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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수학 영재 판별을 위한

수학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개발

조 석 희 황 동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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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 은 학교 수학 재를 수학 창의  문제해결력 검사로 별할 때, 
유창성만을 기 으로 수학 창의  문제해결력을 채 하는 방식의 신뢰도와 타당

도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해서 수학 역에서의 직  통찰능력, 정보의 조

직화 능력, 추론능력, 일반화  용능력, 추상화능력, 공간화/시각화 능력, 반성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들로 구성된 검사를 개발했다. 고 한 수학  사고력을 

요구하며 정답이 하나인 폐쇄 인 수학문항 10개와 다양한 답이 가능한 개방 인 

수학 문항 5개를 재교육기 의 교육 상자 선발과정에 지원한 학교 1학년 

1,032명에게 실시했다. 교사들은 각 문제에 해 타당한 답을 제시한 빈도로 유

창성을 채 했다. 학생들의 반응을 Rasch의 1모수 문항반응모형을 기반으로 한 
BIGSTEPS로 분석했다. 문항반응 분석결과, 유창성만으로 측정한 창의성을 기 으

로 한 재교육 상자 선발의 신뢰도, 타당도, 난이도, 변별도가 모두 양호한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덜 정의되고, 덜 구조화되고, 신선한 문제일수록 재교육 상

자 선발과정에 지원한 학생들의 수학 창의  문제해결력을 평가하는데 양호한 문

제임이 확인되었다. 이 검사는 재교육원 지원생들이 재학  지원생들보다 창

의  문제해결력에서 더 우수함을 확인해주었다. 이로써 유창성만을 기 으로 수

학 창의  문제해결력을 채 하는 방식이 효율 이며, 타당하고 신뢰로울 수 있음

을 확인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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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재성의 가장 요한 요소  하나가 창의성이며, 주요한 교육의 목표가 

창의성의 계발이어야 한다는 에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오

랫동안 많은 학자들은 창의성을 특정한 시각으로 연구해 온 경향이 있다. 

각 연구자들마다 연구의 시각은 달랐다. 어떤 학자들은 창의성을 성격  특

성에 을 맞추어 연구했고(Amabile, 1983; Mackinnon, 1970; Roe, 1953), 

어떤 학자들은 인지  특성으로 이해하여 확산  사고과정을 연구하 고

(Guilford, 1967; Mednick, 1962), 어떤 학자들은 사회  요인에 을 맞추

어 연구했다(Amabile, 1983). 이런 각기 다른 시각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창의성을 한 가지 특성으로만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창의성에 해 더 혼

란스럽게 만든 경향이 없지 않다.    

최근에는 창의성에 해서 다양한 시각을 통합한 새로운 연구가 많이 이

루어지고 있다. Amabile(1996)은 창의성은 특정 역에서의 지식과 능력, 창

의성 련 기능, 동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안하 다. Sternberg와 Lubart 

(1999)는 창의성은 문제해결과정에서 발휘되며 인지  과정, 지식, 사고유형, 

성격, 동기, 환경 자원의 상호작용 결과라고 제안하 다. Urban(1995)은 창

의성의 요소모델을 제안한 바, 창의성은 6가지 인지  정의  요소들의 역

동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주장하 다. 조석희 (2003)는 이런 여러 연구들

을 바탕으로 창의  문제해결력의 역동성 모델을 좀 더 단순화하여 제시한 

바, 창의  문제해결력을 발휘하기 해서는 동기, 일반 역의 지식과 기

능, 특정 역에서의 지식과 기능을 기반으로 수렴  사고와 확산  사고가 

왕성하게 작동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이론들은 창의성을 구성하는 요

인들 간의 역동  상호작용이 창의성의 발휘정도를 결정하는데 매우 요하

다는 을 강조하고 있다. 즉 어느 한 요소가 창의성에 결정 인 향을 주

지 못하고, 이 요소들이 모두 비슷한 정도로 요하며, 이들 간의 상호작용

이 더 요하다는 것이다. 한 창의성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휘되

는 것이기 때문에 창의  문제해결력과 거의 동일시 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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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도 수학 창의  문제해결력은 수학 창의성과 동일한 개념으로 

본다. 

 세계 으로 수학 분야에서의 창의  문제해결력을 측정하는 검사는 오

랫동안 개발되지 않았다. 재들을 별하려는 의도에서도 창의성을 측정하

는 수학 검사는 거의 없다(Wallach, 1985). 더구나 타당화를 거쳐 표 화된 

수학 창의  문제해결력 검사는 우리나라 외에는 아직까지 없다. 수학 문제

를 창의 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해서는 피검자에게 새롭

고, 덜 구조 이고, 덜 정의된 수학 문제(non-entrenched, less-structured and 

less-defined problems)를 제공하여 창의  문제해결력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

하다(Sternberg & Lubart, 1984). 우리나라에서는 김홍원, 김명숙, 방승진, 황

동주(1997)의 연구를 시작으로 재교육원이나 재학 의 수학 재교육

상자들을 선발하는데 사용하기 한 목 으로 매년 수학 창의  문제해결력 

검사를 개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수학 창의  문제해결력 검사들의 

타당도나 신뢰도에 해서는 충분히 분석되지 않은 상태로 국 단 로 활

용되어 온 바, 이 검사들이 재들의 수학 창의  문제해결력 검사를 평가

하는데 타당하고 신뢰도가 높은 검사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 문제해결, 재성에 한 여러 연구들(Balka, 1974; 

Haylock, 1984, 1985, 1987; Isaaksen et al., 1994 Polya, 1957; Renzulli, 

1978, 1985; Urban, 1995; Wallas, 1926)을 바탕으로 수학 창의  문제해결력

의 개념을 정의하 고, 그 개념도를 [그림 1]에 제시하 다. 창의  문제해

결력은 미래 창의  수학자가 될 사람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능력이

라 본다. 따라서 수학 재는 수학 인 문제를 창의 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탁월한 학생으로 정의된다. 수학 창의  문제해결력은 학생이 이미 습득한 

지식, 원리, 개념, 사고 략들을 최 한 이용하여 새로운 해법을 산출해내는 

능력이다. 수학 창의  문제해결의 과정은 문제이해, 문제해결을 한 계획 

수립, 계획의 이행, 답과 문제해결 반에 한 반성의 4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 4 단계를 거치는 동안 수학  사고력, 수학  창의성, 수

학  과제집착력, 지식기반이 수학 창의  문제해결을 해 활용된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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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확산  사고와 수렴  사고는 동시에 작동한다

고 보았다. 이에 따라 수학 창의  문제해결력은 수렴  사고와 확산  사

고를 모두 요구할 때 가장 잘 측정될 수 있다(김홍원, 김명숙, 송상헌, 1996; 

김홍원, 김명숙, 방승진, 황동·주, 1997; Kim, Cho, & Ahn, 2003).

이 검사는 재 선발에서의 천정 효과(Ceiling effects)를 방지하기 해서 

검사의 난이도를 상당히 높게 개발했다. 검사 상자들은 일반 지능이나 수

학 성 , 창의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수학  재능이 우수하다고 교사가 추

천한 상  15%에 해당하는 학생들이다. 이에 따라, 본 검사에 참여한 학생

들의 수가 고르게 분산되어, 천정효과를 방지하고 변별도가 높게 나타나

도록 검사를 개발하고자 했다.

수학 문제는 문제의 폐쇄 인 정도에 따라 하나의 정답을 요구할 수도 있

고 다양한 해법과 정답을 허용할 수도 있다(Kim, Cho, & Ahn, 2003). 본 연

구에서는 문제의 시작 상황이나 목표 상황이 개방 인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폐쇄 인 정도에 따라 수학 문제의 유형을 둘로 구분했다. 정답은 하

나이지만 고 하고 복잡한 수학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유형 I과, 수학  

창의성을 주로 측정하는 개방 인 문제 유형 II로 구분하 다. 수학 문제에

서의 개방 인 정도는 문제의 시작 상황 는 목표 상황이 개방 인 정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 재교육원과 재학 에서의 재교

육 상자 선발을 해  2006년도에 개발했던 수학 재 선발용 검사 문항

을 그 분석 상으로 삼았다. 이 검사에 포함된 유형 I의 10개 문항과 유형 

II의 5개 문항을 개발할 때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이 해보지 않은 신선한 

문제를 개발하려고 노력했다. 한 유형 II의 5개 문항을 개발할 때는 가능

한 한 덜 구조화되고 덜 정의된 문제를 개발하고자 노력했으며, 이를 통해

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동안 학생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여지가 충분하도

록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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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수학 창의적 문제 해결력 개념 모형.

수학 창의  문제해결력 검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피검자들은 본

인이 습득한 일반 인 지식과 기능, 수학  지식과 기능을 바탕으로, 수렴  

사고, 확산  사고를 왕성하게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과제집착력

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과연 수학 재를 별하는데 

있어서 타당하고 신뢰도가 높은가를 검증하고자 하 다.

1. 유형 I: 수학  사고력(Mathematical Thinking Ability) 검사 문항

수학 창의  문제 해결력에서 측정하는 수학  사고력은 아래와 같이 8가

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① 직  통찰 능력은 ‘주어진 정보와 조건들 사이의 계나 구조의 본

질 인 핵심을 직감 으로 악해 내며, 문제 해결의 결정 인 단서를 순간

으로 떠오르게 하는 능력’을 말한다. 

② 정보의 조직화 능력은 ‘주어진 문제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문제 

해결의 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분류하고 조직하는 능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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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추론 능력은 ‘귀납이나 연역 등의 방법을 통해 체계 으로 추론, 추측

해 내는 능력’이다. 

④ 일반화 용 능력은 수나 문자, 기호로 표 된 수 , 공간  상이나 

계, 공식 등을 빠르고 범하게 조작하여 일반화시키고, 더 나아가 얻은 

결과를 유사하거나 다른 상황의 새로운 문제에까지 확장하여 용하는 능

력’을 말한다. 

⑤ 시각화/공간화 능력은 공간 지각능력, 회 능력, 공간 시각화 능력, 공

간  방향 능력의 공간화 능력과 시각 인 정보를 표 , 변형, 달, 실증, 

반성하는 능력인 시각화 능력을 말한다. 

⑥ 수학  추상화 능력은 덜 구조화된 수학  문제 상황을 당한 수학  

개념이나 수학  상징 기호나 수식, 그림 등으로 표 함으로써 형식화 해내

는 능력을 말한다.

⑦ 일반화  용 능력은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나 수나 문자, 

기호로 표 된 수 , 공간  상이나 계, 공식 등을 빠르고 범하게 조

작하여 일반화시키고, 더 나아가 얻은 결과를 유사하거나 다른 상황의 새로

운 문제에까지 확장하여 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⑧ 반성  사고 능력은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메타 인지  

사고를 의미한다. 

유형 I의 10문항 에서 2 문항을 로 제시하 다. 

[문제 7: 문자와 식, 수학  추상화 능력] 자연수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그림과 같이 나타내기로 하 다.

[그림]

●    ●    ● ●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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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4               6                13

(1) 다음 그림이 나타내는 수를 구하시오. [4 ]

●

(     )

(2) 125를 그림에 직  나타내시오. [4 ]

[문제 8: 도형, 공간화/시각화 능력]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을 9개의 정사

각형으로 나 었다(단, 정사각형 A는 검은 부분이고, 정사각형 H와 I의 넓이

는 각각 64, 81이다).

F
H I

B

CG

D

E

A

 (1) 정사각형 A, C, G의 넓이를 각각 구하시오.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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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처음 직사각형의 둘 의 길이를 구하시오. [5 ]

2. 유형 II: 수학 창의성(Mathematical Creativity) 검사 문항

수학 창의성은 하나의 수학 문제에 다양한 답을 산출하는 능력(김홍원, 

김명숙, 방승진, 황동주, 1997)과 과정에서 다양한 해결방법을 찾아내는 능

력이다. Guilford와 Torrance는 아래와 같이 네 가지 기 에 따라 창의성을 

측정하 다(Kim, 1998; Pehkonen, 1995a, 1995b): 

① 유창성(Fluency)은 여러 개의 의미있는 아이디어와 답을 낼 수 있는 

능력으로서, 유창성이 높은 사람은 유의미한 답을 더 많이 산출할 수 있다. 

② 융통성(Flexibility)은 고정된 사고를 극복하고 서로 다른 범주의 반응과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능력이다. 융통성이 높은 사람은 유의미하면서도 서

로 다른 범주의 반응을 많이 낼 수 있다. 

③ 독창성(Originality)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반응을 낼 수 있는 능력이다. 

답이 희귀할수록 독창 이다. 

④ 정교성(Elaboration)은 복잡하고 난해한 해법을 단순화 시키는 능력이

다. 정교성은 수학 창의성의 구인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학  창의성을 평가하는 기 은 4가지다. 실

제 으로 수학  창의성을 측정하기 해서 연구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첫째, 유창성만을 기 으로 사용하거나(Foster, 1970; Bauer, 1971; 

Maxwell, 1974), 둘째, 융통성만을 기 으로 사용하거나(Krutetskii, 1976), 셋

째, 유창성과 독창성만을 사용하거나(Mainville, 1972), 넷째, 유창성, 융통성

과 독창성을 기 으로 모두 사용한다(Evans, 1964; Zosa, 1978; Balka, 1974; 

김홍원 외, 1997; 송상헌, 1998; 이강섭, 황동주, 2003; 황동주, 2005). 네 가 

지 기  에서 세 가지 기 을 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가장 용이하다. 특

히 수 천명이 응시하고 정해진 짧은 기간 동안에 채 을 하여 결과를 발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히 더 효율 이다. 이 세 가지 속성은 상호 연

되어 있다. 여러 개의 의미있는 해답을 제시하는 유창성이 높으면 여러 

범주의 해답을 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러 범주의 다양한 답을 제안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독창성이 있는 해답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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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 을 모두 용할 수 있지만, 평가를 용이하

게 실시하려면 유창성 기  하나만을 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타당한 답

의 개수를 세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융통성 기 을 용하여 평가하려면 

제시된 여러 개의 해답을 범주화해야 한다. 여러 개의 해답을 범주화하는 

작업은 평가자의 문성을 요하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독창성을 

기 으로 타당하게 평가하려면 해당 분야의 문성이 인정되는 여러 문가

가 참여해야 한다. 이 문가들이 각각의 해답에 해서 독창성의 정도를 

평가하더라도 평가자 간에 독창성의 정도에 한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렵

다. 이에 비하면 유창성은 융통성이나 독창성을 기 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 노력, 비용, 문성이 덜 요구된다. 

그러나 세 가지 기 으로 복잡하고 힘들게 평가하지 않고, 유창성이라는 

한 가지 기 만으로 수월하게 평가했을 때, 과연 평가가 타당하고 신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해서는 의문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창의성을 과연 유창성만으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수학 창의  문제해결에서 유창성과 융통성의 상 이 .92에서 .97

까지로 매우 높았고, 통계 으로도 p<.01 수 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김홍원, 김명숙, 방승진, 황동주, 1997; Balka, 1974). 그런가하면 유창

성과 독창성간의 상 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홍원 외(1997)에서

는 .70으로 통계 으로 유의미하고, Balka(1974)의 연구에서는 .57로 통계

으로 유의미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 검사가 국단 로 실시되

며, 장의 교사들이 짧은 기간에 채 을 해야 한다는 실 인 제약을 극

복할 수 있도록 채 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독창성은 측정하지 않고, 맞는 

답의 수로 개수를 세어서 수를 주는 방식으로 유창성만을 측정했다. 

유형 II의 5문항 에서 1문항을 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문제 1: 도형, 공간화/시각화]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ABCD의 변 에 P, 

Q, R, S가 꼭지  A, B, C, D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같은 속력으로 D, C, 

B, A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1) 사각형 PQRS는 정사각형임을 보이시오. [10 ]  

(2) 삼각형의 합동조건을 이용하여 이 항상 지나게 되는 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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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P

Q

R

S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 ]

본 검사를 정해진 시간 동안 실시해

야 하는 실 인 제한과 학교 1학년 

교육과정까지를 고려하여 개발하 기 때

문에 수학교육과정에 포함된 모든 하  

능력을 고루 포함시키지 못했으나 체

으로는 표 인 수학  역을 고루 

포함하도록 했다. 학교 1학년 학생들

을 상으로 하는 검사는 학교 1학년

의 정규교육과정에 제시된 수학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면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를 개발하 다.  

II. 연구방법 

1. 피험자

우리나라에는 학생을 상으로 하는 재교육기 으로 재교육원과 

재학 이 있다. 재교육원은 시 ․ 도교육청 할 내의 여러 학교 재학생 

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가장 도 인 교육 로그램을 제공

하기 한 목 으로 운 된다. 이에 비해 재학 은 재교육원에서 제공

하는 만큼의 도 은 아니지만 해당 재학학교에서 제공하는 정규교육보다는 

더 도 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선발, 교육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

들은 8개 시･도 교육청의 재교육원과 재학 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참여

하기 하여 지원한 학교 1학년 학생 1,032명이었다. 재교육원의 재

교육 상자 선발 시험에 응시한 학생 수는 918명, 재학 의 재교육 상

자 선발 시험에 응시한 학생은 114명이었다.  

2. 검사 개발

수학 창의  문제해결력을 평가하기 해 유형 I와 유형 II로 구분하여 

개발되었다. 유형 I은 수학분야의 기  개념  기능을 토 로 하는 고  



중학교 수학 영재 판별을 위한 수학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개발

11

사고능력 측정하는 단답형 문항이고 유형 II는 수학분야의 기  개념  기

능, 과제집착력, 일반  지식과 기능을 토 로 창의 으로 문제를 해결해 내

는 능력을 측정하는 서술형, 개방형 문항으로 분류하여 이 문항에 한 분

류표가 <표 1>과 <표 2>에 제시되었다. 2005년 1년 동안 재교육 문가 1

명, 수학자 2명, 수학교육과 교수3명, 수학교사 10명이 4번의 워크 을 거쳐 

유형 I의 10개 문항과 유형 II의 5개 문항을 최종 으로 개발했다. 워크 에

서는 2005년에 개발되어 재 별에 사용했던 검사에 한 학생들의 반응을 

분석하여 각 문항의 특성을 악하고, 2006년도 문항 개발의 방향을 결정하

고, 검사 개발의 구체 인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고, 개발된 문항에 해서 

심층 인 분석  검토를 거친 다음, 개발하기로 결정했던 문항의 성격에 

합하지 않은 문항들을 제외시키거나 수정함으로써 덜 정의되고, 덜 구조

화되어있으며, 신선한 문제 5개와 잘 정의되고, 잘 구조화되어 있으며, 신선

한 문제 10개를 개발하는데 을 두었다. 

문항 유형은 년도에 개발되어 사용되었던 검사 문항에 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되었다. 년도의 검사 도구의 문제 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

어 있다.

(1) 년도에 사용 되었던 10문항의 구성이 수학분야의 기  개념  기

능을 토 로 하는 고  사고능력 측정하는 단답형 문항과 수학분야의 기  

개념  기능, 과제집착력, 일반  지식과 기능을 토 로 창의 으로 문제를 

해결해 내는 능력을 측정하는 서술형, 개방형 문항이 함께 출제되어 학생들

이 교육과정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나타난다는 장의 요구를 

반 하여 수학분야의 기  개념  기능을 토 로 하는 고  사고능력 측정

하는 유형 I과 창의 으로 문제를 해결해 내는 능력을 측정하는 유형 II로 

분리를 하 다. 한 시간은 120분에서 150분으로 확  실시하 다. 

(2) 년도에 사용되었던 검사 문항들  일부는 수학 재 별에 하

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수학  창의성이 반 으로 높은 학생이 

낮은 수를 받은 문항이나 반 으로 낮은 학생이 높은 수를 받은 문항

들로서 내  일 성이 낮고 타당도가 낮다고 할 수 있는 문항들이다. 이런 

문항들은 체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첫째, 부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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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허용하지 않는 문항과 경시 회 형으로 알려져 있는 문항은 학생들의 

수 분포가 양극단으로 치우쳐서 U 자 모양을 나타내며 각 학생의 반 인 

수학 능력과 각 문항의 수 간에 일 성이 부족했다. 둘째, 문제를 해결하

기 해서 여러 단계에 걸친 문제해결 과정을 거쳐야 하는 문제들이다. 이

런 문제는 문제해결을 해 허용된 시간이 은 만큼 이미 익숙한 학생은 

답을 제시할 수 있고, 익숙하지 않은 학생은 답을 제시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변별도가 낮은 것으로 단되었다. 셋째, 학교 1학년 이상의 학년에

서 다루는 개념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역시 수학  창의성이 우

수한 학생과 그 지 않은 학생을 변별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한 이런 유형의 문제를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신 수학분야의 기  개념  기능을 토 로 하는 고  사고능력 측정하기 

하여 잘 구조화되어 있는 문제와 덜 정의되고, 덜 구조화되어 부분의 

학생들이 경험하지 못한 신선한 문제를 개발하고자 노력했다. 

 <표 1> 수학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유형 I) 

문항 번호 역 수학  사고능력 가능한 최고 수

1 규칙성과 함수 직  통찰 능력 8
2 도형 일반화  용능력 8
3 수와 연산 정보의 조직화 능력 8
4 수와 연산 직  통찰 능력 8
5 수와 연산 귀납 사고 능력 10
6 수와 연산 반성  사고 능력 8
7 문자와 식 수학  추상화 능력 8
8 도형 공간화/시각화 능력 12
9 도형 연역  사고 능력 15

10 수와 연산 정보의 조직화 능력 15
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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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수학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유형 II)

문항 번호 역 수학  사고능력 가능한 최고 수

1 도형 공간화/시각화 능력 20
2 도형 연역  사고 능력 20
3 확률과 통계 반성  사고 능력 20
4 문자와 식 반성  사고 능력 20
5 규칙성과 함수 정보의 조직화 능력 20
체 100

3. 검사 실시와 채

유형 I의 10개 문항과 유형 II의 5개 수학 창의  문제해결력 검사 문항

을 2006년 1월 8개 시 ․ 도교육청의 재교육원과 재학 에 지원한 학생들

을 상으로 제 2단계 선발과정에서 실시되었다. 검사에 임하기 5분 에 시

험 감독자는 답안지 작성법에 해서 설명해 주었다. 유형 I 검사에는 60분, 

유형 II 검사에는 90분의 검사 시간이 허용되었고, 학생들에게는 유형 II 문

제에 해 가능한 한 다양하고 새로운 답을 많이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채 은 각 시도교육청의 조를 통해 내 수학 재교육 담당 교사  

가장 우수한 교사들이 담당하도록 했다. 시험이 실시되기  워크 을 통해

서 교사들에게 각 문항의 성격, 각 문항별 채  기 과 채  방법에 해서 

설명해주었다. 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반응  채 기 에 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타당하다고 단되는 경우, 교육청별 채  교사들 간에 합의

를 보거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연구진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 다.   

4. 자료 분석

문항의 양호도 분석  문항 내  일 성 신뢰도와 변별도를 구하기 

하여 SPSS 10.0K를 사용하여 Cronbach α를 구하 고, 내  타당도와 난

이도를 구하기 하여 문항 반응 이론  Rasch의 1-모수 문항 반응 모형

에 근거하여 BIGSTEPS(Livacre & Wright, 2003)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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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논의

1. 수학 창의  문제 해결력의 학생 반응 분석

<표 3>에 유형 I 검사의 10개 문항에 한 평균, 표 편차, 내  타당도, 난

이도 수 , 변별도와 수분포를 제시하 다. 반 으로 Infit과 Outfit 지수는 

1.5보다 낮았고, 문항 9번은 Infit 지수가 1.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문항 8번은 

Outfit 지수가 1.5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Infit과 Outfit이 모두 1.5보다 높

게 나타난 문항은 없으므로 체 문항에 해서 문항 반응 이론  Rasch의 

1-모수 문항 반응 모형에 근거하여 분석하여 볼 수 있는 것으로 단되었다.

<표 3> 중 1학년 수학 창의적 문제 해결력(유형 I) 문항의 통계 분석표

문항 번호 평균 표 편차
문항 합지수

난이도 변별도 비고 분포도
Infit Outfit

1 5.66 3.32  .68  .62 -.25 .621 19.0

2 1.96 2.17  .65  .83 .16 .418 53.2

3 3.63 3.58  .95 1.00 -.04 .537 45.0

4 6.30 3.20  .85  .83 -.32 .490 20.0

5 5.41 3.66  .94  .99 -.22 .577 20.0

6 .95 2.54 1.29 1.11 .36 .435 87.3

7 3.23 3.54  .98 1.00 .01 .529 50.5

8 6.23 5.06 1.49 1.54 -.26 .636 19.9

9  .77 2.82 1.67 1.17 .44 .389 91.3

10 2.30 3.88 1.09 .94 .14 .567 60.8

체 36.42  18.05 1.06 1.00 .00 1.00  4.5

* ‘비고’는 0 을 얻은 학생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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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에 유형 II의 5개 문항에 한 평균, 표 편차, 내  타당도, 난이

도 수 , 변별도와 수분포를 제시하 다. 반 으로 Infit과 Outfit 지수는 

1.5보다 낮았고, 문항 3번만 Infit 지수가 1.5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Infit과 Outfit이 모두 1.5보다 높게 나타난 문항은 없으므로 체 문항에 

해서 문항 반응 이론  Rasch의 1-모수 문항 반응 모형에 근거하여 분석하

여 볼 수 있다.

 <표 4> 중 1학년 수학 창의적 문제 해결력(유형 II) 문항의 통계 분석표

문항 

번호
평 균 표 편차

 문항 합지수
 난이도 변별도 비고 분포도

 Infit Outfit

1 2.83 4.89 .85 .96 .01 .635 67.4

2 5.71 6.41 .80 1.04 -.15 .708 44.0

3 .40 2.46 2.10 1.47 .41 .320 95.2

4 1.71 3.12 .68 1.02 .11 .536 70.5

5 11.61 9.09 1.19 1.41 -.37 .722 32.2

체 22.24 16.66 1.12 1.18 .00 1.00 16.5

*‘비고’는 0 을 얻은 학생의 비율.

2. 수학 창의  문제 해결력 검사 도구의 양호도 분석

수학 재 선발을 한 수학 창의  문제 해결력 검사의 양호도를 조사하

기 하여 문항 내  신뢰도, 문항 내  타당도, 난이도와 변별도를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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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내 일 성 신뢰도: 검사의 신뢰도를 하여 문항 내  일 성 신뢰

도인 Cronbach α를 구하 다. 유형 I의 문항 10개에 한 신뢰도 계수는 

0.703이고 유형 II의 문항 5개에 한 신뢰도 계수는 0.515로 매우 높지는 

않지만 개방 인 문제로서 다양한 답이 제시되었던 을 고려하면 매우 양

호한 수 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항 합도 지수로 본 내  타당도: 검사 문항에 한 내  타당도는 문

항 반응 이론  Rasch의 1-모수 문항 반응 모형에 근거하여 모수치를 측정

하고 문항 분석을 하도록 하는 컴퓨터 로그램인 BIGSTEPS를 사용하여 

문항들의 합도 지수를 산출하 다. 사용된 분석 모형은 부분 수(Partial 

Credit) 모형이다. 문항의 합도 지수는 0.8보다 크고 1.2보다 작으면 분석

모형에 합한 문항이라고 볼 수 있다. 재의 경우는 1.5보다 작아도 넓은 

의미에서 분석모형에 합한 문항이라고 볼 수 있다.

<표 5>에서 부 합한 문항을 진단하기 해 제시된 Infit과 Outfit통계치는 

Rasch 모형에 근거한 합도 지수를 의미한다. Infit은 정보에 가 치를 두

는 표 화된 제곱평균 통계치로서 각 피험자의 능력 수  가까이에 치하

고 있는 문항들에 해 기 와 다른 반응에 민감(sensitive)하다. Outfit는 피

험자의 능력 수 과 떨어져 있는 문항에 해 기 와 다른 반응에 민감하

다. 즉, 일정 수 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 피험자가 피험자의 능력 수 에 비

해 아주 쉬운 문항에 해 오답을 하거나 아주 어려운 문항에 해 정답을 

할 경우 Outfit의 값이 높게 나타난다. 문항의 합도 지수가 유형 I의 8번 

문항, 9번 문항과 유형 II의 3번 문항을 제외하고는 1.5보다 모두 으므로 

분석모형에 합한 문항이라고 볼 수 있다. 

유형 I의 9번 문항과 유형 II의 3번 문항은 90% 이상의 학생이 0 을 받

아 피험자의 능력 수 에 가까이 있는 문항에 민감한 Infit 지수가 1.5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형 I의 9번 문항과 유형 II의 2번 문항은 

연역  사고를 측정하지만 유형 I의 9번 문항은 부분 문항이 없어 학생들이 

90% 이상이 0 을 받은 것으로 악된다. 유형 I의 9번과 유형 II의 3번 문

항은 문제해결을 해 허용된 시간이 은 만큼 이미 익숙한 학생은 답을 

제시할 수 있고, 익숙하지 않은 학생은 답을 제시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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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별도가 낮은 것으로 단되었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여러 단

계에 걸친 문제해결 과정을 거쳐야 하는 문제들은 부분문항을 제시하여 여

러 단계에 걸친 문제해결과정을 평가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유형 I의 8번 문항은 Outfit 지수가 1.5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피험자의 

능력 수 에 비해 아주 쉬운 문항에 해 오답을 한 유형이다. 

 <표 5> 문항 적합도 지수

1  2  3  4  5 6 7 8 9 10 체

유형 I
Infit .68 .65 .95 .85 .94 1.29 .98 1.49 1.67 1.09 1.06

Outfit .62 .83 1.00 .83 .99 1.11 1.00 1.54 1.17  .94 1.00

유형 II
Infit .85 .80 2.10 .68 1.19 1.12

Outfit .96 1.04 1.47 1.02 1.41 1.18

 

난이도: 문항 난이도는 문항의 어렵고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Rasch의 1-모수 문항 반응 모형에 근거하여 계산하 다. 문항 

난이도가 0.0인 것은 문항들 에서 평균정도라는 것을 의미하며 양수(+)값

을 가질수록 어려운 문항이다. 본 검사에서 유형 I는 로짓트 수로 본 난

이도가 0.36을 넘는 문항은 없었고 유형 II는 로짓트 수로 본 난이도가 

0.41을 넘는 문항은 없었다. 난이도 척도상에 각 문항의 난이도를 나열해 보

았을 때, 문항간의 난이도의 차이는 로짓트 수가 0.36과 .41을 넘지 않은 

범 에서 고루 분포되어 있고, 문항 신뢰도 지수가 유형 I에서 모두 0.703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유형 II는 0.52로 사용된 문항들은 서로 잘 분리되어 

수학 창의  문제해결력을 추정하고 변별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표 6> 문항의 난이도

 1  2 3 4 5 6 7 8 9 10 체

유형 I 난이도 -.25  .16 -.04 -.32 -.22 .36 .01 -.26 .44 .14 .00

유형 II 난이도  .01 -.15 .41 .11 -.37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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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별도: 문항의 변별도는 이연상 (point-biserial correlation)에 의하여 

분석하 다. 이연상 은 각각의 문항 수와 총 과의 상 으로서 음수(-)

값을 나타내는 문항은 능력이 높은 피험자와 낮은 피험자를 제 로 변별하

지 못하는 문항이라 할 수 있다. 이연상 계수가 0보다 게 산출된 문항

들은 수학 창의  문제해결력이 반 으로 부족해도 수가 높게 나올 수 

있는 문항으로서 학생들 간의 능력을 변별해 주기에는 부 하다. 유형 I의 

10 문항과 유형 II의 5개 문항 모두 이연상 계수가 0보다 은 문항이 없

어 모든 문항이 수학 창의  문제 해결력을 변별해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 문항 변별도

1 2 3 4 5 6 7 8 9 10 체

유형 I 변별도 .621 .418 .537 .490 .577 .435 .529 .636 .389 .567 1.00

유형 II 변별도 .635 .708 .320 .536 .722 1.00

재교육원과 재학 에 지원한 학생들간의 유형 I의 수학 창의  문제

해결력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t-test를 실시한 결과 문항번호 9번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두 기 에 지원한 학생들 간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8>에 각 집단별 유형 I의 수학 창의  문제해결력 문항에 한 평균

과 표  편차  집단간 차이 검증인 t-test 결과를 제시했다. t-test 결과 

재교육원과 재학 에 지원한 학생들은 수학 창의  문제해결력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고, 재교육원에 지원한 학생들이 재학 에 지원한 

학생들보다 수학 창의  문제해결력에서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교육청 단 로 선발하는 재교육원에 지원한 학생들이 학교단 로 선발하는 

재학  학생들보다 더 수학 창의  문제해결력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재교육원과 재학 에 지원한 학생들 간의 유형 II의 수학 창의  문

제해결력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t-test를 실시한 결과 문항번호 3번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두 기 에 지원한 학생들 간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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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표 9>에 각 집단별 유형 II의 수학 창의  문제해결력 문항에 한 평균

과 표  편차  집단 간 차이 검증인 t-test 결과를 제시했다. t-test 결과 

재교육원과 재학 에 지원한 학생들은 수학 창의  문제해결력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고, 재교육원에 지원한 학생들이 재학 에 지원한 

학생들보다 수학 창의  문제해결력에서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써 이 검사가 창의  문제해결력이 더 매우 우수한 학생과 약간 우수한 학

생에 한 변별력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단되었다.

<표 8> 유형 I의 영재교육기관별 지원자의 수학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평균, 표준

편차 및 t-test 검증 결과

문항 번호 집단 인원수 평균 표 편차 t

1
재교육원 918 6.09 3.11

3.964**

재교실 114 4.84 3.60

2
재교육원 918 2.15 2.19

3.652**

재교실 114 1.37 1.98

3
재교육원 918 4.06 3.62

3.098**

재교실 114 2.96 3.27

4
재교육원 918 6.62 2.94

2.252*

재교실 114 5.95 3.45

5
재교육원 918 5.75 3.64

3.154**

재교실 114 4.61 3.56

6
재교육원 918 1.19 2.78

3.153**

재교실 114 .35 1.65

7
재교육원 918 3.51 3.57

2.206*

재교실 114 2.74 3.25

8
재교육원 918 6.71 5.00

3.833**

재교실 114 4.81 4.92

9
재교육원 918 .97 3.05

1.708
재교실 114 .47 2.18

10
재교육원 918 2.77 4.15

3.278**

재교실 114 1.45 3.37

체
재교육원 918 39.82 17.85

5.854**

재교실 114 29.54 16.34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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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유형 II의 영재교육기관별 지원자의 수학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평균, 표준

편차 및 t-test 검증 결과

문항 번호 집단 인원수 평균 표 편차 t

1
재교육원 918 3.32 5.15

2.483*

재교실 114 2.08 3.90

2
재교육원 918 6.57 6.56

3.665**

재교실 114 4.21 5.73

3
재교육원 918 .49 2.75

 .651
재교실 114 .32 1.57

4
재교육원 918 2.04 3.45

3.796**

재교실 114 .79 1.83

5
재교육원 918 12.17 8.98

3.975**

재교실 114 8.62 8.92

체
재교육원 918 24.57 17.23

5.098**

재교실 114 16.02 13.89
*p<.05, **p<.01.

IV. 결  론

국 단 로 재교육원과 재학 에 지원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해 한

국교육개발원 재교육연구원이 개발한 수학 창의  문제해결력 검사가 재

의 별에 한지를 검증하기 해서 학교 1학년 1,032명에게 실시한 

후, 학생들의 반응을 Rasch의 1모수 문항반응모형에 근거하여 분석하 다. 

그 결과, 이 검사는 검사의 내  일 성 신뢰도 지수인 Cronbach α가 유형 

I에서는 .703이고 유형 II에서는 .515로 나타나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내  타당도를 나타내는 문항 련성 지수도 유형 I의 2개 문항과 

유형 II의 1개 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1.5 이하이고 반 으로는 .62부터 

1.49의 범 에 분포하여 그 타당도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난

이도 지수는 -.37부터 .41로 쉬운 문항부터 어려운 문항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어, 반 으로 학생들의 능력을 변별해주기 좋은 문항들로 확인되었다.  

문항 변별도는 체로 양호한 수 이 .30이상으로서 .32 부터 .72로 분포



중학교 수학 영재 판별을 위한 수학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개발

21

하여 변별을 잘 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학 창의  문제해결

력 검사는 수학 재들을 별하기에 신뢰롭고 타당한 검사인 것으로 확인되

었다.   

어떤 재교육기 에 지원한 학생인가에 따라서도 수학 창의  문제해결

력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청 단 로 선발하는 재교육

원에 지원한 학생들이 재학 에 지원한 학생들보다 더 수학 창의  문제

해결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이 검사가 재교육 가능 상자들을 상

으로 창의  문제해결력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변별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 그러나 귀납  추론을 요구하는 문항에서는 교육기 별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이에 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학 창의  문제해결력 검사를 개발하는 과정에

서 덜 정의되고, 덜 구조화되며, 신선한 문항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하고, 결

과 으로 학생들의 수분포가 한쪽으로 지나치게 쏠리거나 양극단으로 몰

려 U자 모양을 나타내는 문항을 제외시키려는 노력을 한 결과가 좋은 검사

를 개발하는데 주효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다음 검사 도구 개발 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여러 단계에 걸친 문제해결 과정을 거쳐야 하는 문

제들에 부분 문항을 좀 더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 수학 창의성을 측정할 

때, 유창성, 독창성까지 채 을 하면 좋겠지만, 많은 학생을 상으로 짧은 

시간에 채 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유창성만으로 채 을 해도 상당히 양

호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어 효율 인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러나 유창성만을 주요 채 기 으로 삼을 경우, 학생들에게 제한된 시

간에 많은 해법을 생각해 내도록 요구함으로써 가장 독창 인 사고를 소홀

하게 여기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문제 이 남아있다(Dailey & Mumford, 

2006).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수학 재들을 선발할 때 사용할 수학 창

의  문제해결력 검사 문항이 학생들로 하여  유창성과 독창성을 모두 발

휘  할 수 있도록 하여 두 사고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안을 더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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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Math Creative Problem Solving Ability Test for 
Identification of the Mathematically Gifted 

Middle School Students

Seokhee Cho

St. John's University

Dong-Jou Hwang

Ajou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math test for identification of 

the mathematically gifted on the basis of their math creative problem sol-

ving ability and to evaluate the goodness of the test. Especially, testing 

reliability and validity of scoring method on the basis of fluency only for 

evaluation of math creative problem solving ability was one of the main 

purposes. Ten closed math problems and 5 open math problems were 

developed requiring math thinking abilities such as intuitive insight, orga-

nization of information, inductive and deductive reasoning, generalization 

and application, and reflective thinking. The 10 closed math test items of 

Type I and the 5 open math test items of Type II were administered to 

1,032 Grade 7 students who were recommended by their teachers as 

candidates for gifted education programs. Students' responses were scored 

by math teachers. Their responses were analyzed by BIGSTEPS and 1 

parameter model of item analyses technique. The item analyses revealed 

that the problems were good in reliability, validity, item difficulty and item  

discriminating power even when creativity was scored based on the single 

criteria of fluency. This also confirmed that the open problems which are 

less-defined, less-structured and non-entrenched were good in meas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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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 creative problem solving ability of the candidates for math gifted 

education program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math creative 

problem solving tests discriminated applicants for the two different gifted 

educational institutions. 

Key words: Math creative problem solving ability, Gifted, Test, Identifi-

cation, Validity, Reliability, Item response analyses. Ras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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