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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퍼즐 활동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수학적 창의성과 수학에서의 창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백 태 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이 광 호 (한국교원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숫자퍼즐 프로그램과 수학적 창의성

검사지의 개발 및 적용으로 학생들의 수학적 창의성과 수

학에서의 창의적 태도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6학년 36명을 대상으로

아침 활동시간 30분을 활용하여 마방진, 수도쿠(Sudoku),

켄켄퍼즐(kenken puzzle)로 연구를 수행하였고 활동 전

사전 검사와 활동 후 사후 검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

다. 숫자퍼즐 활동은 학생들의 수학적 창의성 및 수학에

서의 창의적 태도의 향상에 긍정적이었으며, 남학생 보다

여학생의 수학적 창의성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I. 서론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과 여러 분야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미래의 차세대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우수

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 될 것이

다. Klaus Schwab의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하면, 제1∼

3차 산업혁명과는 달리 제4차 산업혁명에서는 세계의

산업속도가 선형적 속도가 아닌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전개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다면적이면서

서로의 관계가 깊게 연관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로

봇에게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인간의 지식을 뛰어 넘

으면서 인간과 유사한 로봇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차세대 산업혁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고 미

래를 대비한 새로운 발명과 신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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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

고,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겠다.

수학 퍼즐 중 숫자퍼즐인 마방진과 수도쿠는 숫자

배열 속에 규칙이 포함되어 있고 전략을 통한 탐구활

동에서 그러한 규칙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수학적

창의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방진과 수도쿠를 응용하여 만든 캔캔퍼즐은 약수와

배수 찾기 그리고 사칙연산을 능숙하게 하는데 도움

을 주며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답을 찾는 과정에서

사고의 확장과 논리적인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데 도

움을 준다. 따라서 학생들의 수학적 창의성 향상을 위

해서 숫자퍼즐(마방진, 수도쿠, 켄켄퍼즐) 활동을 수학

교육 활동에 긍정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

면 실제로 숫자퍼즐 활동이 수학교육에서의 관점인

수학적 창의성과 창의성 요소에 실제로 효과가 있는

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학성취도에 따라 구분하였을

때 숫자퍼즐(마방진, 수도쿠, 켄켄퍼즐) 활동이 어느

집단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성별에 따라 수학적 창

의성과 수학에서의 창의적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함께 살펴보았다.

II. 이론적 배경

1. 수학퍼즐

수학퍼즐은 단순한 흥미뿐만 아니라 수학적 개념과

원리 그리고 창의성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학

퍼즐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수학적 내용을 자연스

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수학퍼즐은 다음의 조건들을 일부 또는 전부를 만

족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수학적 개념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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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포함되어 있고, 둘째, 일상생활 혹은 각종 놀이

에서 소재를 가져오며, 셋째, 문제를 푸는 사람이 문

제를 이해하기 쉽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양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

에서 활용한 숫자퍼즐인 마방진, 수도쿠, 캔캔퍼즐은

위의 조건들을 일부 또는 전부를 만족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수학퍼즐의 분류

수학 퍼즐의 종류는 방대하고, 퍼즐 속에는 다양한

상황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분류하기가

쉽지 않다. 퍼즐은 퍼즐 개발자에 의해 다양하게 분류

되고 있다. 퍼즐은 사용하는 교구의 종류와 문제를 만

들기 위해 사용되는 소재에 따라서 나누기도 한다(김

택준, 이광호, 2011). 김민성(2009)은 문제해결 전략(규

칙성 찾기, 그림 그리기, 거꾸로 풀기, 표 만들기, 식

세우기, 특수화하기, 유추하기, 예상과 확인, 간접 증

명법, 단순화하기)으로 수학퍼즐을 분류하였다. 남승인

(2003)은 수학퍼즐의 내용 영역에 따라 숫자퍼즐, 도

형퍼즐, 계측퍼즐, 논리퍼즐, 퍼즐게임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그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였다. 이를 참

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내용 영역 중 ‘정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수나 식을 만드는 퍼즐로써 풍부한 수 감각

과 연산 감각 능력 및 논리적 사고력이 요구되는 문

제’로 남승인의 숫자퍼즐 정의에 적합한 퍼즐들을 택

하여 연구하였다.

3. 수학적 창의성

다양한 분야의 변화와 발전을 일으키는 원동력인

일반적 창의성은 Guilford와 Osborn에 의해 1950년대

부터 논의가 시작된 이후로 사람(person), 산물

(product), 과정(process), 환경(press)등 4P에 대한

연구를 중점으로 현재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명확하게 정립된 일반적 창의성 정

의는 없다. 이경화(2015)는 수학적 창의성 연구가 유

용하면서도 새로운 수학적 지식과 수학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내는 능력에 다양한 관점들을

추가하여 논의하는 단계에 있다고 하였다. 수학적 창

의성을 창의적 사고를 강조하는 관점과 산출물을 강

조하는 관점으로 나누기도 하고(이강섭, 황동주,

2007), 새로운 지식의 창출로 보는 관점과 유연한 수

학적 문제해결력의 관점으로 나누기도 한다(권오남,

박정숙, 박지현, 조영미, 2005).

수학적 창의성에 대한 여러 연구의 관점들을 살펴

보면 ‘새로움’이 핵심임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새로

움’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학교의 입장에서 볼 때 우

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학생 개인에게 맞는 수학적 창

의성을 길러 주는 것이 중요하다. 김부윤, 이지성

(2005)은 학교수학과 관련해서 사회, 문화적인 입장보

다는 개인, 개별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학문적 특성인

엄밀성, 논리성, 추론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학적

창의성 연구에 일반 창의성의 연구를 그대로 가져오

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하수현, 이광호, 2014; 이

대현, 2012)고 하였다. 즉, 학교수학에서 수학적 창의

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에게 집중을 해야

한다. 우리는 수학적 창의성과 관련하여 명확한 정립

을 하지 않았지만, 학교 수학교육에서 창의성을 매우

중요시 한다. 창의성 수업을 통해서 수학적 창의성은

개발될 수 있으며(Park & Lee, 2017; 김용직, 조민식,

이광호, 2016; 최성택, 이광호, 2015), 학생들에게 ‘새롭

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와 다양한 산출물을 만

들 수 있는 기회, 정형화된 것에서 벗어나 유연한 사

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 등 다양한 기

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4. 수학에서의 창의적 태도

이지성(2006)에 의하면 사이토 노보루(齋藤昇)는 창

의적 태도를 창의적 인격을 형성하는 창의적 활동의

원동력이며 창의적 태도를 창의성의 한 측면으로 파

악하였다고 하였다. 즉, 창의적 태도는 창의성을 실현

할 수 있는 실행력이며, 창의성의 인격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수학적 창의성의 태도는 실제로 수학을 하는 과정

에서 나타나는 자세와 태도를 의미하며(이대현, 2012),

수학적 창의성에서 정의적 요소인 창의적 태도는 인

지적요소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수학적 창의성의 발

현을 돕는다(김부윤, 이지성, 2006). 따라서 수학에서

의 창의적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면 수학적 창의성

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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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창의성 태도의 구성 요소는 박문정, 김판수

(2011)가 개발한 초등학생용 CAS-K의 하위 요소인

논리성, 확산성, 독자성, 적극성, 정밀성, 집중성·지속

성으로 하였으며 측정 또한 이 요소들을 바탕으로 하

였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소도시의 초등학교 6학년 36명(남 18명, 여 1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연구 방법

숫자퍼즐 활동 후 수학적 창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서 Leikin & Lev(2007), Leikin(2009)의 수학적 창의

성 측정방법을 기본토대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등

을 점수화 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Leikin의 측정방

법의 문제점에는 한 학생의 동일한 풀이에서 평가 순

서를 다르게 하였을 때 창의성 점수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제시한 하수현,

이광호(2014)의 방법인 융통성을 기준으로 하여 동일

한 범주에 속한 해결들을 각각의 독창성 점수의 순서

대로 배열 한 후에 점수를 구하는 방법을 활용하였고

이를 통하여 융통성×독창성 점수의 합을 구하였다.

수학에서 창의적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박문정, 김

판수(2011)가 제시한 초등학생용 CAS-K 측정방법으

로 측정하고 점수화 하여 분석하였다. 창의적 태도에

사용하는 검사지는 6가지의 요인을 바탕으로 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당 5점씩이며,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숫자퍼즐 활동 시 수학학업성취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 수학적 창의성과 수학에서의 창의적 태도의 변

화를 알아보기 위해 학교에서 개발한 학업성취도와

학기 초에 실시한 진단평가를 참고하여 두 개의 집단

으로 구성하였고, 집단의 구성은 수학학업성취도가 높

은 집단 50%(18명), 낮은 집단 50%(18명)으로 구성하

였다. 수학 학업성취도와 집단 사이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분석으로 관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숫자퍼즐 활동 시 성별에 따른 수학적

창의성과 수학에서의 창의적 태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 검사를 통해 수학적 창의성 점수가 비슷한

남학생, 여학생 실험집단으로 구성하고 두 집단의 수

학적 창의성에 대한 평균의 동일성 알아보기 위해 독

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일집

단 사전-사후 검사 설계(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를 적용하여 검사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3. 연구 절차

첫째, J초등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의 6학년 학생

72명을 대상으로 1, 2차에 걸쳐 수학적 창의성 검사지

를 수정, 보완작업을 하여 최종 수학적 창의성 사전,

사후 검사지를 완성하였다. 그리고 총 6개 문항에 따

른 범주를 구성하였다.

둘째, 숫자퍼즐 활동 전에 수학적 창의성 사전검사

와 사전 수학적 태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문헌검토와 선행연구를 통해 숫자퍼즐을 이

용하여 25차시의 지도계획을 개발하였고, J초등학교

36명을 대상으로 마방진(1주일, 5차시), 수도쿠(2주일,

10차시), 켄켄퍼즐(2주일, 10차시)을 총 5주 동안 아침

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적용하였다.

[표 1] 연구 설계

[Table 1] research design

 ,   : 수학 학업성취도가 높고 낮은 집단

: 남학생 집단 : 여학생 집단

, : 사전·사후 수학적 창의성 검사

: 수학에서의 창의적 태도 검사

: 실험처치(숫자퍼즐 활동)

실험집단은 36명(남학생 18명, 여학생 18명)의 학생

들로 구성하여 집단 내에서 수학학업성취도가 높고

낮은 집단 각각 18명씩, 남학생, 여학생 각각 18명씩

나누어 결과를 알아보았다. 남학생과 여학생 두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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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주 소범주

A.

단순

사칙

연산

두 개의 수와 하나의 연산

세 개의 수와 두 개의 연산

네 개의 수와 세 개의 연산

다섯 개의 수와 네 개의 연산

여섯 개의 수와 다섯 개의 연산

일곱 개의 수와 여섯 개의 연산

B.

사칙

연산

과

괄호

사용

세 개의 수, 두 개 연산, 한 개 괄호

네 개의 수, 세 개의 연산, 한 개 괄호

네 개의 수, 세 개의 연산, 두 개 괄호

다섯 개의 수, 네 개의 연산, 한 개 괄호

다섯 개의 수, 네 개의 연산, 두 개 괄호

여섯 개의 수, 다섯 개의 연산, 한 개 괄호

여섯 개의 수, 다섯 개의 연산, 두 개 괄호

여섯 개의 수, 다섯 개의 연산, 세 개 괄호

중괄호, 소괄호 혼합

집단이 비슷한 실험집단인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수학적 창의성에 대한 평균의 동일성

을 비교하였고, 그 결과 수학적 창의성과 하위 요소인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등 모든 요소가 유의수준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남

학생, 여학생 집단은 유사한 집단으로 구성하여 실험

을 진행하였다.

넷째, 숫자 퍼즐 활동 후에 사후 수학적 창의성 검

사와 사후 수학적 태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다섯째, 범주화한 표를 바탕으로 Leikin(2007, 2009)

의 수학적 창의성 측정 방법에 따라 학생들의 수학적

창의성 점수를 구하였다 유창성(fluency) 점수는 주어

진 문제에 대해서 학생이 제안한 해결 방법들 중에서

적절한 해결 방법마다 1점 씩 부여한다. 융통성

(flexibility)은 첫 번째로 제시된 해결 방법은 10점을

부여하고, 이후에 제시된 방법이 이전에 제시된 방법

과 다른 범주에 속하면 10점, 같은 범주에 속하지만

다른 표현으로 반응했다면 1점, 같은 범주에 속하면서

유사한 표현으로 반응했다면 0.1점을 부여한다. 각 문

제에 대한 융통성의 점수는 학생들이 문제 해결 방법

에 대한 각각의 융통성 점수를 부여한 후 점수를 합

한 것이다. 독창성(originality)은 문제를 해결한 방법

들이 수학적 통찰을 요구하는 방법인지 아니면 관습

적 해결 방법 인가를 측정하는 요소이다. 한 가지 방

법에 대한 독창성의 점수는 학생들 반응의 비율에 따

라 부여하고   일 때, 이고

≤ 일 때 이며, ≥ 일 때 로

계산한다. 는 특정한 해법을 만들어낸 학생들의 비

율이다. 하나의 문제에 대한 독창성 점수는 학생이 제

시한 적절한 방법들에 대한 각각의 점수들을 합한 것

이다. 각 문제에 대한 수학적 창의성 측정은 학생들이

적절하게 제시한 해법에 대하여 융통성 점수와 독창

성 점수를 곱하고 각각의 곱한 값들을 모두 더한 것

에 유창성의 점수를 곱한 것이다. 문제 1에 대한 범주

구성을 살펴보면 [표2]와 같다.

여섯째, 수학적창의성 검사와 수학적 창의성태도검

사를 분석하기 위해, 학생들의 사전, 사후 검사는 교

사의 감독하에 평가가 이루어 졌으며, 수학적 창의성

문제는 시간제한 없이 문제를 풀게하여 측정하였고,

수학에서의 창의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15분의

시간이 주어졌다.

[표 2] 문제 1의 범주 예

[Table 2] Example of Problem 1 Category

4. 숫자퍼즐 활동 계획

숫자퍼즐 활동은 첫째 주에 마방진활동, 둘째, 셋째

주에는 수도쿠 활동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넷째, 다섯

째 주에는 켄켄퍼즐 활동을 하였다.

가. 마방진 계획

첫째 주에 실시한 마방진 퍼즐에서는 문제이해 활

동으로 뒤러의 ‘Melancholia’, 김홍도의 씨름도를 통해

서 마방진에 관하여 학생들의 관심 유발하기,

× × 기본형태의 마방진 만들기, × ×

마방진 해결전략 정리하기 활동을 하였다. 마방진 탐

색 단계에서는 마방진 규칙 알아보기, 마방진 해결 전

략 정리하기 등의 활동을 하였다. 퍼즐을 해결하는 문

제해결 단계에서는 이전에 알아본 해결전략을 가지고

마방진을 해결해보기, 모둠별로 마방진 만들기, 마방

진 문제 모둠별로 풀어보기, 모둠별로 해결전략 공유

하기 활동을 하였다. 마지막 정리 단계에서는 개인별

마방진 만들기, 개인별 마방진 바꾸어 풀기, 마방진활

동에서 모르는 점 질문하기, 해결전략과 아이디어 적

기, 마방진 수업 후 활동소감을 적는 활동 등을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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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학습단계 및 과정

문제

이해
탐색

문제

해결
반성

더 생각

하기

1
문제

이해

퍼즐

활동

2-4

(문제

이해)

(퍼즐

활동)

해결

전략

공유

하기

5-6

7-8 퍼즐

활동 후

성찰

퍼즐

만들기9-10

[표 3] 마방진 주별 활동

[Table 3] Weekly activities with Magic square

일

학습단계 및 과정

문제

이해
탐색

문제

해결
반성

더 생각

하기

1일차
문제

이해

퍼즐

활동

2일차

(문제

이해)

(퍼즐

활동)

해결

전략

공유

하기

3일차

4일차 퍼즐

활동후

성찰

퍼즐

만들기5일차

나. 수도쿠(Sudoku) 계획

둘째, 셋째 주에 실시한 수도쿠에서는 문제이해 활

동으로 오목(五目)게임 활동을 통해서 수도쿠에 관하

여 학생들의 관심 유발하기, × 형태의 수도쿠 관

찰하기, × 수도쿠 해결전략 정리하기 활동을 하였

다. 수도쿠 탐색 단계에서는 수도쿠 규칙 알아보기,

수도쿠 해결 전략 정리하기 등의 활동을 하였다. 퍼즐

을 해결하는 문제해결 단계에서는 이전에 알아본 해

결전략을 가지고 수도쿠을 해결해보기, 모둠별로 사무

라이 수도쿠(Samurai Sudoku) 풀어보기, 모둠별로 해

결전략 공유하기 활동을 하였다. 마지막 정리 단계에

서는 개인별 수도쿠 만들기, 개인별 수도쿠 바꾸어 풀

기, 수도쿠 활동에서 모르는 점 질문하기, 해결전략과

아이디어 적기, 수도쿠 수업 후 활동소감을 적는 활동

등을 하였다.

[표 4] 수도쿠, 켄켄퍼즐 주별 활동

[Table 4] Weekly activities with Sudoku & Kenken

Puzzle

다, 켄켄퍼즐(KenKen Puzzle) 계획

넷째, 다섯째 주에 실시한 켄켄퍼즐에서는 문제이

해 활동으로 스토리 큐브 활동을 통해서켄켄퍼즐의

학생들 관심 유발하기, × × 기본형태의 켄켄

퍼즐 관찰하기, × × 켄켄퍼즐 해결전략 정리

하는 활동을 하였다. 켄켄퍼즐 규칙을 탐색 단계에서

는 켄켄퍼즐 규칙 알아보기, 켄켄퍼즐 해결 전략 정리

하기 등의 활동을 하였다. 퍼즐을 해결하는 문제해결

단계에서는 이전에 알아본 해결전략을 가지고 켄켄퍼

즐을 해결해보기, 모둠별로 켄켄퍼즐 만들기, 켄켄퍼

즐 문제 모둠별로 풀어보기, 모둠별로 해결전략 공유

하기 활동을 하였다. 마지막 정리 단계에서는 개인별

켄켄퍼즐 만들기, 개인별 켄켄퍼즐 바꾸어 풀기, 켄켄

퍼즐 활동에서 모르는 점 질문하기, 해결전략과 아이

디어 적기, 켄켄퍼즐 수업 후 활동소감을 적는 활동

등을 하였다.

5. 검사도구 개발

수학적 창의성 검사를 도구를 만들기 위해 문헌과

이전 연구 자료를 통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적 창

의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문제들(박회경, 2003;

김원석, 2011; 서정희, 2013; 이경원, 2015; 이혜원,

2016)을 참고하였다. 학생들이 다양한 답을 할 수 있

고 수리 영역과 관련되며, 숫자퍼즐과 관련이 있는 문

제와 6학년 학생들의 수학적 창의성을 평가하기에 적

합한 문제들을 선별하여 재구성하였다. 선별된 여섯

문항을 초등학교 6학년 72명 중 첫 번째, 24명에게는

사전 검사지를 해결하게 한 후 사후 검사지를 풀게

하였고 두 번째 24명에게는 사후 검사지를 해결하게

한 후 사전 검사지를 풀게 하였으며, 남은 24명에게는

사전, 사후 검사지를 동시에 풀게 하여 문항별로 다양

한 응답을 확보하였다. 이들의 응답을 바탕으로 수학

적 창의성 검사를 위한 문항에 대한 범주를 구성하였

다.

Ⅳ. 결과분석

학생들의 반응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신뢰성을 높

이기 위해 연구자를 제외한 2인이 채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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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사전 사후

1
속에있는수들중에서전체또는일부분을사용

하여계산의결과가30이되도록식을최대한많이만드시오.

속에있는수들중에서전체또는일부분을사용하

여계산의결과가24가되도록식을최대한많이만드시오.

2

다음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수들을 배열한 것이

다. 발견할수있는규칙을가능한많이찾아쓰시오.

다음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수들을 배열한 것이

다. 발견할 수 있는 규칙을 가능한 많이 찾아 쓰시오.

3
다음은 학교 앞 라면가게의 메뉴판입니다. 이 메뉴

판의음식과가격을이용하여수학문제를만드시오.

다음은학교앞치킨가게의메뉴판입니다. 이메뉴판의음

식과가격을이용하여수학문제를만드시오.

4

다음 곱셈표에는 여러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가

로로 보거나, 세로로 보거나, 대각선으로 보아서 가

능한 많은 규칙을 찾아 써보세요.

다음 곱셈표에는 여러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가로로

보거나, 세로로 보거나, 대각선으로 보아서 가능

한 많은 규칙을 찾아 써보세요.

5

두자리이상의수중에서수를선택하고 <보기>와

같이각자리에있는수들을 더하기(+), 빼기(-), 곱하기

(×), 나누기(÷) 기호를사용하여숫자3을만들어보자.

두 자리 이상의 수 중에서 수를 선택하고 <보기>와

같이 각 자리에 있는 수들을 더하기(+), 빼기(-), 곱하기

(×), 나누기(÷) 기호를 사용하여 숫자 5를 만들어 보자.

6

다음과 같이 세 장의 수 카드가 있습니다.

숫자카드와여러 가지기호 ( +, -, ×, ÷, 〈, 〉,

=, . , ( ) 등)을 사용하여다양한식을만드시오.

다음과같이세장의수카드가있습니다.

숫자카드와 여러 가지 기호 ( +, -, ×, ÷, 〈, 〉,

=, . , ( ) 등)를 사용하여 다양한 식을 만드시오.

[표 5] 확정된 최종 문제

[Table 5] Final tasks for the test

1. 전체 집단의 수학적 창의성 변화

전체 집단의 수학적 창의성은 사전검사의 평균보다

사후 검사의 평균이 높게 나왔으며, 유의 수준 .05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4.338,

p=.000).

따라서 숫자퍼즐 활동이 학생들의 수학적 창의성

향상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6] 전체집단의 수학적 창의성 변화(N=36)

[Table 6] The changes of mathematical creativity of all

participants

구분 평균
표준
편차 t 자유도 p

사전
검사 1160.70 1029.28

-4.338 35 0.000
사후
검사 3368.09 3075.80

2. 전체집단의 수학적 창의성 하위요소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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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집단에서 수학적 창의성의 하위요소인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모두 평균에서 사전 검사보다 사후 검

사가 높게 나왔으며, 유창성(t=-3.060, p=.004), 융통성

(t=-2.606, p=0.013), 그리고 독창성(t=-6.264, p=.000)

은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

었다.

따라서 숫자퍼즐 활동이 학생들의 수학적 창의성

하위 요소들의 향상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고 해

석할 수 있다.

[표 7] 전체집단의 창의성 요소별 변화(N=36)

[Table 7] The changes of mathematical creativity by

the components.

하위

요소
구분 평균

표준

편차
t

자유

도
p

유창

성

사전 60.58 30.56
-3.060 35 0.004

사후 82.08 32.69

융통

성

사전 132.45 30.86
-2.606 35 0.013

사후 146.99 34.38

독창

성

사전 35.84 25.04
-6.264 35 0.000

사후 96.81 67.79

3. 성별에 따른 수학적 창의성 변화

가. 남학생의 수학적 창의성 변화

남학생 실험집단에서 수학적 창의성은 사전 검사보

다 사후 검사의 평균이 높게 나왔으며, 유의수준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2.614,

p=.018).

따라서 숫자퍼즐 활동이 남학생의 수학적 창의성

의 향상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8] 남학생 집단의 수학적 창의성 변화(N=18)

[Table 8] The changes of boys’ mathematical creativity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자유

도
p

사전

검사
1013.30 1059.89

-2.614 17 .018
사후

검사
2796.45 2496.30

나. 남학생 집단의 수학적 창의성 요소별 변화

남학생 실험집단에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모두

사전 검사보다 사후 검사의 평균이 높게 나왔으나, 유

창성(t=-1.491, p=.154), 융통성(t=-.874, p=.394)은 유

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독창성(t=-3.819, p=.001)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숫자퍼즐 활동이 남학생들의 수학적 창의성

하위요소 중 독창성의 향상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

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9] 남학생 집단의 창의성 요소별 변화(N=18)

[Table 9] The changes of boys’ mathematical creativity

by the components

하위

요소
구분 평균

표준

편차
t

자유

도
p

유창성

사전

검사
54.83 31.64

-1.491 17 .154
사후

검사
70.61 29.08

융통성

사전

검사
127.18 34.77

-.874 17 .394
사후

검사
135.97 38.29

독창성

사전

검사
32.33 18.21

-3.819 17 .001
사후

검사
82.47 51.16

다. 여학생의 수학적 창의성 변화

여학생 실험집단에서 수학적 창의성은 사전 검사보

다 사후 검사의 평균이 높게 나왔으며,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3.456,

p=.003).

따라서 숫자퍼즐 활동이 여학생들의 수학적 창의성

의 향상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10] 여학생집단의 수학적 창의성 변화(N=18)

[Table 10] The change of girls’ mathematical creativity

구분 평균
표준

편차
t

자유

도
p

사전

검사
1308.10 1005.88

-3.456 17 .003
사후

검사
3939.74 3543.18

라. 여학생 집단의 수학적 창의성 요소별 변화

여학생 실험집단에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모두

사전 검사보다 사후 검사의 평균이 높게 나왔으며, 유

창성(t=-2.912, p=.010), 융통성(t=-4.221, p=.001),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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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융통성*독창성)

=10

(융통성*독창성)

=100
합계

학생수

(명)

비율

(%)

학생수

(명)

비율

(%)

학생수

(명)

비율

(%)
남학생

집단

(N=18)

2 11.11 8 44.44 10 55.55

여학생

집단

(N=18)

4 22.22 8 44.44 12 66.66

고 독창성(t=-5.028, p=.000)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숫자퍼즐 활동이 여학생의 수학적 창의성

전체 하위요소의 향상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11] 여학생 집단의 창의성 요소별 변화(N=18)

[Table 11] The change of girls’ creativity by the

components

하위

요소
구분 평균

표준

편차
t

자

유도
p

유

창

성

사전

검사
66.33 29.19

-2.912 17 .010
사후

검사
93.55 32.80

융

통

성

사전

검사
137.72 26.32

-4.221 17 .001
사후

검사
158.01 26.67

독

창

성

사전

검사
39.35 30.55

-5.028 17 .000
사후

검사
111.14 80.06

마. 남, 여학생의 수학적 창의성 결과 비교

남학생, 여학생 실험집단의 수학적 창의성 하위 요

소를 비교하면 [표 12]와 같다. 숫자퍼즐 활동을 한

남학생 실험집단과 여학생 실험집단은 사전, 사후 검

사의 수학적 창의성이 두 집단 모두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승이 있었다. 남학생, 여학생

실험집단으로 나누어 실험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 독

창성만 유의미한 상승이 있었으나 여학생의 경우는

수학적 창의성의 요소인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요소

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승이 있

었다.

[표 12] 남, 여 집단의 수학적 창의성 결과 비교

[Table 12] The comparison between the boys’ and

girls’ creativities

구분
수학적

창의성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남학생
t -2.614 -1.491 -.874 -3.819

p .018 .154 .394 .001

여학생
t -3.456 -2.912 -4.221 -5.028

p .003 .010 .001 .000

남, 여 집단의 수학적 창의성 점수가 상승한 학생

들의 수를 살펴보면 아래 [표 13]과 같다. 점수가 상

승한 학생의 경우 남학생 실험집단에서는 11명,

61.11%이고, 여학생 실험집단에서는 15명, 83.33%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3] 수학적 창의성이 상승한 남, 여학생들의 수

[Table 13] The number of boys and girls who

increased the creativity

구분

2500점

미만

2500점

이상

5000점

미만

5000점

이상

7500점

미만

7500점

이상
합계

학

생

수

(명)

비

율

(%)

학생

수

(명)

비율

(%)

학생

수

(명)

비율

(%)

학생

수

(명)

비율

(%)

학

생

수

(명)

비율
(%)

남학생

집단

(N=18)

5
27.7

7
3 1.66 3 1.66 0 0 11 61.11

여학생

집단

(N=18)

10
55.5

5
2 11.11 1 5.55 2 11.11 15 83.33

수학적 창의성에서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의 변화

를 살펴보기 위해 학생들의 반응을 융통성과 독창성

의 융합적인 측면의 변화와 유창성의 변화를 결합하

였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사전 검사 보다 사후 검사에서, 유창성의 점수가

증가하는 동시에 융통성과 독창성의 곱의 점수도 높

아진 학생의 수를 비교하여 보았다. 융통성과 독창성

을 곱하여 10점인 해답 수가 증가한 학생의 수는 남

학생 실험집단은 2명, 11.11%이고, 여학생 실험집단은

4명, 22.22%이다. 융통성과 독창성을 곱하여 100점인

해답 수가 증가한 남학생 실험집단의 수는 8명,

44.44%이고, 여학생 실험집단은 8명, 44.44%이다.

[표 14] 융통성과 독창성의 곱이 증가한 학생 수

[Table 14] The number of students who increased the

multiplication of originality and flex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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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학적 창의성

사전검사 사후검사 상승점수
상승률

(%)

남학생

집단

(N=18)

1013.30 2796.45 1782.94 175.9

여학생

집단

(N=18)

1308.10 3939.74 2254.06 172.3

남학생, 여학생 집단의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에서

수학적 창의성의 평균이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나타내

면 [표 15]와 같다. 두 집단에서 수학적 창의성의 상

승률은 비슷하다.

[표 15] 남, 여학생의 수학적 창의성 상승률 차이

[Table 15] The increasing difference of the boy’s and

girls’ creativity rate

3) 남학생, 여학생 집단의 수학적 창의성 하위

요소의 변화

다음 [표 16]은 각 집단별로 유창성이 상승한 학생

수를 25점씩 상승하는 구간을 정하여 알아본 것이다.

71점 이상 상승한 남학생 집단의 경우의 비율은

6.66%, 여학생 집단에서는 16.66%를 차지하며 이는

두 실험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남학생 집단에서 유창

성의 상승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비율을 보았을 때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상승한 학생들의 비율에서는 별 차이가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16] 유창성이 상승한 학생 수

[Table 16] The number of students who increase the

fluency

구분

1∼25점
상승

26∼50점
상승

51∼70점
상승

71점 이상
상승

합계

학생수(명) 학생수(명) 학생수(명) 학생수(명) 학생수(명)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남학생

집단

(N=18)

3 5 3 1 12

16.66 27.77 16.66 6.66 80

여학생

집단

(N=18)

3 7 0 3 13

16.66 46.66 0 16.66 86.66

다음 [표 17]은 남학생, 여학생 집단의 융통성 점수

가 상승한 학생들의 수를 비교한 것이다. 상승한 학생

의 비율이 남학생 실험집단과 여학생 집단 간에 현저

하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표 17] 융통성이 상승한 학생 수

[Table 17] The number of students who increase the

flexibility

구분

1∼20점
상승

21∼40점
상승

41∼60점
상승

61점 이상
상승

합계

학생수(명) 학생수(명) 학생수(명) 학생수(명) 학생수(명)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남학생

집단

(N=18)

2 4 2 2 10

11.11 22.22 11.11 11.11 55.55

여학생

집단

(N=18)

8 6 1 1 16

44.44 33.33 5.55 5.55 88.88

[표 18]은 남학생, 여학생 집단의 독창성이 상승한

학생 수를 40점씩 상승하는 구간을 정하여 비교한 것

이다. 남학생 실험집단과 여학생 실험집단에서 학생들

의 수의 합계에서 10% 정도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여학생 집단에서는 40점 이상 80점 미만의 구간

에서 상승 인원수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남학

생 실험집단 : 11.11%, 여학생 실험집단 : 33.33%). 그

리고 여학생의 경우 독창성 점수가 80점 정도 상승한

학생 수가 많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18] 독창성이 상승한 학생 수

[Table 18] The number of students who increase the

originality

구분

40점 미만
상승

40점 이상
80점 미만 상승

80점 상승
120점 미만
상승

120점 이상
상승 합계

학생수(명) 학생수(명) 학생수(명) 학생수(명) 학생수(명)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남학생

집단

(N=18)

6 2 4 3 15

33.33 11.11 22.22 16.66 83.33

여학생

집단

(N=18)

5 6 3 3 17

27.77 33.33 16.66 16.66 94.44

[표 19]는 남학생 실험집단과 여학생 실험집단의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에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점수의 상승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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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요소 구분 평균 표준

편차 t
자
유
도

p

유창성

사전
검사

70.38 36.93
-1.427 17 .172

사후
검사 84.77 31.40

융통성

사전
검사 141.86 34.79

-1.206 17 .245
사후
검사 152.08 35.80

독창성

사전
검사 44.14 29.91

-4.944 17 .000
사후
검사

119.00 79.08

집단이 남학생 집단에 비해 유창성과 융통성, 독창성

평균의 상승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9]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점수의 상승 변화

[Table 19] The change of the rate on fluency, flexibility

and originality

구분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상승
점수

상승률(%)
상승
점수

상승률(
%)

상승
점수

상승률(%)

남학생
집단

(N=18)

15.78 28 8.79 6.9 50.14 155

여학생

집단
(N=18)

27.22 41 20.29 14.7 71.79 182

4. 학업성취도 집단에 따른 변화

숫자퍼즐 활동에 있어서 수학학업 능력에 따라 수

학적 창의성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수학학업성취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가. 학업성취도가 높은 집단의 변화

1) 수학적 창의성 변화

학업성취도가 높은 집단의 수학적 창의성은 평균에

서 사전 검사보다 사후 검사가 높게 나왔으며, 유의수

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t=-3.589, p=.002). 따라서 숫자퍼즐 활동이 학업성취

도가 높은 집단의 수학적 창의성 향상에 유의미한 결

과를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20] 성취도가 높은 집단 수학적 창의성 변화(N=18)

[Table 20] The change of high achievement students’

creativity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자유
도

p

사전
검사 1341.87 1216.79

-3.589 17 0.002
사후
검사

4057.30 3381.82

2) 수학적 창의성의 하위요소 변화

학업성취도가 높은 집단의 수학적 창의성의 하위요

소인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모두 평균에서 사전 검

사보다 사후 검사가 높게 나왔으며, 유창성(t=-1.427,

p=.172), 융통성(t=-1.206, p=.245),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독창성(t=-4.944,

p=.000)은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있었다. 따라서 숫자퍼즐 활동이 학업성취도가

높은 집단의 수학적 창의성 요소 중에서 독창성에 유

의미한 결과를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21] 성취도가 높은 집단의 수학적 창의성 요소별

변화(N=18)

[Table 21] The change of high achievement students’

creativity by the components

나. 학업성취도가 낮은 집단의 변화

1) 수학적 창의성의 변화

학업성취도가 낮은 집단의 수학적 창의성은 평균에

서 사전 검사보다 사후 검사가 높게 나왔으나, 유의수

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t=-2.496 p=..023). 따라서 숫자퍼즐 활동이 학업성취

도가 낮은 집단의 수학적 창의성 향상에 유의미한 결

과를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22] 성취도가 낮은 집단의 수학적 창의성 변화

(N=18)

[Table 22] The change of low achievement students’

creativity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자유도 p

사전
검사 979.53 794.40

-2.49
6

17 .023
사후
검사 2678.88 2652.36

2) 수학적 창의성의 하위요소 변화

학업성취도가 낮은 집단의 수학적 창의성의 하위요

소인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모두 평균에서 사전 검

사보다 사후 검사가 높게 나왔으며, 유창성(t=-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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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9), 융통성(t=-2.566, p=.020), 그리고 독창성

(t=-4.06, p=.001)은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숫자퍼즐 활동이 학업

성취도가 낮은 집단의 수학적 창의성 모든 요소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23] 성취도가 낮은 집단의 수학적 창의성 요소별

변화 (N=18)

[Table 23] The change of low achievement students’

creativity by the components

하위
요소 구분 평균 표준

편차 t 자유
도 p

유

창

성

사전
검사

50.77 18.84
-2.926 17 .009

사후
검사 79.38 34.63

융

통

성

사전
검사

123.50 23.73
-2.566 17 .020

사후
검사 141.90 33.13

독

창

성

사전
검사

27.54 15.83
-4.06 17 .001

사후
검사 74.62 46.54

다. 수학적 창의성과 수학학업성취도간의 관계

숫자퍼즐 활동 전 수학적 창의성과 수학학업성취도

간에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학적 창의성

사전검사 결과와 연구 대상 학생들이 소속된 학교에

서 개발하여 실시한 수학학업성취도 결과를 활용하였

다. 연구대상 학생들을 수학학업성취도가 높은 집단

학생 18명(50%), 수학학업성취도가 낮은 집단 학생

18명(50%)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수학적 창의성과

수학학업성취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1) 전체 집단

학생들의 수학적 창의성 점수와 수학 학업성취도

점수 간의 상관계수는 .051이었고, 유의확률은 0.770으

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 전체 집단 학생들의 수학적

창의성 점수와 학업성취도 점수 간에 상관관계는 유

의 수준 .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즉, 학업성

취도가 전체 집단의 수학적 창의성 점수와 수학 학업

성취도 점수 간에 상관계수는 .051이고 서로 간에 상

관관계가 없었다([표24]).

2) 수학학업성취도가 높은 집단

수학 학업성취도가 높은 집단의 수학적 창의성 점

수와 수학 학업성취도 점수 간의 상관계수는 -.324이

었고, 유의확률은 .190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가 높은

[표 24] 전체 집단의 수학적 창의성과 학업성취도 관

계 (N=36)

[Table 24] The relationship between mathematical

creativity and students’ achievement

수학적

창의성

수학

학업성취도

수학적

창의성

Pearson 상관 1 .051

유의확률(양측) .770

집단 학생들의 수학적 창의성 점수와 학업성취도 점

수 간에 상관관계는 유의 수준 .05에서 유의미한 차이

가 없었다. 즉, 학업성취도가 높은 집단의 수학적 창

의성 점수와 수학 학업 성취도 점수 간에 상관계수는

-.324이고 서로 간에 상관관계는 없었다.

[표 25] 학업성취도가 높은 집단의 수학적 창의성과

학업성취도 관계 (N=18)

[Table 25] The relationship between mathematical

creativity and achievement on high achievement

students

수학적

창의성

수학

학업성취도

수학적

창의성

Pearson 상관 1 -.324

유의확률(양측) .190

3) 수학학업성취도가 낮은 집단

수학 학업성취도가 낮은 집단의 수학적 창의성 점

수와 학업성취도 점수 간의 상관계수는 -.119이었고,

유의확률은 .638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가 낮은 집단

학생들의 수학적 창의성 점수와 학업성취도 점수 간

에 상관관계는 유의 수준 .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

었다. 즉, 학업성취도가 낮은 집단의 수학적 창의성

점수와 수학 학업 성취도 점수 간에 상관계수는 -.119

이고 서로 간에 상관관계가 없었다.

[표 26] 학업성취도가 낮은 집단의 수학적 창의성과

학업성취도 관계 (N=18)

[Table 26] The relationship between mathematical

creativity and achievement on low achievement

students

수학적

창의성

수학

학업성취도

수학적

창의성

Pearson 상관 1 -.119

유의확률(양측)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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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검사 평균
표준

편차
t

자유

도
p

수학에

서의

창의적

태도

사전 69.75 10.65

-3.171 35 .003

사후 74.36 11.06

확산성
사전 13.66 2.56

-2.969 35 .005
사후 14.97 2.68

논리성
사전 13.50 2.59

-2.603 35 .013
사후 14.50 2.82

적극성
사전 11.02 1.66

-1.364 35 .181
사후 11.50 1.97

독자성
사전 14.63 2.69

-2.136 35 .040
사후 15.61 2.70

집중성

지속성

사전 10.08 2.18
-.843 35 .405

사후 10.33 2.01

정밀성
사전 6.83 1.63

-2.788 35 .009
사후 7.44 1.50

5. 수학에서의 창의적 태도 변화

숫자퍼즐 활동이 수학에서의 창의적 태도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 전체의 사

전 검사와 사후 검사 자료를 통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가. 전체집단의 변화

실험집단 전체의 수학에서의 창의적 태도의 평균은

사후 검사가 사전 검사보다 높게 나왔으나,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t=-3.171, p=.003). 그리고 수학에서 창의적 태도의 하

위 요소인 확산성, 논리성, 적극성, 독자성, 집중성・
지속성, 정밀성 모두 사전 검사보다 사후 검사에서 평

균 점수가 미세하게 높게 나왔으며, 확산성, 논리성,

독자성, 정밀성은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는 유

의미한 차이가 있었지만, 적극성, 집중성·지속성은 유

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숫자퍼즐 활동은 높은

집단의 수학에서의 창의적 태도변화에서 확산성, 논리

성, 독자성, 정밀성의 향상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고 해석할 수 있다.

[표 27] 수학에서의 창의적 태도 사전, 사후검사 결과

(N=36)

[Table 27] The change of creative attitude on

mathematics

나. 성별에 따른 수학에서의 창의적 태도 변화

1) 남학생의 변화

남학생 실험집단의 수학에서의 창의적 태도는 평균

이 사전 검사보다 사후 검사에서 높게 나왔으나,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t=-2.588, p=.019). 요소별로 확산성, 논리성, 적극성,

독자성, 집중성・지속성, 정밀성 모든 요소에서 사후

검사가 사전검사보다 높게 나왔다. 유의 수준 .05에서

확산성, 적극성, 정밀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지

만 논리성, 독자성, 집중성・지속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28] 남학생의 사전, 사후 변화 (N=18)

[Table 28] The boys’ change of creative attitude on

mathematics

구분 검사 평균
표준
편차 t

자유
도 p

수학에
서의
창의적
태도

사전 68.50 10.82
-2.588 17 .019

사후 74.27 12.12

확산성
사전 13.16 2.66

-2.313 17 .034
사후 14.72 2.52

논리성
사전 13.38 2.63

-1.236 17 .233
사후 14.16 3.09

적극성
사전 10.83 1.65

-2.431 17 .026
사후 12.00 1.97

독자성
사전 14.16 2.93

-.856 17 .085
사후 15.38 2.97

집중성

지속성

사전 10.16 2.20
-.236 17 .816

사후 10.27 2.04

정밀성
사전 6.77 1.66

-3.308 17 .004
사후 7.72 1.74

2) 여학생의 변화

여학생 실험집단의 수학에서의 창의적 태도는 평균

이 사전 검사보다 사후 검사에서 높게 나왔으나,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t=-1.825

p=.086). 창의적 태도의 하위 요소별로 볼 때, 확산

성, 논리성, 집중성·지속성, 독자성, 정밀성은 사전검사

보다 사후검사에서 평균이 높게 나왔고, 적극성은 사

후검사보다 사전검사에서 평균이 높게 나왔으며, 논리

성 요소는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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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검사 평균
표준

편차
t

자유

도
p

수학에

서의

창의적

태도

사전 71.00 10.63

-1.825 17 .086

사후 74.44 10.25

확산성
사전 14.16 2.43

-1.820 17 .086
사후 15.22 3.04

논리성
사전 13.61 2.61

-2.691 17 .015
사후 14.83 2.57

적극성
사전 11.22 1.69

.489 17 .631
사후 11.00 1.90

독자성
사전 15.11 2.42

-1.146 17 .268
사후 15.83 2.47

집중성

지속성

사전 10.00 2.22
-1.046 17 .310

사후 10.38 2.22

정밀성
사전 6.88 1.64

-.864 17 .399
사후 7.16 1.20

구분 검사 평균
표준

편차
t

자유

도
p

수학에

서의

창의적

태도

사전 67.77 11.9

-1.078 17 .296

사후 70.22 11.6

확산성
사전 13.61 2.72

-1.554 17 .139
사후 14.77 2.96

논리성
사전 12.94 2.48

-.836 17 .415
사후 13.38 2.89

적극성
사전 10.72 1.87

.412 17 .686
사후 10.50 1.82

독자성
사전 14.16 3.01

-.796 17 .437
사후 14.77 3.20

집중성

지속성

사전 9.83 2.43
.334 17 .742

사후 9.72 2.08

정밀성
사전 6.50 1.82

-2.149 17 .046
사후 7.05 1.55

구분 검사 평균 표준
편차

t 자유
도

p

수학에
서의
창의적
태도

사전 71.72 9.04
-3.902 17 .001

사후 78.50 8.89

확산성
사전 14.05 2.64

-2.893 17 .010
사후 15.61 2.32

논리성
사전 14.05 2.64

-2.893 17 .010
사후 15.61 2.32

적극성
사전 11.33 1.41

-3.059 17 .007
사후 12.50 1.61

독자성
사전 15.11 2.32

-2.675 17 .016
사후 16.44 1.82

집중성

지속성

사전 10.33 1.94
-1.257 17 .226

사후 10.94 1.79

정밀성
사전 7.16 1.38

-1.844 17 .083
사후 7.83 1.38

[표 29] 수학에서의 창의적 태도 사전, 사후 검사 결과

(N=18)

[Table 29] The girls’ change of creative attitude on

mathematics

다. 수학 학성성취도에 따른 변화

1) 수학학업성취도가 높은 실험집단의 변화

수학 학업성취도가 높은 실험집단의 수학에서의 창

의적 태도는 평균이 사전 검사보다 사후 검사에서 높

게 나왔고,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3.902, p=.001). 요소별로 확산성, 논

리성, 적극성, 독자성, 집중성・지속성, 정밀성 모두

사후검사가 사전검사보다 높게 나왔고, 집중성·지속성,

정밀성을 제외한 요소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표30]).

2) 수학학업성취도가 낮은 실험집단의 변화

수학 학업성취도가 낮은 실험집단의 수학에서의 창

의적 태도는 평균이 사전 검사보다 사후 검사에서 높

게 나왔으나,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t=-1.078 p=.296). 창의적 태도의 하위

요소별로 볼 때, 논리성, 집중성·지속성을 제외한 요소

에서는 사전검사보다 사후 검사에서 평균 점수가 높

게 나왔으나, 모든 요소는 유의 수준 .05에서 유의미

하지 않았다([표31]).

[표 30] 수학에서의 창의적 태도 사전, 사후 검사결과

(N=18)

[Table 30] The high achievement students’ change of

creative attitude on mathematics

[표 31] 수학에서의 창의적 태도 사전, 사후 검사결과

(N=18)

[Table 31] The low achievement students’ change of

creative attitude on mathematics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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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첫째, 숫자퍼즐 활동은 초등학교 6학년 일반학생들

의 수학적 창의성과 하위 요소인 유창성, 융통성, 독

창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숫자퍼즐 활동은

비어 있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주변 요인들을 분석

하고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하여 문제해결의 다양한 접

근이 가능하다. 즉, 학생들은 숫자퍼즐을 해결할 때

다양한 전략을 통하여 독특한 해법을 발견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숫자퍼즐 활동 후 학생들이 작성한 사후

소감에서도 숫자퍼즐을 처음 접하였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당황스럽고 힘들었지만 숫자퍼즐 활동

을 계속하면서 재미와 흥미가 향상되었다는 내용과

빈칸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주변의 여러 요소들을 생

각하였다는 내용, 다음 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 다음

수를 추론하면서 숫자퍼즐을 하게 된다는 내용, 수학

문제를 풀 때에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

로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내용이 있었다.

둘째, 숫자퍼즐 활동은 남학생 보다 여학생의 수학

적 창의성과 수학에서의 창의적 태도를 기르는데 도

움이 된다. 남학생 실험집단과 여학생 실험집단의 사

전, 사후 검사에서 수학적 창의성이 두 집단 모두 유

의미하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수학적 창의

성 요소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는 독창성에서 유

의미한 상승이 있었지만 여학생의 경우 유창성, 융통

성, 독창성 요소 모두 유의미한 상승이 있었다. 이는

초등학교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숫자퍼즐 활동이

남학생 보다 여학생의 수학적 창의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숫자퍼즐을 활용한 일반학생의 수학적 창의

성은 수학 학습 능력과 무관하게 길러 줄 수 있다. 숫

자퍼즐 활동 후 수학적 창의성과 수학 학업성취도와

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학생들의 수학적 창

의성 점수와 수학 학업성취도 점수 간에 유의미한 차

이가 없었고 수학 학업성취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

단으로 나누어서 두 요소 간의 상관분석을 한 결과에

서도 수학학업성취도와 수학적 창의성의 상관관계는

없었다. 특히 수학학업성취도가 높은 집단의 경우 수

학적 창의성과 수학학업성취도 간의 상관계수가 음수

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수학 학업성취도

에 상관없이 숫자퍼즐 활동을 통해서 수학적 창의성

을 길러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학습 능력과 무

관하게 숫자퍼즐을 활용하여 수학적 창의성을 길러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수학학업성취도 집단에 따른 실험에서 숫자

퍼즐 활동은 수학학업성취도가 높은 집단의 수학에서

의 창의적 태도의 하위 요소 중 확산성, 논리성, 적극

성, 독자성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 숫자퍼즐 활동은

수학학업성취도가 높은 집단의 수학에서의 창의적 태

도의 하위 요소 중 확산성, 논리성, 적극성, 독자성의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즉, 수학학업성취도가 높은 학

생에게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수업, 독득한 아

이디어를 만드는 수업, 인내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수업, 문제를 해결할 때에 배웠던 것을 활용할 수 있

는 수학수업에서 숫자퍼즐을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일반학생들을 대상

으로 숫자퍼즐 활동이 수학적 창의성과 수학에서의

창의적 태도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숫자퍼즐 활동

시 수학적 학업성취도가 높고 낮음 그리고 학생의

성별에 따라 수학적 창의성과 수학에서의 창의적 태

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숫자퍼즐 활동에

대한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

구를 바탕으로 숫자퍼즐 활동을 통한 초등학교 일반

학생들의 수학적 창의성과 수학에서의 창의적 태도

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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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number puzzle program and the mathematical creativity 
test and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mathematical creativity and the creative attitude in mathematics. 
To accomplish this aim, the six-grade students elementary school of thirty-six participated and this 
students participated Magic square, Sudoku, KenKen Puzzle activities in to the morning activity time for 
30 minutes every morning and the pre-test of before activity and the post-test of after activity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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