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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방법의 차등화를 통한 수학적 창의성 
평가에 대한 소고1)

김판수2) ․ 김난영3)

2009개정 교육과정부터 현장에서 창의성 교육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
고, 평가에서도 ‘수학적 지식과 기능을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제해결로서 수학창의성을 평가하는 비교적 
간단한 방안을 제안한다. 수학적 창의성을 확산적 사고에 초점을 맞추어 유창성, 
융통성 및 독창성 요인으로 측정하는 것은 수학이라는 본연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
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지필고사로서는 창의적 산물의 두 가지 기준인 신기성(새로
움)과 적절성(가치) 중에서 후자를 반영하기 힘들었다. 본 연구에서 수학적 문제해
결에서 학생들이 제출한 해에 서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창의성의 적절성을 측
정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들을 연구하였다. 첫째, 학생과 교사가 생각하는 우수한 
해의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 두 집단 간 우수한 해의 판단은 일치하는가? 두 가지 
의문에 대해 두 집단 모두 우수한 해는 ‘풀이과정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다.’로 
요약되었으며, 반면 나쁜 풀이는 그 반대로 ‘풀이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었다.’
로 약될 수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두 가지 문제해결에서 두 집단 모
두 우수한 해의 순서는 일치하였다. 아울러 두 집단이 평가한 우수 해의 일치가 의
미하는 바와 해의 차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수학창의성 평가 방안을 제안
하였다.
 
주제어: 창의성 평가, 창의성 요인, 문제해결, 적절성, 우수한 해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창의성은 교육에서뿐만 아니라 경영, 산업, 정부,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핵심 역량으로 간주되고 있다. 오늘날 창의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어느 때보다

도 창의적인 인간이 인간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지식의 생성과 소멸이 빠르고 지식의 축적보다는 응용과 융합이 요구되

고 있는 사회이다. 새로운 생각을 존중하고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지 않는 창의적인 사람

들의 중요한 성격적 특성은 기업의 CEO에서부터 말단 사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꾼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이같이 우리사회 전반에서 창의적 인간의 필요성이 최근에 특별히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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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지만 교육에서는 상당히 이전부터 창의성을 강조해왔다. 

우리나라에서 창의성이 국가교육과정에 제시되기 시작은 것은 제3차 교육과정(1973)에서

다. ‘창의력의 함양’이 교육과정의 기본 방침, 즉 교육적 인간상의 하나였다. 제4차 교

육과정(1981)에 이어 제5차 교육과정(1987)에서는 지식의 급격한 팽창과 과학의 발달에서 

오는 고도 산업화,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 관계의 다양한 변화에 주체

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구성 방향을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

람 그리고 지식과 기술을 익혀 문제를 슬기롭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창조적’인 사람

을 기르는 데 역점을 두고 있었다. 제6차 교육과정(1992)에서도 여전히 ‘창조’, ‘창의’

와 같이 어휘선택에서 차이는 있지만 반복적으로 창의적인 인간의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경언, 이광우, 김현미, 임선하, 2010). 제7차 교육과정, 2007개정 교육과정과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유사하게 용어나 술어는 다르지만 기초 능력 위에서 학생들의 창의적인 

능력 발휘를 강조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에 따라 초등수학 교과서 내용의 변화도 이어졌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수학 

교과서에 ‘문제 만들기’가 도입되었으며, 2007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수학 교과서에

서는 학생들이 어떤 개념을 공부하고 그것에 대해 ‘이름 붙이기’, 수학 문제를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해결하기’와 같은 것이 있었다(박만구, 2009). 또한 이경언 외(2010)의 

연구에서는 유창성과 융통성 요소에 따라 초등수학에서 창의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데, 그것은 1학년의 확률과 통계 영역에서 ‘한 가지 기준으로 사물 분류하기’, 1학년부

터 4학년까지 다루어지는 규칙성 영역에서 ‘여러 가지 규칙을 찾거나 새로운 규칙을 만

들어 보는 활동’, 5학년에서 ‘하나의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기’, 6학년에서

는 ‘조건을 바꾸어 새로운 문제 만들기’를 창의성 소재로 간주하고 있다. 

학교수학에서 교과서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위에서 확인할 수 있었지만 교실에서는 창

의성 교육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실천은 미진하다는 보고가 있다. 예를 들면, 이혜숙, 민

선희, 김민경(2012)이 서울지역 192명의 초등 교사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수학과 창

의성 수업이 필요하다고 답을 한 교사는 88.5%였으나 실제로 수업을 시도한 교사는 20.3%

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창의성 수업을 시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교육과정상 가르쳐

야 할 내용이 많다’, ‘교과서의 내용이 어렵다’, ‘여러 가지 잡무가 많다’, ‘창의성 

교육의 성취 기준이 모호하다’, 그리고 ‘기초기본 교육에 더 충실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이 나타났다.  

학교에서 창의성 교육이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를 교육과정 측면에서 분석한 이경언 외

(2010)의 연구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첫째, 창의성 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 간의 연계가 미흡하다. 둘째, 창의성 교육을 위한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

영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셋째, 교과 및 교과 외 활동에서 창의성 교육의 실천이 미흡하

다. 넷째, 창의성 증진을 저해하는 수렴적 교수학습 상황이 많고 마지막으로 창의성 평가 

방식이 부재하다. 

창의 인성을 강조한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수학 교육과정의 내용에서 변화뿐만 

아니라 학습 및 평가에서도 창의성을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교수학습방법 면에서 수

학적 창의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유의점으로 수학적 과정(문제해결, 추론 능력, 의사소통 

능력)의 강조, 수학적 과제를 통해 학생들의 확산적 사고 촉진, 하나의 수학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한 후 그 해결 방법을 비교해 보고 더 높은 차원으로 확장해서 사고하

기 등이 있다. 또한 평가 면에서 특히 인지적 영역에 대한 평가에서는 학생의 수학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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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신장을 위하여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시하여 평가하되, 7가지의 주안점을 기술하

고 있다. 그 중 마지막 항목인 ‘수학적 지식과 기능을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능

력’에서 알 수 있듯이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초등수학 교과

서가 수학적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리고 교육과정에서도 ‘창의

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수학 창의성 수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창의성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주요

한 이유에는 창의성 평가 부재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창의성 교육을 위해서는 평가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평가를 통해서 창의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도 높일 수 있다. 지금까지 수학 창의성 검사는 대부분 연구용으로 사

용되고 있으며 수학 영재 선발과 같은 특별 프로그램을 위해서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가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학교에서 학생들의 창의성을 평가할 목적으로 공식적으로 사용된 예

를 찾기 힘들다. 수학적 창의성 검사 도구는 일반 창의성 검사에서 사용되는 형식을 그대

로 적용하며 단지 내용만 수학적인 것으로 대체하였다. 그래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과 

같은 요인으로 수학 창의성을 평가한다. 그러나 이들 요인에 의한 수학적 창의성 측정에 

대해 회의적 반응이 많다(유윤재, 2004; 김부윤, 김철언, 이지성, 2005; 황우형, 최계현, 김

경미, 이명희, 2006). 수학적 창의성 평가가 대부분 확산적 사고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은 

수학이라는 본연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학교육에 그대로 접목하려는 시도였으며, 

이러한 연구 관행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성창근, 박성선, 2012). 기존의 측정 방식을 초등

학교 일반 학생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다. 문제 출제에서부터 채점 기준의 설정과 채점 

방식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제 학교수학의 현장에

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적절한 수학 창의성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2. 연구문제

수학에서 문제해결은 창의성 평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

생이 제안한 수학적 문제해결의 방법을 질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일반교사가 학생들의 수학

적 창의성을 측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한다.

가. 우수한 수학적 문제해결 방법과 나쁜 문제해결 방법의 특성은 무엇인가?

나. 학생들이 제출한 문제해결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교사집단과 초등학생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가?

다. 학생의 문제해결 방법을 점수화 방안과 수학창의성 평가 방안은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수학적 창의성과 문제해결

1961년에 로데스(Rhodes)가 창의성에 대한 64개의 정의를 분석할 만큼 창의성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여 창의성에 대한 일치된 정의는 없지만, 여러 학자들이 공동적으로 합의된 

창의성 개념은 신기성(새로움)과 적절성(가치)이다. 창의성은 새롭고 가치있는 산물을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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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능력을 말한다. 수학에서 새롭고 가치있는 수학적 생각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문제해

결의 장이다. 그러므로 여러 학자들이 수학 창의성을 정의할 때도 문제해결 장면에서 기

술한다.

학교수학은 학문으로서의 수학과 동일하게 정의될 수 없다. 학교수학은 학문적 수학을 

다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

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는데 필요한 사고와 기술을 배우기 위한 도구 교과적 

성격을 포함한다(이종희, 김기연, 2007). 남승인(2007)은 수학적 창의성을 ‘수학적 문제 상

황에서 이전에 학습한 지식과 경험을 통합, 재구성하여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 참신하고 

다양하면서도 융통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향과 능력’으로 규정하였다. 수학적 창

의성은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들의 정의를 분석한 박만구(2009)는 수학적 창의

성을 ‘문제 상황을 수학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독특하게 사고하고, 예기치 못한 새로

운 연결 및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특성’으로 요약하였다. 또한 김홍원,김명숙,송상헌(1996)

의 수학적 창의성에 대한 정의에서도 창의성을 정의하기 위해 문제해결력을 다루고 있다. 

수학적 창의력을 수학적 문제해결력과 수학적 창의성이 결합된 가장 고차적인 수학적 사

고능력으로 보았으며, 수학적 창의성을 창의적 문제해결과 동일시하면서 창의적 문제해결

을 강조하였다(이종희, 김기연, 2007). 이대현(2012)은 수학교육에서 창의성은 수학적 사고

의 확산적 측면과 수학적 문제해결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았다. 이처럼 여러 학자들

의 정의에서 문제해결은 수학 창의성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2. 수학 창의성 평가

무엇을 어떤 기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느냐는 교수・학습에 영향을 미치기에 교육 

분야에서 중요한 문제였다. 평가는 일반적으로 교육적 성취의 확인, 분류․선발의 기능, 교

육적 개선의 기능, 학습자 이해의 기능 등이 있지만 학교 수학에서 창의성 평가의 목적은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에 있다.

수학창의성 검사는 Guilford의 확산적 사고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Haylock(1987)은 확산적 산출물 검사에 의해 평가되고 있는 수학 창의성 검사를 3가지로 

분류하였는데, 그것은 문제해결, 문제설정, 재정의이다. 첫째, 문제해결 형태는 단순히 많

은  해를 가진 수학적 문제이다. 전형적인 과제로는 3×3 격자위에 선분을 그어 넓이가 2

㎠ 되는 서로 다른 도형을 가능한 한 많이 그려보는 문제이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김홍원․
김명숙․방승진․황동주, 1997) 개발한 표준화된 수학 창의성 문제해결력 검사(MCPSAT; 

Mathematical Creative Problem Solving Ability Test)는 수학적 창의성을 수학적 문제 상황

에서 고정된 사고방식을 탈피하여 다양한 산출물을 내는 과정 및 능력으로 간주하여 개발

된 검사로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이라는 3개의 하위 구성요인을 가진다. 둘째는 문제설

정인데, 이는 수학적 상황에서 가능한 한 많은 문제를 만들어 보는 과제이다. 셋째, 재정

의는 단지 수학적 속성으로서 그 상황의 요소를 연속적으로 재정의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많은 다양한 독창적인 방법으로 반응하도록 상황을 주는 것이다.

어떤 형태이건 산출물에 대한 평가는 새로움의 정도와 적절성에 기초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학 창의성 평가는 그 요소인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점수

로 산출되고 있지만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요인은 없다. 혹자는 독창성을 질적인 요인으

로 간주하지만 독창성은 새로움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지 질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요인

으로 둔 것이 아닌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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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학자들은 기존의 창의성 평가 요소가 수학의 창의성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황우형, 최계현, 김경미, 이명희, 2006; 남승인, 2007; 김부윤, 이지성, 2005; 유윤

재, 2004; 齋藤昇, 1998; Ervynck, 1991). 특히 유윤재(2004)는 이러한 요소들간에 비등가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는 또한 ‘...어떤 문제에 대해 제시된 풀이들을 비교하면 사고의 

경제학이라는 관점에서 상호비교 가능한 것이 많으므로 비평등 복수적 답의 범주에서 비

교된다.’고 말하면서 기존의 창의성 측정을 위한 일부 문제는 ‘최선의 풀이과정을 측정

하기’ 위한 질문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전히 지필 형태의 수학 창의성

에서 해의 적절성(가치)에 대한 평가를 구체화시킨 연구를 찾기 힘들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과 교사들로 구성된다. 초등학생은 B시의 B초등학교 5학년 2

개반 53명과 S시의 S초등학교 5학년 3개반 80명으로, B시는 ‘사과상자 문제’를 적용하

고, S시는 ‘삼각형 넓이 문제’를 적용하였다. 이들은 수학문제를 풀고 난 후 우수 해답

에 순위를 매기는 실험에 참여하게 된다. 교사들은 B대학에 다니는 예비교사, 수학교육전

공 대학원생 및 B시의 3개의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실험대상의 인원수

와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결과분석에서 설명된다.

2. 연구절차

연구대상자에게 주어진 문제는 두 문제로 각 문제는 다른 지역의 학생들에게 주어졌다. 

학생들에게 제한시간 10분 이내에 한 문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풀도록 요구하였다. 본 연

구자는 학생들이 해결한 문제의 해결 방식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1∼2주가 지난 후 해당 

학생들에게 제시하여 우수한 해에 순위를 매기게 하고 우수한 해를 고른 이유와 가장 우

수하지 못한 풀이를 고른 이유를 쓰게 하였다. 그리고 교사 집단에게도 마찬가지로 학생

들의 문제해결 방식에 대해 우수한 순서를 매기게 하고 그 이유를 쓰게 하였다.

3. 문항개발 

본 연구의 초점이 학교수학에서의 창의성 평가이므로 교과서에 있는 문항을 참조하여 

개발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제공될 수학 창의성 평가를 위한 수학 문제는 거의 모든 학

생들이 해결할 수 있는 평이한 문제이나 그 해결 방법이 최소 4가지 이상 나오는 문제로 

선정하였다. 평이한 방법으로 문제를 시도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지만 생각을 바꾸

면 더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였다. 수와 연산에서 한 문항, 측정에서 한 문항

이 선정되었으며 사용된 문항은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다.

4. 자료 분석

수학적 문제해결에서 초등학생 5학년이 선택한 우수한 답과 교사집단이 선택한 우수한 

답의 순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카이자승 -검정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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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 자료를 빈도로 나타낸 것이 아니라서 SPSS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카이자승 -검

정 공식을 적용하여 엑셀로 구하였다. 사용된  
  




  








이다. 여기서 R개의 

행과 C개의 열로 이루어진 R×C의 유관표에서 관찰비율 와 기대비율   간의 차이를 

자승하여 이것을 기대비율로 나눈 후, 각 열의 관찰치의 합계 를 곱한 값들을 모두 더

한 것이다. 집단 간 빈도의 차에 대한 관련성 카이자승 검정 방법은 박천환(2000, p.329)의 

편역서를 참고하였다. 카이자승의 실제 계산 예는 아래 연구결과 Ⅳ.2.라 절의 각주를 참

고한다.

Ⅳ. 연구결과

1. 초등학생의 문제해결 방법과 논의

가. 사과상자 문제

B시 B초등학교 5학년 2개 반 53명에게 다음 문제를 2가지 방법(<방법1>, <방법2>)으로 

해결하도록 하였다.

<표 1> 사과상자 문제

[문제1] 5개의 음료수가 담긴 상자의 무게는 6kg입니다. 그런데 음료수 3개를 

         친구가 가져가고 나니 5.1kg이 되었습니다. 상자만의 무게는 얼마입니까?

53명 중 4명의 학생이 정답을 맞혔지 못하고 2명의 학생은 답을 찾았으나 그 과정을 알

아볼 수 없어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나머지 47명 학생들의 문제해결 방식은 아래 <표 

2>와 같이 4가지로 분류되었다. 이들 해법 간에는 유사성이 많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해결

한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표 2> 사과상자의 문제해결

방법 해결방법

<해1>

음료수 3개의 무게는 0.9kg이므로 

음료 1개의 무게는 0.9÷3=0.3kg. 

15개의 무게는 4.5kg, 상자의 무게:  6-4.5=1.5 kg

<해2>

음료수 3개의 무게는 0.9kg이므로 

음료수 15개의 무게는 0.9×5=4.5kg.

상자의 무게:  6-4.5=1.5kg

<해3>
비례식 3: 0.9 = 15: □에서 사과의 무게 □=4.5kg 

그러므로 상자의 무게: 6-4.5=1.5kg

<해4>
6―□ : 5.1―□=15: 12가 성립하므로 

상자의 무게 □=1.5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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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상자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47명의 학생 수를 조사한 통계는 <표 3>과 같다. 

많은 학생들이 <방법1>에서는 <표 2>에 있는 <해1>과 같은 방식으로 사과 한 개의 무게를 

구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방법2>에서는 <해1>에 해당하는 풀이를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해결한 경우가 많았다. 이들 풀이에서 사용한 근본적인 아이디어에서 차이가 없어 동일한 

풀이로 분류하였다. 72%의 학생들이 <해1>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이 방법

이 가장 평범한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를 해결한 학생 47명중 두 번째 방법을 

제시한 학생은 39명이었다. 그 중에서 <해1>을 선택한 학생이 두 번째 방법에서도 근본적

으로 차이가 없는 <해1>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표 3> 사과상자 문제해결 통계(인원수, 괄호안은 백분율)

            방법

시도한 인원
<해1> <해2> <해3> <해4> 계(백분율)

<방법1> 34(72%) 11(23%) 2(4%) 0(0%) 47(99%)

<방법2> 24(62%) 9(23%) 3(8%) 3(8%) 39(101%)

계 58 20 5 3

이 문제는 평균 수준의 학생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며 복잡한 계산이나 사고

과정을 요구하지 않으며 다양한 전략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해의 질

적 평가는 가능한 것으로 보였다.

나. 삼각형 넓이 문제

두 번째 문제는 <표 4>와 같이 빗금 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앞에서 언급된 

‘사과상자 문제’보다 더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었다.

<표 4> 삼각형의 넓이 문제

[문제2] 다음 빗금 친 부분의 넓이를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하시오..

11cm 9cm2cm

7cm

3cm

5cm

 <방법1>

 <방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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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해결방법 그림 설명

<해1>

큰 직사각형 넓이에서 가운데 길 부분의 넓이를 

뺀 후 2로 나눈다. 

22×15＝330㎠에서 14＋27＋16＋33＝90㎠를 

뺀 뒤 ÷2를 하면 120㎠

<해2>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를 모두 따로 구해서 

더한다.

(11×7÷2)＋(9×7÷2)＋(11×5÷2)＋(9×5÷2)

＝38.5+31.5+27.5+22.5=120㎠ 

두 번째 문제에서는 9월 중순에 서울의 S초등학교 5학년 3개 반에서 담임교사의 지도하

에 학생들이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80명의 학생 중 51명의 학생이 

문제를 풀었으나 오답을 한 학생 29명(36%) 중 상당한 학생이 많은 계산을 요하는 방법

(<해2>)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였다.

학생들의 해답을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학생들이 구한 해답은 <표 6>과 같이 6가지로 

분류되었다. 이 문제에서도 학생들은 <방법1>과 <방법2>에서 각각 어떤 해법을 선택하였

는지 알 수 있도록 <표 5>와 같이 분석을 하였다.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문제를 해결

하는데 실수가 많았지만 이 과제는 다양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문제였기에 다른 방법

으로 문제를 해결한 학생이 상당히 많았다. 그런데 첫 번째 방법으로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학생의 65%가 <해2>를 선택하였다. <해2>는 4개의 삼각형의 넓이를 각각 따로 구

해서 더하여 구하는 방식인데 이 방법은 소수계산을 요구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거로

운 작업을 요구하였다. 다수의 학생들이 <해2>를 선택한 것은 즉각적으로 생각나는 방법

을 선택하거나 또는 가장 자신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풀이된

다. 

<표 5> 삼각형의 넓이 문제 통계(백분율)

방법 <해1> <해2> <해3> <해4> <해5> <해6> 계

<방법1> 6(11) 33(65) 8(16) 1(2) 1(2) 2(4) 51(100)

<방법2> 10(22) 4(9) 7(16) 2(4) 8(18) 14(31) 45(100)

16 37 15 3 9 16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2>에서는 <표 5>와 같이 학생들의 풀이는 상대적

으로 다양하게 나왔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라는 질문이 다양한 사고를 이끌 수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후에 진행된 연구에서 교사집단과 학생집단 모두 아래 6가지의 

해에서 우수한 순위를 매기는 평가에서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시도한 <해2>와 <해6>을 좋

은 못한 해로 평가하였다.

<표 6> 삼각형의 넓이 문제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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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3>

작은 직사각형 넓이의 합을 구하여 모두 더한 

후 2로 나눈다. 

즉 (11×7)＋(9×7)＋(11×5)＋(9×5)＝240㎠에 

2를 나누면 120㎠ 

<해4>

위의 두 삼각형을 붙이고, 아래 두 삼각형을 

붙여서 넓이를 구하여 더한다. 

(11＋9)×7÷2＝70㎠ 와 

(11＋9)×5÷2＝50㎠의 합은 120㎠

<해5>

빗금친 부분은 작은 직사각형 4개를 옮겨 붙여 

만든 사각형의 


이다.

(11+9)×(7+5)×


=120㎠

<해6>

큰 사각형 넓이에서 빗금을 치지 않은 넓이를 

모두 뺀다. 

22×15=330㎠에서 빗금치지 않은 부분의 

넓이{(11×7÷2)＋(9×7÷2)＋(11×5÷2)＋(9×5

÷2)}+ {(3×20)+(2×7)+(2×5)}=210㎠을 

빼면 120㎠

2. 초등학생과 교사집단이 평가한 해의 특성과 교차분석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한 학생들에게 담당 교사가 문제해결 방법, 특히 삼각형의 넓이 문

제의 6가지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고 해법에 대해 우수한 순위를 매기도록 하였다. 

교사설문은 교육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예비교사 27명, 수학교육전공 대학원생 19명 

및 3개 초등학교 교사 6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평가실시 전에 가장 우수한 해와 가장 나

쁜 해를 먼저 고르고 그 이유를 쓰게 한 후, 나머지 해에 대해서 순위를 매기도록 하였다.

가. ‘사과상자 문제’에 대한 교사 및 초등학생 평가

우선 ‘사과상자 문제’의 4가지 풀이에 대해 학생들이 평가한 것은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우수한 해법으로 <해2>를 선택하였고, 두 번째로 우수한 해법은 <해1>이

며, <해3>에 이어 가장 좋지 못한 것이 <해4>로 나타났다. 우수 방법에 대한 각각의 순위

에서도 60%이상의 빈도를 갖는 명확한 차이를 드러냈다. 한편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47명의 학생 중 37(72%)명이 <해1>을 선택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지만 그들의 평가에서

는 <해2>가 더 우수하다고 답하였다. 학생들은 문제해결 당시에는 우수한 방법을 생각하

지 못하나 그들은 더 좋은 방법을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512                             김  판  수  ㆍ  김  난  영                            

<표 7> 사과상자 문제풀이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평가 빈도(백분율)

방법
가장 우수한 

방법
2순위 3순위 4순위 계

<해1> 11(21) 34(64) 8(15) 0(0) 53

<해2> 34(64) 9(17) 7(13) 3(6) 53

<해3> 6(11) 9(17) 33(62) 5(9) 53

<해4> 2(4) 1(2) 5(9) 45(85) 53

계 53 53 53 53

예비교사를 포함한 교사로부터 얻은 107명의 유효한 설문조사 분석은 <표 8>과 같다. 

이 표에서 교사들이 매긴 우수 풀이의 순위와 학생들이 매긴 순위가 상당히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평가한 순위가 더 또렷함을 알 수 있다.

<표 8> 사과상자 문제풀이에 대한 교사들의 평가 빈도(백분율)

문제해결
방법

가장 우수한 
방법

2순위 3순위 4순위 계

<해1> 31(29) 49(46) 21(20) 6(6) 107

<해2> 63(59) 29(27) 10(9) 5(5) 107

<해3> 9(8) 24(22) 59(55) 15(14) 107

<해4> 4(4) 5(4) 17(16) 81(76) 107

계 107 107 107 107

나. ‘삼각형 넓이 문제’에 대한 교사 및 초등학생의 평가

S초등학교 3개 학급 중에서 한 학급에서 6가지의 풀이를 스스로 읽고 평가하도록 하였

으나 학생들이 힘들어하였다. 그래서 교사가 나머지 2개 반 52명의 학생에게 6가지 풀이

과정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순서 매김을 요구하였다. 해를 유사한 것끼리 6가지의 종류로 

분류하고 학생집단과 교사집단에게 우수한 풀이과정을 순서대로 번호를 매기도록 하여 정

리는 결과는 <표 9>와 <표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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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삼각형 넓이 문제풀이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 인원수(백분율)

방법
가장 우수한 

방법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계

<해1> 1(2) 5(10) 4(8) 23(44) 16(30) 3(6) 52

<해2> 4(8) 2(4) 7(13) 10(19) 25(48) 4(8) 52

<해3> 3(6) 15(29) 21(40) 10(19) 3(6) 0(0) 52

<해4> 1(2) 24(46) 19(37) 7(13) 1(2 0(0) 52

<해5> 43(83) 5(10) 1(2) 2(4) 1(2) 0(0) 52

<해6> 　0(0) 1(2) 0(0)　 　0(0) 6(12) 45(87) 52

계 52 52 52 52 52 52 312

<표 5>에서 65%의 학생들이 <해2>를 선택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학생들의 평가에서

는 5순위로 선택하였다. 가장 우수한 풀이와 가장 좋지 못한 풀이과정은 <해5>와 <해6>으

로 학생과 교사 모두가 일치된 평가를 하였다. 그런데 학생들은 <해3>과 <해4>에 대해 비

슷한 비중으로 평가를 하였고, 교사들은 <해1>과 <해2>에 대해서 비슷한 비중으로 평가를 

하였다. 

<표 10> 삼각형 넓이 문제풀이에 대한 교사들의 평가 인원수(백분율)

문제해결
방법

가장 우수한 
방법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계

<해1> 5(6) 8(9) 10(12) 22(26) 36(42) 5(6) 86

<해2> 7(8) 9(10) 12(14) 28(33) 27(31) 3(3) 86

<해3> 9(10) 13(15) 33(38) 21(24) 6(7) 4(5) 86

<해4> 8(9) 46(53) 17(20) 7(8) 6(7) 2(2) 86

<해5> 57(66) 9(10) 10(12) 4(5) 5(6) 1(1) 86

<해6> 0(0) 1(1) 4(5) 4(5) 6(7) 71(83) 86

계 86 86 86 86 86 86 516

다. 우수한 해법과 나쁜 해법의 특성

학생과 교사가 선택한 우수한 해법과 그렇지 못한 해법의 특성을 알아보고 그 차이가 

있는지 논의한다. ‘사과상자 문제’와 ‘삼각형의 넓이 문제’에서 가장 우수한 방법과 

우수하지 못한 해로 피험자가 선택한 해에 상관없이 1순위와 마지막 순위로 지정한 해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표 11>로 정리하였다. 해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빈도가 높은 순으로 

나열하였지만 문제가 다르고 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해를 선택한 이유와 가장 

나쁜 해를 선택한 이유는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거의 일치하였다. 단지 용어를 기술하

는 수준의 차이일 뿐이다. 우수한 답은 ‘풀이과정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다.’로 요약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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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나쁜 풀이는 ‘풀이과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들다.’로 요약될 수 있다. 

<표 11> 1순위 해와 마지막 순위 해의 특성

방법
사과상자 문제 삼각형 넓이 문제

학생 교사 학생 교사

1 순

위 

해 의 

특성

․ 이해하기 쉽다.

․ 답을 구하기 쉽

다.

․ 간단하다.

․ 빠르게 구할 수 

있다.

․ 시간이 적게 걸

린다.

․ 익숙한 방법이라

서.

․ 정리가 잘 되어 

있다.

․ 이해하기 쉽다.

․ 간단한 사고과정이

다.

․ 추론하기 쉽다.

․ 단순하다.

․ 접근이 쉽다.

․ 관련되는 연산이 

적다.

․ 비례식으로 푸니 

쉽다.

․ 명료하다.

․ 시간이 절약된다.

․ 이해하기 쉽

다.

․ 식이 간결하

다.

․ 간단하다.

․ 빨리 푼다.

․ 편리하다.

․ 평소에 사용하

는 방법이다.

․ 정확하다. 

․ 창의적이다.

․ 풀이과정이 간단

하다.

․ 빠르게 구할 수 

있다.

․ 과정이 간단하다

․ 효율적이다.

․ 직관적이다.

․ 한눈에 알아보기 

쉽다. 

․ 간편하다.

마지

막 

순위

의 

해 

특성

․ 이해하기 어렵다.

․ 풀이과정이 이해

가 안 된다. 

․ 복잡하다.

․ 어렵다.

․ 잘 모르겠다.

․ 복잡하다.

․ 어렵다.

․ 식을 세워 계산하

기 어렵다.

․ 여러 단계를 포함

한다.

․ 자주 접하지 않아

서 

․ 시간이 많이 걸린

다.

․ 이해하기 힘들 것

이다.

․ 복잡하다.

․ 식이 이해가 

안 된다.

․ 시간이 걸린

다.

․ 비효율적이다.

․ 계산이 많다.

․ 특이한 방법이

다. 

․ 사전지식이 요

구된다.

․ 계산과정이 복잡

하다.

․ 비효율적이다.

․ 실수하기 쉽다.

․ 어렵게 보인다.

일반적으로 해의 특성은 문제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

생과 교사가 생각하는 우수 답의 특성은 약간의 차이를 가질 것이다. 예를 들면 ‘사과상

자 문제’에서 학생들은 식을 사용하는 풀이보다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해가 더 좋

은 것으로 평가했으나 교사는 간결한 식을 사용하는 풀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

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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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우수한 해의 선택에 대한 두 집단의 차이 분석

‘사과상자 문제’에서 교사와 학생이 선택한 우수한 풀이에 대한 빈도 <표 7>과 <표 

8>에서 각 집단 간 선택 비율이 일치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관련성 검증을 하였다. 교

차분석의 영가설은 두 독립집단의 빈도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1순위 해를 선택하는데 

두 집단 간 빈도의 차이가 없다면 영가설이 채택될 것이고, 각 집단에서 1순위로 지목한 

여러 해에 대해서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의 값을 구하니 =  2.94), 2

순위에 대해서는 =0.46, 3순위에 대해서는 =1.92, 4순위에 대해서는 =1.1로 나타났

다. 자유도가 3이고 유의수준 5%에서의 영가설 기각 범위는 
  을 넘어야 한다. 

그런데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두 집단의 각 해에 대한 선택 빈도 비율에 대한 이 모두 

7.82를 넘지 못하므로 두 집단은 각 순위별로 빈도 비율에 차이가 없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두 집단은 순위 매김에서 통계적으로 일치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삼각형 넓이 문제’에서도 1순위부터 6순위까지 각 순위에서 두 집단이 선택하는 6가

지의 해를 평가한 빈도가 일치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과상자 문제’의 각주에서 언

급한 방법으로 엑셀을 이용하여 카이자승의 값을 구했다. 자유도는 (2-1)(6-1)=5이고, 유의

수준 .05에서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집단이 1순위로 선택한 6가지 해

의 빈도비율에 대한 의 값이 5.87, 2순위에 대해서는  =5.29, 3순위에 대해서는 

=10.28, 4순위에 대해서는 =9.31, 5순위에 대해서는 =7.06, 6순위에 대해서는 =5.42

로 계산되었다. 의 값이 크면 클수록 두 집단 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유의

수준 .05수준에서 영가설을 기각할 범위는 11.07이므로 1순위부터 6순위까지 두 집단 간에 

순위 매김의 빈도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표 9>와 <표 10>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과 교사 모두가 1순위로 <해5>를 선택하였으

며, 2순위로 <해4>를, 3순위로는 <해3>을,  6순위로는 <해6>을 선정하는데 일치하였지만, 

네 번째와 다섯 번째로 우수한 해의 선택에서는 학생과 교사 간에 <해1>과 <해2>의 선택 

비율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성 차이자승 검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은 것은 6가지 모든 해의 선택 비율이 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해

1>과 <해2>가 네 번째냐 다섯 번째냐는 통계적으로 표본의 선택에 따라 차이도 날 수 있

4)     <1순위 우수 해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빈도(비율)>

방법 학생 교사 합
<해1> 11(0.21) 31(0.29) 42(0.26)

<해2> 34(0.64) 63(0.59) 97(0.61)
<해3> 6(0.11) 9(0.08) 15(0.09)

<해4> 2(0.04) 4(0.04) 6(0.04)
계 53 107 160

1순위에 대한 두 집단 간의 해 선택에 대한 비율의 차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2.9는 다음과 같은 
계산 방식에 의한 것이다. 실제 계산에 사용된 비율은 소수이하 6자리의 수였다.

=53{+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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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본 연구가 어떤 풀이가 몇 순위인가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아동들도 우수한 해와 그렇지 못한 해를 교사와 같이 인식하고 평가할 수 있는가를 알아

보는데 있었다.

 

3. 문제해결과정을 통한 창의성 측정 방안

본 연구에서는 문제해결과정에서 답은 하나이지만 과정이 다른 해의 적절성(가치)을 고

려한 수학 창의성 측정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있다. 문제와 지시문, 

채점방법 그리고 기존 수학창의성 방법과의 차이를 알아본다.

가. 창의성 문제와 지시문

문제해결을 통한 수학창의성 과제의 조건을 기술해보자. 우선 일반학생의 접근이 가능

한 문제이어야 한다. 즉, 문제가 너무 어렵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는 문제의 풀이과정이 

다양해야 한다. 평범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더 쉽고 좋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문제면 좋다. 세 번째는 학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문제이어야 할 것이다. 예전에 풀어본 

경험을 가진 학생은 이미 가장 좋은 해결방법을 알고 있어 공정한 평가 문제가 될 수 없

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답란에 <방법1>과 <방법

2>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앞에서 보았지만 학생들은 처음부터 우수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즉각적이고 생각나는 것을 그리고 확실하게 알고 있는 전략을 선호하였

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시문이 있어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

을 것이다. 학생이나 교사나 모두 우수한 해는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을 지칭

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1>과 <방법2> 또는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하라는 

지시문 대신 ‘이해하기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

리고 한 시간에 3∽4문제를 출제하여 한 문제당 10분∽15분 정도 소요되는 과제를 주는 

것이 좋다.

문제해결의 과정을 평가하는 문제에서 학생들은 많은 해를 낼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2가지 방법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지만 대체로 한 문제에 대해 3가지 내외의 풀이과정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나. 풀이과정의 채점

학생들의 풀이과정에 대해 교사들은 어떻게 점수를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6개로 분류된 

‘삼각형의 넓이 문제’로써 간단한 조사를 하였다. 앞에서 설문을 한 예비교사 20명과 B

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 대학원에 재학중인 교사 13명에게 <해5>가 가장 우수한 답으로 평

가되어 10점을 준다면 나머지 답에 대해서 10점 이하의 적절한 평점을 주도록 요구하였

다. 단, 무응답 또는 오답은 0점을 주며, 그리고 <해6>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33명의 교사 중 13명(40%)이 가장 좋지 못한 해에 5점을 주었으며, 각 

해에 대한 평균 평점은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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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교사가 부여한 해의 평점

해 <해5> <해4> <해3> <해1> <해2> <해6>
오답, 

무응답

펑점 10 8.5 7.4 6.7 5.75 4.9 0

피험자들은 1순위와 마지막 순위를 알지만 어떤 해가 더 우수한 것인지 자신들의 판단

으로 평점을 주었다. 피험자가 준 평점의 순서는 <표 10>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이 평가

한 우수 해의 순서와 일치하였다. 이는 ‘삼각형의 넓이 문제’와 해의 평점 설문에 응답

한 대상자가 일치하지 않았으며, 앞에서 밝혔듯이 학생과 교사 두 집단 간에는 각 순위마

다 해의 선택 빈도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지만 선택된 표본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위 사실로부터 우리는 학생이 푼 문제의 답에 대한 적절성(질적)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

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우선 학생들의 답을 유사한 것끼리 분류해야 할 것이다. 분

류된 답에 대해서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협의를 거쳐 점수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고학년에 대해서는 우수한 학생들과 함께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앞

에서 교사가 생각하는 우수 해와 학생이 생각하는 우수 해는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학

생평가단을 구성할 때는 문제풀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야 하고, 최고와 최

저점 등과 같은 점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오답이나 무응답은 0점, 

가장 우수한 해는 10점, 정답을 구한 풀이는 최소 5점을 부여하도록 할 수 있다.

다. 창의성 평가와 그 특성

다른 창의성 요소인 유창성, 융통성 및 독창성도 평가할 수 있는가? 문제해결 과정의 개

수가 많지 않으므로 유창성을 측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유창성과 독창성의 측정은 가능

하다. 독창성은 반응의 빈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할 수 있지만 반응의 빈도가 낮음을 감안

하여야 한다. 융통성은 특정 기준에 따라 분류된 범주의 개수에 따라 측정된다. 그런데 융

통성과 적절성의 분류 기준이 같은지 의문이 생긴다. 적절성의 범주 기준은 해의 질적 수

준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해의 단순성, 

추상성, 일반성과 같은 수학적 사고와 관련된 내용 수준에서 구분을 했었다. 하지만 일반

적으로 융통성은 다양한 관점을 기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면, <표 2>의 ‘사과상자 문제’

에서 <해1>과 <해2>은 융통성 관점에서는 같은 해로 분류될 수 있지만 해의 적절성에서는 

수준의 다르기 때문에 다른 범주로 구분하였다. 한편 같은 문제에서 <해1>을 그림으로 나

타낸 해를 <해1>과 적절성에서는 동일시하였으나 융통성을 위한 분류에서는 다른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의 단순화를 위해 융통성 요소를 생략한다. 왜냐하면 

융통성과 적절성의 범주가 중복되고, 또한 적절성 측정은 융통성 범주에 가중치를 부여하

여 측정한 것과 동등하기 때문에 적절성이 융통성의 상당 부분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

다.

그렇다면 이들 요소들 간에는 어떤 가중치로 합산을 하는가? 秋田美代(2001)는 창의성 

요소 가 가지는 가중치 에 대해 창의성의 측정치는 
  

 로 규정하고 창의성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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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들의 관계를 연구한다. 여기서 가중치 는 교사들이 협의하여 정한다고 말한다. 이처

럼 창의성의 각 요소에 부여할 가중치는 더 연구되어야할 과제이다. 그러므로 문제해결 

풀이과정에서 수학적 창의성은 융통성, 독창성과 해의 적절성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당하

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표 13>과 같다.

<표 13> 문제해결과정의 창의성 평가와 기존 창의성 평가의 비교

기존의 창의성 평가 본 연구의 창의성 평가

사고 확산적 사고 확산과 수렴적 사고의 균형

문제형태 재정의, 재정의에 가까운 문제해결 수학적 문제해결

측정요소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독창성, 적절성, 융통성(생략)

관점 다양한 관점에서 얻어지는 다른 답 답은 같으나 과정이 다른 풀이

채점관점 다양하고 독창적인 반응  다양하고 우수한 풀이

특징 많은 반응의 수, 표층적 반응 적은 반응의 수, 심층적 반응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수학적 창의성은 ‘수학적 문제해결에서 유용한 전략 혹은 방법을 이용하

여 새롭고 가치있는 결과를 산출해 내는 능력’으로 규정하고(이대현, 박배훈, 1998), 가치

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해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타당성과 실제를 다루었다. 

교사와 초등학생이 각각 생각하는 좋은 해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가? 우수한 풀이의 순위

에 따라 해를 선택하는 교사와 학생 간에 차이가 있는가?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 어

떤 지시문이 적절한지 그리고 여러 가지 풀이에 대해 점수를 어떻게 줄 것인가를 살펴보

았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학 문제의 풀이를 평가하면서 학생과 교사가 생각하는 좋은 해와 나쁜 해의 특

성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학생과 교사가 공통으로 생각하는 우수한 해법은 ‘풀이가 간

단하고 이해하기 쉽다.’로 요약될 수 있으며, 나쁜 풀이는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들

다.’였다. 우수한 해의 기준은 독창성을 측정하는 빈도와는 무관해보였다. ‘사과상자 문

제’에서는 빈도가 낮게 나타났던 <해3>과 <해4>가 낮은 평가를 받았지만, ‘삼각형의 넓

이 문제’에서는 빈도가 낮게 나왔던 <해3>, <해4> 및 <해5>의 평가가 높게 나왔다. 그러

므로 해의 적절성(우수성)과 독창성은 서로 별개의 요인으로 볼 수 있었다.

소수의 의견이지만 학생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방식에 더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교사

들은 식을 세워서 형식화하는 답에 호의적인 반응이었다. 직관이나 통찰을 요하는 기하나 

측정영역과 공식이나 방정식 등을 사용하는 대수영역에서 다소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

다.

둘째, 고학년 초등학생이 생각하는 우수한 해법은 교사가 생각하는 우수한 해를 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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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빈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두 집단이 해를 선택하

는데 완전한 일치를 보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두 가지의 사례에서 우수 

해의 모든 순위까지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학생들의 소그룹활동에서 다양한 해를 

찾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문제해결 과정의 적절성

을 평가 기준을 정하는데 우수 학생들과 담당 교사가 협의해서 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두 가지의 문제 중 문제해결 전략이 많지 않은 ‘사과상자 문제’에 대해서는 

‘2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라’는 요구에도 다른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해결방법을 다르게 표현하였다. 반면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문제인 ‘삼각형

의 넓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법2>에서 다양한 답이 나왔으나 많은 학생들이 계산하기 

힘든 복잡한 전략을 선택하여 오답율이 높았다. 따라서 학생들이 융통성 있는 사고를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문제의 구조를 파악하여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

다. 따라서 학교수학에서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는 지도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문제해결로써 수학창의성 평가를 위한 문제는 새롭고, 해결방법이 다양하며 모든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좋다. 한 시간에 3∽4문제를 출제하고 각 문제에 대해 3

개 내외의 다른 풀이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학생들의 반응을 점수화하는 방법

은 먼저 질적 수준을 고려하여 유사한 아이디어를 사용한 해를 분류한다. 분류된 해에 대

해 교사집단 구성이 힘들면 우수 학생을 포함시킨 평가단에서 각 분류에 대한 해를 논의

하고 협의를 통해 평점을 부여한다. 독창성 점수와 적절성 점수만으로 창의성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다음을 제언한다.

 

수학 교육에서도 수학 본유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창의성이라는 심리적 구인의 본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음(박성선, 2002)에 동의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문제해결로써 수학 창의성 평가 방안을 논의하였다. 앞으로 더 많은 사례를 통해 더 

정교한 절차와 기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렴적 차원에서 수학적 창의성을 쉽고 

간편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문제해결뿐만 아니라 문제발견 영역에서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정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적절성에 

대한 준거타당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적절성의 측정이 학업성취, 지능 그리

고 창의성의 다른 요인들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다른 수학적 문제 

상황에서 창의성의 적절성 요인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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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te on a Method for Mathematical Creativity Assessment 

by Differentiating the Student’s Solutions of the Posed Problems

Kim, Pan Soo5); & Kim, Nan Young6)

 

In the 2009 new curriculum reform, where creativity is the key point, assessment 

methods for mathematical creativity is recommended. However, lessons for creativity are 

not carried out well in mathematics classes. One of the reasons for this is the lack of 

assessment methods for student’s creativity and specific instructions on how teachers 

should evaluate their students using a written test.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a simple way to evaluate student’s creativity by differentiating the student’s solutions 

of the posed problems. For validation of the proposed method, we identified the 

properties of excellent problem solutions cited by both the students group and teachers 

group. A chi-square test was then carried out to compare any differences in frequency 

that each of the groups chose as an excellent solution as a result of the student’s 

problem solving

Key words: assessment for mathematical creativity, factor for creative assessment,  

problem solving, appropriateness , excellent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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