셋째 수학외적인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선택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 
할 수 있다 수학교사에게 수학외적의 어려운 영역의 현상과 과정을 해결할 .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모델링 과정의 수학화 과정이 .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지만 수학적으로 구한 해가 실세계에, 
서 유효한 해가 될 것인지 아닌지 검증을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 
특별히 이 단계에 관심을 가진다. 
넷째 전통적인 수학 공부를 하는 방법에서도 다른 사람이 풀어놓은 것을 읽 , 

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유사하게 모델링은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다른 . , 
사람이 완성한 모델을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의 경험
이 필요하다 따라서 실제 모델링 문제를 개발하는 기회를 가져야 되며 모델. , 
링 문제를 직접 해결해 보는 경험이 중요하다. 
다른 제언은 교수 학습에 대해 수학적 모델링은 모델링 문제에 영향을 미치 ‧

는 수학내외적인 분야의 내용과 요인들의 융합이므로 개정 교육과정이 2015‧
추구하는 창의 융합형 교육이 가능하다 학교의 정규과정에 도입은 어려움은 . 
있겠지만 중학교의 자유학기에는 협동 학습 토의 토론 학습 프로젝트 학습 , , , ･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강화하게 할 수 있는 교수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학기의 취지에 충분히 부합되는 수업을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
한다. 
모델링에 관한 정리된 국내논문의 경우 모델링 문제 상황을 대부분 실생활  

문제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다 황혜정 민아람 하지만 모델링 문제는 ( , 2017). 
실생활을 포함한 실세계 상황을 바탕으로 설계한 문제이므로 실생활보다 범
위가 넓다 따라서 실생활이라는 표현보다는 현 실세계 라는 표현. ( ) (real-world)
으로 사용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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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1>  
 문제 수학적 모델링 과제[ 1]  

제목 상자에 음료용기를 넣는 방법: 

목적 1. : 슈퍼에 가면 다양한 상품들이 포장되어있는 것을 포장된 박스에서 
물건을 꺼내어 진열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사람이나 기계가 박스 운
송을 위해 물건을 쌓아 포장을 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슈퍼의 진열장에 . 
진열된 다양한 많은 물건은 대부분 다각형이나 원기둥 등 다양한 도형의 면
적과 체적이 어떤 관계인지를 이해하고 현실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
지 활용능력을 알며 현실과 수학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한다.

문제 진술2. : 음료 공장에서는 음료 내용물이 손상이 없고 안전하며 가능, 
한 박스에 많이 담아 운송을 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 , , 

와 와 박스 안에 가장 많은 음료용기들을 넣을 수 있는 방법a cm b cm c cm
을 구하시오

사전 수학지식3. :  평면의 면적과 입체도형의 체적을 구하는 방법을 안다. 
구 삼각뿔 사면체 육면체 원기둥 등 등 입체도형을 알고 면적을 계산할 , , , , 
수 있어야 한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알아야 한다. .

학교교과 과정 연계4. 
 대수 연산의 방법(1) – 

기하 다각형 다면체 피타고라스 정리 (2) , , – 
 (3) 수학외적인 분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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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문제 진술

학생 팀 이름 날짜 ( ) 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
 
학생들은 물건을 사러 슈퍼에 들른 적이 있을 것이다 다양한 물건들이 슈퍼. 
진열대에 있는 것을 보게 되지만 이따금 직원들이 물건을 진열하기 위해 포장
된 상자에서 물건을 꺼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한 상자에는 다양한 모양으. 
로 음료를 담은 용기들도 있다 또한 다양한 모양의 과일의 경우나 음료수 공. 
장에서는 내용물이 손상이 없고 안전하며 가능한 많이 담아 운송을 하려한다. 
그렇다면 과일이나 음료수용기들을 어떻게 쌓으면 빈틈이 없이 잘 쌓아 담을 
수 있을까요?

진열된 과일과 음료수 [Fig. 6] 

 
질문 음료 공장에서는 음료 내용물이 손상이 없고 안전하며 가능한 박스에 :: , 
많이 담아 운송을 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와 . , , a cm b 

와 박스 안에 가장 많은 음료용기들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구하시cm c cm
오

활동지5.  
    수학이외의 배경 내용을 위한 활동지 (1) 

수학적 모델링을 위한 활동지    (2) 

기타6. 사항 
 ( 필수적인 것1)  : 기타

선택적인 것 (2)  :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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