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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을 주제로 한 기하탐구프로그램을 통한

초등수학영재학생들의 창의성1)

최 성 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이 광 호 (한국교원대학교)✝

본 연구는 초등수학영재 학생들의 창의성이 신장될 것

으로 기대되는 프로그램을 투여했을 때 나타나는 창의적

사고력과 창의적 태도 변화를 분석해 봄으로써 개발된 프

로그램이 학생들의 창의성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은 소설<플랫랜드>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차원’을 주제로 한 12차시의 기하탐구활동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문제 해결을 위하여 창의성을 인지적인

영역인 창의적 사고력과 정의적인 영역인 창의적 태도, 두

영역으로 나누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두 영역 모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창의성 신장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2)

I. 서 론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학생들은 날 때부터 첨단기

기와 뗄 수 없는 관계를 지니고 그 문명을 누리며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탈산업화 사회의 두드러진 지

표는 다품종 소량생산의 추구이며 이는 우리 생활 주

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다양성의 시

대에 창의성은 교육에서 달성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

소 가운데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창의성은 특히 수학

교육에서도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개정의 기본방침으로 창의성 함양을

강조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수학 창의성은 인간의 잠재적인 능력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

므로 그 정의를 내리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곧, 수학

창의성에 대해 학자들 간에 합의된 정의를 찾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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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우며, 그 결과 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관점에서 수학

창의성을 보고, 각기 다른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하수현, 이광호, 성창근, 2013). 수학 창의성 계발

을 위한 연구에서 성창근, 박성선(2012)은 수학 창의성

을 영역 일반적 관점과 영역-특수적 관점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영역 일반적 접근은 일반창의성에서 이야

기하는 확산적 사고라는 요인 즉, 유창성, 융통성, 독창

성, 정교성이 수학, 과학, 언어, 예술 등의 영역에서 일

관되게 영향을 준다는 관점이다. 이 경우 수학교육에

서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확산적 사고를 신장

시키면 된다고 주장한다.

창의적인 사람은 새로움, 신비, 추상적, 복잡한 것에

대한 매력을 느끼며 상상적이고 새로운 가설을 설정하

는 특성을 갖는다(Gary A. Davis외, 2011). 아리스토텔

레스는 그의 저서 천체론에서 “입체는 완전하며 3차원

을 넘는 차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플

라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는 ‘그림자’일지도 모른

다고 하였으며 푸앵카레는 유클리드의 정의를 역이용

하여 “단면이 0차원이 되는 것을 1차원이라 하며, 단면

이 1차원이 되는 것을 2차원, 단면이 2차원이 되는 것

을 3차원이므로 이와 같이 단면이 3차원이 되는 것을

4차원(초입체)”이라 하였다. 1999년에 ‘제 5의 차원이

존재한다’고 발표한 하버드 대학교수인 리사 랜덜은

Newton highlight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녀가 고등학교

시절 수학캠프에 참가했을 때에 2차원의 세계를 다룬

영화 <플랫랜드>를 통해 잉여 차원에 대해 상상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차원이 더 존재해도 무방하다

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논리적인지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되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강금희,

Newton Press, 2009). <플랫랜드>의 원작은 Edwin

Abbott(1838～1926)의 소설이다. 이 내용은 현재까지

널리 읽히고 있는 고전으로 이에 영감을 받은 사람들

로 인해 많은 과학소설과 영화, 다큐멘터리가 제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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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우리가 인식하는 3차원의 현상을 2차원적 개념

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관계를 파악하고 4

차원의 존재에 대해 가정하며, 상상해 볼 수 있게 하

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고호관, 2010 ; 박경미, 2013; 김상미,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

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뒤 초등수학영

재학생들의 창의성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차원을 주제로 한 기하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초

등수학영재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의 변화는 어떠한

가?

2. 차원을 주제로 한 기하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초

등수학영재 학생들의 창의적 태도의 변화는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수학 창의성

수학 창의성에 대해 Tall(1991)은 이해, 직관, 통찰

력, 일반화의 4가지 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해 일어난다

고 보았다.

이 해

직 관 통 찰

일반화

[그림 1] 수학 창의성의 요소와 상호작용(Tall, 1991)

[Fig. 1] The elements of mathematical creativity and

interaction(Tall, 1991)

이강섭, 황동주, 서종진(2003)은 일반 창의성을 문제

상황에 적절한 새롭고 독창적인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수학 창의성을 수학적 문제

상황에서 고정된 사고방식을 탈피하여 다양한 산출물

을 내는 과정이며 능력이라고 정의하여 그 정의의 속

성에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TTCT(Torrance Tests of Creative Thinking)도형검

사를 통한 일반창의성과 수학창의성 검사를 37명의 학

생에게 실시한 결과 창의성의 하위요소인 유창성과 융

통성의 총점에서 상관관계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으며

수학 교수학습에서 민감성, 유창성, 융통성, 정교성, 독

창성, 상상력 등과 같은 창의성 요인을 개발하여 수학

창의성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찾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창의력을 논의함에 있어서 과거의 경험과 지식

이라는 요인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이는 인간의 행동

에 있어 새로운 접근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기존의

지식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얻어진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현종익, 2005).

2. 창의성의 측정

개방형 문제는 수학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문제가

정답이 하나이며 이 점이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를 저

해할 소지가 있는데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긍

정적인 측면이 있다. 또한 수준별 수업을 하기 에도

용이하며 학생들의 고차원적인 사고를 평가할 수 있고

학생들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에 대한 정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권오남 외, 2005).

김부윤, 이지성(2005)은 수학 창의성을 측정하기 위한

문제 분석을 통해 학습자가 수학적 지식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융통성, 독창성을 드러내는 답을 구할 수 없

다고 하였으며 창의성의 하위 요인인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의 측정을 위해 개방형 문항이 필요하고 문제해

결 전략이나 방법에서도 측정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Leikin(2009)은 수학 창의성을 유창성, 융통성, 독창

성으로 나누어 측정하는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실험을

통해 이 모델은 수학적 창의성을 측정하기 위한 효과

적인 도구가 됨을 보였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개별

응답에 가치를 부여하여 점수화 하는 것은 단순히 요

소들의 합계로 창의성을 평가하는 방법의 한계(김부윤,

이지성, 2005)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적절하다.

하나의 개방형 문항에 따른 여러 응답에 대해 [표

1]과 같이 응답한 한 개당 부여될 수 있는 점수는 융

통성과 독창성에 따라 100, 10, 1, 0.1, 0.01점이며, 각

응답별 점수를 모두 더한 후 응답의 총 개수인 유창성

점수를 곱해 창의성 점수를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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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

유

창

성

융통성 독창성

n

  
첫 번째 해결

  
다른그룹의전략으로부터나온해결

  
유사한전략이지만다른표상을사용

  
같은 전략과 같은 표상을 사용

  
P<15%

  
15%≤P<40%

  
P≥40%

  
  



×

[표 1] Leikin(2009)의 수학 창의성 측정 방법

[Table 1] The methods of Leikin’s mathematical creativity

measurement

창의성의 사회 성격적 접근을 살펴보면 비인지적요

인과 창의성 사이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김판

수, 2008), 확산성, 논리성, 적극성, 집중성, 지속성, 독

자성, 수렴성, 정밀성의 7개의 요인으로 구성된 창의적

태도 검사(CAS:Creative Attitude Scale)를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적합한 형태로 재구성한 CAS-K (Creative

Attitude Scale-Korea)를 창의적 태도의 검사에 활용

할 수 있다(박문정, 김판수, 2011).

3. 수학영재교육프로그램

수학영재성이란 선천적으로 타고난 소질과 적성 및

후천적으로 학습한 수학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배경으로

수학적 과제를 창의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말한다(박종률, 2012). 유윤재(2007)는 수학영

재프로그램이 가져야 할 차별성으로 문제가 먼저 제시

되고 이에 따른 해결책을 찾고 그러한 해결 방법을 체

계화 한 이론의 구축을 정점으로 관련 지식들이 구조

화 되는 문제 기반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조직 되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창의력 계발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로 활동매체, 내

용, 방법이라는 세 가지 배경을 통한 접근을 강조한

송인섭, 정미경(2002)은 수학의 구체적 조작물들의 조

작활동, 수학의 방법에 관련된 사고, 수학적 개념, 원

리, 법칙, 내용의 세 가지 상호작용을 통해서 수학 창

의성을 계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적호기심이 큰

영재들은 구체물의 조작에 의한 지적 자극을 일반학생

들보다 더 즐기는 편이어서 영재들의 지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문제해결 전략을 키워주는 논리적 사고

력과 창의력 신장에 구체물 조작활동의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주제로 한 연구 중

최성이(2010)는 영재교육프로그램의 참신성과 프로그

램 평가 틀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영재교육프로

그램 개발은 영재교육목표에 부합하면서도 그 대상자

의 흥미와 수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다양한

소재와 주제를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발된

영재프로그램이 준거에 맞게 개발 되었는지, 영재교육

대상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그들의 수학적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이 마련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후속연구들 중 프로그램

에 대한 평가를 체계적으로 시도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연구들은 프로그램 구성의 바탕이 되는 주

제의 필요성과 활동 단계에서의 폭넓은 조작활동의 효

과를 확인 시켜준다. 또한 ‘차원’이라는 주제는 활발한

조작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주제가 초등수학영재학생에게 적용되었을 때 학생

들의 독창적인 반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

성을 엿볼 수 있었다. 나아가 프로그램의 적용 전과

후를 창의적 사고력과 창의적 태도라는 두 가지 관점

에서 비교해봄으로써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면밀히

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차원을 주제로 하며 다양한 교구를 통한

기하조작활동을 담고 있다. 따라서 여러 교구의 조작

경험이 있고 차원이라는 개념에 대한 탐구가 순조로울

것으로 판단되는 S시 교육청 영재교육원 6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초등수학영재의 창의성 신장을 위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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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내 용
사전검사 사후검사

1
지오보드를 이용하여

2조각의 합동인 도형으로

등분할

지오보드를 이용하여

4조각의 도형으로 등분할

2
정사각형, 마름모, 두

정삼각형을 이웃시킨

평면도형 그리기

정사각형, 정삼각형, 두

마름모를 이웃시킨 평면도형

그리기

3
삼각기둥 외 10개의

도형을 분류하는 기준

만들기

사각기둥 외 10개의 도형을

분류하는 기준 만들기

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성의 확인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구성과 평가 방안 마련이 선행되

어야 했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문헌 검토
↓

프로그램 개발
검사문항 및

측정방법 설정

↓ ↓

프로그램

예비투입

1차 예비평가

(검사문항 선정)

↓ ↓

프로그램 수정
2차 예비평가

(평가기준 확정)

↓
↓

← 사전평가

프로그램 투입

↓ ← 사후평가

결과분석
↓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창의성 변화

[그림 2] 연구절차

[Fig. 2] Research process

3. 검사 도구

가. 창의적 사고력 검사

연구문제 ‘가’ 중 창의적 사고력를 알아보기 위한 검

사지로 김원석(2011)의 검사지를 재구성하여 사전, 사

후 동형검사로 활용한 이주용, 최재호(2013)의 검사지

를 활용하였다. 검사지에 쓰인 세 문항의 내용은 다

음과 같다.

[표 2] 창의적 사고력 검사 문항

[Table 2] The problems of creative thinking skill test

위의 문항을 연구대상과 동일한 학년의 수학영재학

생 20명에게 투여하여 사전검사의 문항별로는 각각

146, 152, 87개의 응답을, 사후검사의 문항별로는 각각

133, 160, 83개의 응답을 확보하였다. Leikin(2009)의

분석틀에서 유창성은 반응의 총 개수로, 독창성은 반

응의 빈도에 따라 점수를 배정하므로 검사에서 수집된

결과물을 통해 점수를 구하게 되지만, 융통성은 범주

의 영역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점수의 배정이

달라지므로 실험집단의 검사에 앞서 이를 범주화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한 문항에 대한 여러 응답 중 어떤 기준에 근거하

여 어디까지 다른 전략임을 구분할 것이며 어디까지를

같은 표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설정해야 했

다. 이에 앞서 확보한 응답들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범주화 하였다. 특히 1, 2, 3번 각각의 문항에 대해 사

전 검사와 사후 검사에서 같은 수의 전략과 표상으로

범주화하였다. 1번 문항에 대한 사례는 아래와 같다.

[표 3] 사전 문항 1의 네 가지 전략과 그에 따른 표상

[Table 3] Four strategies and following representations

of Pre-test question 1.

전략
A

5개 이하의
점을 이용

B
7개의
점을 이용

C
9개의
점을 이용

D
11개의 점을
이용

표상

A1 굴절 없
는 직선만으
로 분할

B1 직선만
으로 분할

C1 직선만
으로 분할

D1 직선만
으로 분할

A2 대각선
( ) 한 쌍
을 이용한
분할

B2 대각선
( ) 한
쌍을 이용
한 분할

C2 대각선
( ) 한
쌍을 이용
한 분할

D2 대각선
( ) 한 쌍
을 이용한
분할

A3 그 밖의
대각선을 이
용한 분할

B3 그 밖
의 대각선
을 이용한
분할

C3 그 밖
의 대각선
을 이용한
분할

D3 그 밖의
대각선을 이
용한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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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소

문 항

확
산
성

서로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상황이나 물건
중에서 관계가 있음을 발견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자주한다.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서로 다른 사물을 볼 때 비교해 보는 것을
좋아한다.

논
리
성

답이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순서를 항상
생각한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까라는 이유를
생각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그 결과와 풀이과정을
생각해 본다.

사물을 다른 것들과 관련지어서 생각한다.

적
극
성

문제를 해결하기 까지 몇 번이고 다시
생각한다.

배웠던 것을 다른 문제를 해결할 때에
활용한다.

주변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호기심이 생긴다.

독
자
성

알고 있는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독특한 생각은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해결한 방법에 자신감을 가진다.

새로운 것을 찾았을 때 매우 기쁘다.

집
중
성

학습할 때 시간이 많이 지나도 집중이 잘
된다.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
생각이 나고 해결하고 싶다.

정
밀
성

작은 부분이라도 놓치지 않고 자세하게
관찰한다.

바르게 풀었는지 검토하고 확인한다.

[표 4] 사후 문항 1의 네 가지 전략과 그에 따른 표상

[Table 4] Four strategies and following representations

of Posttest question 1.

전

략

A

합동

4쌍

B

합동 2쌍

2개

C

합동 2쌍

1개

D

합동

없음

표

상

A1 전체의
2등분선이
존 재 하 며
직진 분할

B1 전체의
2등분선이
존재하며 직
사각형 사용

C1 직사각
형 2개 사
용

D1 직사각
형 2개 사
용

A2 전체의
2등분선이
존 재 하 며
굴절 분할

B2 전체의 2
등분선이 존
재하며 직사
각형없음

C2 직사각
형 1개 사
용

D2 직사각
형이 1개
사용

A3 전체의 2
등분선없음

B3 전체의 2
등분선없음

C3 직사각
형 없음

D3 직사
각형 없음

예를 들어 사후문항 1번의 경우 [표 5]와 같은 전략

의 경우는 세 가지 표상으로 나누어 범주화 하였다.

[표 5] 사후 문항 1의 전략 A와 그에 따른 표상

[Table 5] Strategy A and following representations of

Posttest question 1.

전략 A 합동 4쌍

표상

A1

전체의 2등분

선이 존재하며

직진 분할

A2

전체의 2등분

선이 존재하며

굴절 분할

A3

전체의 2등분

선 없음

나. 창의적 태도 검사

창의적 태도를 평가하기 위해 이지성(2006)이 개발

한 CAS-K(Creative Attitude Scale-Korea)는 확산성,

논리성, 적극성, 집중성, 독자성, 수렴성, 정밀성의 6개

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문정, 김판수(2011)의

연구에서 이를 초등학생들에게 적합하게 조정한 검사

지를 활용하여 유의미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박문정, 김판수(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6가

지 요인 기반의 CAS-K 검사지를 초등학교 수준에 사

전, 사후에 동일하게 투여하여 창의적 태도의 변화를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다.

[표 6] 창의적 태도 검사 문항 구성 요소

[Table 6] The components of creative attitud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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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원 도형 연계

3차원 도형의
표면과
2차원 도형

→
3차원 도형의
내면과
2차원 도형

Ⅳ.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1. 프로그램 개발

가. 프로그램 구성 방향

2차원 도형과 3차원 도형의 속성과 관계를 탐구하

며 이를 통해 2차원 세계에서의 3차원의 현상을 보게

되는 관점을 이해하게 된다면 이는 3차원 세계에서의

4차원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관점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해석한 바를 기반으로 하였다.

활동 전 활동 후

[그림 3] 2차원의 세계에서 3차원의 현상을 보는 관점 습득

[Fig. 3] Development of three dimensional perspective

from two dimensional world

[그림 4] 습득된 관점의 전이

[Fig. 4] The transfer of perspectives acquired

2차원과 3차원 도형의 연계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

어지려면 각 차원 도형에 대한 깊은 이해가 뒷받침 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였다.

각 차원 도형 심층탐구

2차원도형

심층탐구
→

3차원도형

심층탐구

▼

[그림 5] 프로그램의 구성방향

[Fig. 5] The organizing direction of the program

나. 프로그램 수정

구안된 상태의 프로그램을 2014년 4～5월에 걸쳐

00교육청 영재교육원 6학년 학생 4명을 대상으로 예비

투입 하였고 그 결과 드러난 문제점들을 수정, 보완하

였으며 예는 다음과 같다.

[표 7] 진단 검사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

[Table 8] Finding problems and complement from

preliminary test

차시 문제점 보완점

2-3

조건이 구체적이지 못하

면 게임이 너무 일찍 끝

나거나지루해짐

넓이와종류및변의길

이나각의종류등도형

요소의조건을추가

4

넓이를비교할영역을선

정하는것과지구본이나

타내는 면적에 상응하는

지도마련의어려움

단위를기준으로측정하

지 않고 지구본과 평면

지도에서나타나는경로

를 비교하는 것으로 대

체

다. 프로그램 완성

수정, 보완한 점을 바탕으로 하여 4주제 총 12차시

의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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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제 차시 활동내용

2차원

도형

심층

탐구

1.

길이가

일정한

사다리

타기

-사다리 타기 게임에서 직선의 길이

-사다리 타기 게임에서의 경우의 수

-대각선을 활용한 사다리 타기 알아보기

2-3.

다각형

땅따먹기

-지오보드에 나타낼 수 있는 다각형

알아보기

-도형의 구성과 내부의 핀의 개수와

의 관계 알아보기

-도형 땅따먹기 놀이하기

-확장된 도형 땅따먹기 놀이하기

3차원

도형

심층

탐구

4.
지구본을
통해 보는
입체도형
의 표면

-지구본에서와 지도에서의 경로의 차이

-지구본과 지도의 면적의 표현

-메르카토르도법과 페터스 도법

5.

축구공의

원리

-준정다면체의 종류

-플로렌 구조 축구공 탐구

-구와 닮은 입체도형

6-7.

나만의

입체 도형

만들기

-여러 가지 입체도형 탐색

-입체도형을 조합할 수 있는 방법

-독특한 구조의 입체도형 구상하기

-나만의 입체도형 만들기

3차원

도형이

비추는

2차원

도형

8.

입체도형

의

그림자들

-그림자와 관련된 경험 이야기하기

-각 입체도형의 그림자를 다양하게

구현하기

-입체도형별 그림자의 평면도형적

속성 찾기

9.

점과

선으로

입체도형

만들기

-특정한 그림자를 만들 수 있는 입

체도형 생각하기

-정사면체구조물 만들고 그림자 구

현하기

-자유구조물 만들고 그림자 구현하기

3차원

도형이

품은

2차원

도형

10-11.

입체도형

의 여러

단면

-입체도형의 그림자의 특징 이야기

해보기

-단면 예상하고 확인하기

-단면을 고려한 개성 있는 입체 도

형 만들기

12.

평면을

담은

입체도형

-단면을 품은 입체도형 상상하기

-단면을 정확하게 적용시키는 방법

-내가 정한 평면도형을 품은 입체도

형 구현하기

[표 8] 차원을 주제로 한 기하탐구 프로그램 내용

[Table 8] The contents of dimension based geometry

exploring program.

2. 프로그램 적용

수정된 프로그램을 2014년 5월 31일, 6월 14일 이틀

동안 하루에 두 주제씩 적용하였다.

가. 2차원 도형 심층 탐구

본 주제는 2차원의 평면에서 1차원의 속성인 ‘길이’

와 2차원의 속성인 ‘넓이’를 갖는 여러 도형을 생각하

고 다루어 보면서 2차원에 대해 깊이 탐구할 수 있도

록 하였다.

[그림 6] 1-3차시의 주요활동 모습

[Fig. 6] Main activities of 1st-3rd period

나. 3차원 도형 심층 탐구

본 주제는 3차원의 입체에서 드러나고 표현되는 평

면에서의 문제의식을 갖는 것에서 출발하여 조형물을

구현하고 그 속성을 비교하면서 다양한 공통점과 차이

점을 탐구해 보도록 하여 창의적인 반응을 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그림 7] 4-7차시의 주요활동 모습

[Fig. 7] Main activities of 4th-7th period

다. 3차원 도형이 비추는 2차원 도형

본 주제는 2차원으로 나타나는 3차원의 입체도형의

그림자를 여러 각도로 다양하게 찾아보고 그림자를 통

해 2차원적으로 드러나는 도형의 모습을 고려하며 3차

원 도형을 직접 만들어보는 활동이다.

[그림 8] 8-9차시의 주요활동 모습

[Fig. 8] Main activities of 8th-9th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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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3차원 도형이 품은 2차원 도형

본 주제는 입체도형의 다양한 단면을 찾아보는 활

동을 통해 3차원 도형 안에 여러 가지 2차원 도형이

내재하여 있음을 발견한 후 특정한 평면도형을 단면으

로 품을 수 있는 입체도형을 찾아 만들어 보는 활동이

다.

[그림 9] 10-12차시의 주요활동 모습

[Fig. 9] Main activities of 10th-12th period

Ⅴ. 결과 및 논의

1. 창의적 사고력의 변화

가. 창의적 사고력 점수 산출 방법

본 연구에서 창의적 사고력 점수를 구하기 위해서

는 유창성 점수를 반영하기 전에 융통성 점수와 독창

성 점수를 서로 곱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때 학

생 개인이 보인 응답 내에서 독창성이 가장 높은 것을

첫째 전략으로 보아 가장 높은 융통성 점수를 부여하

며 같은 전략 내에서도 독창성이 가장 높은 것을 같은

표상으로 보아 융통성 점수를 부여하는 기준을 적용

하였다.

[표 9] 점수부여 방법의 예

[Table 9] The examples of setting the score

C


  



 ×1 2 3

독창성 점수 1 1 10

1 김○○ 1 10 11

2 서○○ 　 　 10 100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독창성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융통성 점수를 배정하기 위해 각 전략에서 독창성 점

수가 가장 높은 반응에 10점을, 각 표상에서 독창성

점수가 가장 높은 반응에 1점을, 나머지 반응에 0.1점

을 각각 배정한다. 그런 후에 각각의 반응별로 융통성

과 독창성을 곱한 값이 반응별 점수가 되며 이 값을

모두 더해서 나오는 값에 유창성을 곱하게 되면 한 문

항에 대해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이 모두 반영된 창의

적 사고력 점수를 얻게 된다.

나. 창의적 사고력 점수 비교

사전 문항 1번에서 학생 1은 [그림10]에서와 같이

8가지 응답을 보였다. 이 경우 유창성 점수는 8점이

되며 융통성 구분은 [표 3]에 의한 기준으로 분류된다.

그 다음 [표 1]에 의해 융통성과 독창성 점수를 부여

한 후 점수를 산출하게 된다. 창의적 사고력 점수를

산출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

다.

[그림 10] 학생 1의 사전검사 1번 응답

[Fig. 10] Student 1's answers on pre-test number 1

동형검사인 사후문항 1에서 학생 1은 [그림 11]에서

와 같이 12가지 응답을 보였다. 사전문항에서 구한 것

과 동일한 방법으로 창의성 점수를 [표11]과 같이 구

할 수 있다.

[그림 11] 학생 1의 사후검사 1번 응답

[Fig. 11] Student 1's answers on posttest numb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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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A B C D

(융*독)
의

총합
창의적

사고력

점수

표상 A1 A2 A3 B1 B2 B3 C1 C2 C3 D1 D2 D3

반응 
빈도

18 11 3 1 7 3 18 11 10 4 2 1 5 8 1 3 9 1 2 2

반응별
독창성
점수

0.1 0.1 10 10 1 10 0.1 0.1 0.1 1 10 10 1 1 10 10 0.1 10 10 10

학생1의
융통성
점수

0.1 10 　 　 　 　 10 0.1 1 　 　 　 　 1 　 10 10 　 　 　

융*독 0.01 1 1 0.01 0.1 1 100 1 104.12

유창성 8 8*104.12 832.96

[표 10] 학생 1의 사전검사 문항1에 대한 채점

[Table 10] The score of student 1’s pre-test question 1.

[표 11] 학생 1의 사후검사 문항1에 대한 채점

[Table 11] The score of student 1’s posttest question 1.

전략 A B C D

(융*독)
의

총합

창의적

사고력

점수

표상 A1 A2 A3 B1 B2 B3 C1 C2 C3 D1 D2D3

반응빈도19 9 1 15 4 15 6 11 4 2 1 1 9 1 12 6 2 15 3 1 15112 6 2 1 1 1 6 1 2 9 1

반응별
독창성
점수

0.1 1 10 0.1 1 0.1 1 0.1 1 10 10 10 1 10 0.1 1 10 0.1 10 10 0.10.110 1 10 10 10 10 1 10 10 0.110

학생1의
융통성
점수

0.1 10 　 1 　 1 　 1 　 　 　 　 10 　 0.1 1 　 1 　 　 　 　 　 0.1 10 10 　

융*독 0.01 10 0.1　　 0.1 　 0.1 10　　 0.01 1 　 0.1 　 　 　 　 0.1 100 　1　 122.52

유창성 12 12*122.52 1470.24

학생 1은 사전 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더 높은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을 보이고 있다. 세 요인을 종

합한 창의적 사고력의 점수를 통해서도 이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문항 2, 3의 점수

까지 구한 후 세 문항의 창의적 사고력 점수를 더하여

각각 사전과 사후 검사에서의 창의적 사고력 점수를

산출하였다. 2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 사

전검사의 점수는 43.03～3,473.82점으로 분포하였고

1000점 미만이 9명, 1000～2000점이 4명, 2000～3000점

이 5명, 3000점 이상이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절차로 구한 사후검사의 점수는 170.03～5,496.24점으

로 분포하였으며 1000점 미만이 6명, 1000～2000점이 6

명, 2000～3000점이 3명, 3000점 이상이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대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여 창의적

사고력에 대해 살펴 본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

미한 차이가 있었다(t=-2.677, p<0.05). 이로써 프로그

램의 적용이 초등 수학영재학생의 창의적 사고력 향상

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표 12] 창의적 사고력 검사 결과 비교

[Table 12] Comparing score of pre-test and posttest in

creative thinking skill.

구분 평균 표준편차 N t
유의확률

(p)

사전

검사
1483.6 1112.0 20

-2.677 0.015
사후

검사
2121.9 145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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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의적 태도의 변화

창의적 태도평가가 갖는 의미는 인지적 요인에 치

중했던 예전에 비해 자세, 태도 신념 등의 비인지적인

요인이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점(이대현, 2012)과 사고

력 평가에서 나타내지 못하는 요인을 나타낼 수 있다

는 점에 있다고 하겠다. 창의적 태도 측정 평가 도구

인 CAS-K를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번안한 박문정,

김판수(2011)의 검사지의 20문항을 5점 척도로 응답한

결과로 요인별 점수를 구하고 이를 합산하여 개인태도

점수를 산출하였다.

[표 13] 창의적 태도 사전 검사 결과

[Table 13] The result of pre-test of creative attitude

요인 확산성 논리성 적극성 독자성 집중성 정밀성 계

배점 20 25 15 20 15 10 100

학생 1 17 18 13 17 13 8 86

학생 2 17 18 13 18 10 7 83

학생 3 17 19 14 20 15 8 93

학생 4 15 15 11 15 9 6 71

학생 5 20 20 15 20 15 10 100

학생 6 16 17 12 16 11 6 78

학생 7 16 14 14 18 13 8 83

학생 8 18 19 14 19 15 10 95

학생 9 11 14 9 13 9 6 62

학생10 15 11 10 11 8 7 62

학생11 15 18 9 13 10 6 71

학생12 15 13 10 12 9 6 65

학생13 13 14 11 14 12 10 74

학생14 16 13 13 17 7 8 74

학생15 13 14 12 18 12 8 77

학생16 16 17 13 17 13 9 85

학생17 15 17 14 16 14 9 85

학생18 18 16 12 17 9 7 79

학생19 20 20 15 20 15 10 100

학생20 16 18 13 17 13 9 86

[표 14] 창의적 태도 사후 검사 결과

[Table 14] The result of posttest of creative attitude

요인 확산성 논리성 적극성 독자성 집중성 정밀성 계

배점 20 25 15 20 15 10 100

학생 1 18 19 13 17 15 7 89

학생 2 17 17 14 18 10 5 81

학생 3 17 19 14 20 15 8 93

학생 4 17 17 14 17 12 8 85

학생 5 20 20 15 19 14 10 98

학생 6 20 19 14 19 13 9 94

학생 7 15 16 12 17 12 7 79

학생 8 16 20 15 19 12 8 90

학생 9 14 10 11 14 10 6 65

학생10 15 13 12 13 9 6 68

학생11 15 16 13 16 10 6 76

학생12 14 15 12 17 13 8 79

학생13 16 17 14 16 15 8 86

학생14 17 16 13 18 10 9 83

학생15 16 17 15 19 12 8 87

학생16 15 15 15 15 10 8 78

학생17 16 17 15 19 15 10 92

학생18 19 20 14 20 7 7 87

학생19 20 20 15 19 14 9 97

학생20 18 20 15 18 14 10 95

이상에서 나타난 결과의 유의미성을 파악하기 위해

창의적 태도 점수와 요인별 점수를 대상으로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창의적 태도 대해 살펴 본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2.988,

p<0.05). 이로써 프로그램의 적용이 초등 수학영재학생

의 창의적 태도 변화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고 해

석할 수 있겠다.

[표 15] 창의적 태도 검사 결과 비교

[Table 15] Comparing scores of pre and post-test in

creative attitude.

구분 평균 표준편차 N t
유의확률

(p)

사전

검사
80.5 11.4 20

-2.988 0.008
사후

검사
85.1 9.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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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사고력을 유창성, 융통성, 독

창성을 바탕을 둔 확산적 사고의 측면에서 접근하였으

며 평가기준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검증 결과의 신뢰성

이 높다고 판단되는 측정방법(Leikin, 2009)을 적용하

였다. 또한 측정방법 적용에 필요한 범주화를 엄밀하

게 하기 위해 검사문항에 대한 761개의 응답을 분석하

여 활용하였다. 창의적 태도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박문

정, 김판수, 2011)의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나타난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차원을 주제로 한 기하탐구프로그램의 적용으

로 초등수학영재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이 신장되었다.

창의적 사고력 측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도형을 활

용한 확산적 사고력 검사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

항이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을 측정 할 수 있는 문항

으로 사전과 사후 평가에서 동형검사를 활용하였다.

세 개의 최종창의성 점수의 합을 개인 창의성 점수로

활용하였으며 사전검사의 결과와 사후검사의 결과를

대응표본 t-검증을 활용하여 비교함으로 차이를 확인

하였다.

둘째, 차원을 주제로 한 기하탐구프로그램의 적용으

로 초등수학영재학생들의 창의적 태도가 신장되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검사지는 확산성, 논리성, 적극성,

독자성, 집중성, 정밀성의 6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창의적 태도의 최종 점수는 요인별 점수의 합으

로 나타낸다. 연구 결과 신장이 확인된 요인은 확산성,

적극성, 독자성이며 이 중 확산성, 독자성의 신장은 창

의적 사고력의 신장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의 창의적 태

도에서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미래사회에 더 중요성이 부각될 것

이라고 여겨지는 4차원 공간의 개념에 대해 초등수학

영재수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하여 구안되

었다. 2차원도형과 3차원도형과의 연계 활동을 통해 2

차원적 관점으로 3차원을 보는 현상을 통찰할 수 있다

면 이는 3차원 공간에서 4차원 공간을 이해하는 기반

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2차원도형과 3차원

도형과의 여러 측면에서의 개념적인 연계가 이루어지

게 하기 위해 각 차원의 도형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

활동을 구성하였다. 이상과 같이 차원을 주제로 한 기

하탐구프로그램이 갖는 위와 같은 속성이 창의성 신장

에 효과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2. 제언

첫째,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조작교구를 활용하여

차원이라는 주제를 탐구하였다. 하지만 조작교구가 나

타낼 수 있는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 표현의 다양화와

정교화가 제한이 될 수 있어 이를 보완 할 수 있는 방

안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구성된 프로그램은 초등수학영재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교육과정과 학생의

발달과정을 고려했을 때 4차원에 대한 심도 있는 추론

적 접근을 시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동일한

주제를 중고등 수학영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단일-집단 사전-사후 검사 설

계(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를 적용하여 창

의성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비교집단을 포함한 사전-

사후 통제집단 설계(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을 적용한 연구를 통해 프로그램이 어떤 집단

에 효과적인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어떤 점에서 더

효과적인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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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how developed program influence students' creativity 

by analyzing creative thinking and creative attitude which is appeared when mathematically gifted 
students get the program expected to improve their creativity.

For the study, the 'dimension based geometry exploring program' was developed that consist of 
twelve lessons. The main idea of it, is implication of the novel <Flatland>.

Through a pre and post-test, students’s creativity were measured and compared. The results 
show significant changes on the scores of creative thinking skills and creative attitudes.

As the result, mathematically gifted students' creative thinking skills and creative attitudes were 
improved by applying the of dimension based geometry explor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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