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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 신장을 위한 초등수학 과제의 유형1)

박 만 구 (서울교육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수학과 교수학습에서 창의

성 신장을 위하여 초등학교 교실에서 활용이 가능한 수학

과제의 유형을 분류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이 풍부한 과제의 제시를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를

신장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 보고 창의성 신

장을 위한 과제의 특성과 이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이

를 위해 그 동안 창의성과 관련하여 연구되어 온 논문과

자료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미국 조지아대학의 GIL과 국내

의 논문 탐색을 통하여 창의성 관련 자료를 추출하여 분

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학 과제를 창의성의 요소인 독창

성, 융통성, 유창성, 정교성, 민감성의 5가지의 속성을 포

함하는 4가지 표현 방식에 16과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과제 유형과 함께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안을 하였

다.

I. 서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수학교육에서 창의성의 의미를

알아보고 초등학교 학생들의 창의성을 신장을 돕기 위

한 수학과제의 유형을 분류하여 제시하는데 있다. 이

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을 위하여 적절한 과제를 참고하거나 개발하는데

기초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지도를 돕기 위한 것이다.

Robinson(2006)은 극단적으로 학교가 창의성을 죽이

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학교 자체의

성격과 현재의 학교 교육과정이나 교수 방법들이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은 하면서도

교사가 어떤 자료로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Silver(1997)는 창의성은 영

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일반 학생들도 얼마든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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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교육에서 이런 문

제들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논

의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더 이상 자

세히 논의하지 않겠다.

창의성은 그 의미의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

회의 전반에서 이를 강조하고 있다. 단순한 정보를 빠

르게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다

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유명

해진 김영세(2005)는 기능이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창의적인 디자인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소비

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이 사실은 새로 나오는 휴대폰이나 자동차들의 디자인

이 구입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산업계 전반에 걸

쳐서 사활을 건 경쟁이 되고 있다(홍하상, 2006). 그리

고 창의성에 기반을 둔 원천적인 아이디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휴

대폰을 하나 구매할 때마다 CDMA방식의 원천 특허를

가지고 있는 퀄컴이라는 회사에 대당 5%이상의 돈을

지급해야 한다. 최근의 거대 휴대폰 회사 간의 디자인

특허전쟁은 창의성에 기반을 둔 원천기술의 문제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결국 개인의 부와 명예를 넘어서

국가의 경쟁력과도 직결된다.

이런 기조는 수학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미

래를 살아갈 학생들이 단순히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하

나의 답을 얻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다양한 해법

을 찾고 자신만의 독특한 해법을 찾아 문제를 가장 효

과적으로 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수학과 다른 교과들과의 통합적인 사고를 하도

록 하고 더 나아가 창의적인 문제를 만들면서 수학학

습을 하면서 희열을 맛보게 하고 수학에 대한 긍정적

인 태도를 가지도록 이끌어 줄 필요가 있다.

수학교육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전미수학교사협

의회(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Mathematics,

1989, 2000)도 그 동안 21세기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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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교육과정에서 적절한 수학을 강조하지 못하고 있

다고 지적하였다. 학생들이 수학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건전한 시민으로서 필요한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사고를 길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도 21세기에 필요

한 인간상으로 숙련된 단순 기능인보다는 ‘자기 주도

적으로 지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간’(교육과학기술부, 2007)으로 보았다. 초등학교 수

학교육에서도 학생들에게 습득해야할 중요한 것으로

창의적인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으로 보고 있다(강완,

김상미, 박만구, 백석윤, 오영열, 2009).

Landan(2007)은 미래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이 창의성 교육이라고 주장하였다. 수학교육을 위한

창의성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Sheffield(2006)는 수학

교육에서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풍부한 과제와

교사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학생들은 풍부한 과제 또는 문제를 경험하게 해야 한다.

그러한 교실에 있는 창의적인 교사는 모든 것을 아는 전문

가로서의 이미지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사고하고 스

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자율적인 학습자로 여길 수 있도록

학생들을 자극하는 전문가로써의 이미지로 탈바꿈해야 한

다. (p.1)

수학교육에서 이런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 초등학

교 교과서에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예를 들

면, 수를 하나 제시하고 답이 이 특정한 수가 되도록

하는 문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게 한다든가, 단순한 연

산 문제에 대하여 3가지의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도

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에서의 접근 방법의 섬세

함의 미흡과 교사나 학부모들의 이해 부족으로 소기의

성과를 내지는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Reiter-Palmon, Illies, Cross, Buboltz

와 Nimps(2009)나 Sheffield(2006)의 주장처럼 수학교

육에서 창의성 신장을 위해서는 과제의 성격이 중요하

다고 본다. 또 학생들의 나이와 수준에 맞는 상황을

이용한(Aristico et al, 2010; Sak & Maker, 2005) 풍

부한 과제의 개발과 이를 수업에서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창의성 신장을 위한 수학 과제

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Ⅱ. 이론적 배경

많은 사람들이 수학을 질서 정연한 논리성과 규칙

을 가지는 학문으로 여기고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정

해진 답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런 논리성과 엄밀성만을 수학 학습의 핵심적인 성격

으로 생각하기 쉽다. 따라서 독창적인 사고나 유연한

사고를 강조하는 창의성은 수학의 속성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과거에는 오히려 수학의 학습에 방애가 된다고

보기도 하였다(Hudson, 1966, 1967; Torrance, 1963).

창의성의 명확한 정의는 이 분야에 독보적인 연구

를 한 Torrance에게도 그의 40여년 연구 동안 괴롭혀

왔을 정도로 명확한 정의가 쉽지 않다(Shaughnessy,

1998). 창의성과 수학 창의성, 수학적 창의성을 구분하

는 경우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세분하여 구분

하지 않고 다만 포괄적인 창의성의 일반적인 정의 안

에서 사용하는 소재를 가능한 수학과 관련된 내용에

국한하여 수학교육에서의 창의성으로 사용하고자 하였

다.

수학교육의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수학

교육 단체 중 하나로 전미수학교사협의회(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Mathematics, 2000)에서도 수

학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것 중의 하나를 문제해결로

규정하고 문제해결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때로는 예측의 결과를 뒤집는 예시의 사용할 것을 권

고하였다(pp.303-304). 우리나라 2007 개정 수학과 교

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07)에서도 수학과의 성격을

‘수학적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수학적 사고 능력

을 키워, 합리적이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

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다’(p.2)고 강조하면서 수학학

습에서의 창의적인 사고와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을 돕기 위하여 과제의 제시

가 중요한데, 창의성 신장을 위한 ‘풍부한 과제’의 특징

을 알아보기 위하여 그 동안 연구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박만구, 2009).

수학과 관련한 창의성 연구에서 창의성에 대해서는 학

자마다 견해가 다소 다르지만 과정과 산출물 어디에

더 중점적인 무게를 두느냐에 있다. 물론 대부분 과정

과 산출물 사이에 과정에 어느 부분에 무게를 두느냐

의 문제인데 과정에 중심을 둔 정의로 Poincare(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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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Kruteskii(1969)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예를 들면,

Balka, 1974; Fouche, 1993; Haylock, 1987; Krulick &

Rudnick, 1999; Laycock, 1970; McNulty, 1969)은 주로

쉽게 보이지 않는 다른 것들 사이의 수학적인 연결을

생각해 내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창의성의 속성 중 독창적인 사고과정을 가장 큰 특

성으로 강조하는데, Kneller(1965)는 창의성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사물이나 현상을 볼 것을 권고하였다.

창의성은 일반적으로 말해져왔듯이 우리가 모른 것을 알

아내기 위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창의적으로 사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산출물에 중심을 둔 정의로, Spraker(1960)와 다른

학자들(예를 들면, Aiken, 1973; Jensen, 1973; Balka,

1974; 조석희, 2003)은 수학 문제의 해에 대한 독특하

고 일상적이지 않은 해결방법을 사용한 산출 능력으로,

과정에 대한 강조와 함께 세부 문제를 만들거나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사고하여 보다 종합적인 문제를 만

들어 내는 능력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창의성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다양한 견

해를 가지고 있는데 McCain과 Callahan(1977)은 재정

의(redefinition)을 포함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

반적으로 언급하는 것으로 창의성의 요소를 독창성

(originality), 유창성(fluency), 융통성(flexibility), 정교

성(elaboration), 민감성(sensitivity)으로 규정하였다. 이

들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한정민, 박만구(2010)가 정리

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pp.3-4).

가. 독창성 : 기존의 것과 다르게 새롭고 독특한 아이디

어를 산출하는 능력으로, 문제 해결과정에서 남다른 독특한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반응의 상

대적 희귀 빈도와 질적인 참신성 및 가치가 높을수록 독창

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나. 유창성 : 특정한 문제 상황에서 가능한 많은 아이디

어나 반응을 산출하는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의미 있

는 반응의 개수가 많거나 학습한 원리·법칙 및 전략을 다양

한 장면의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학생은 유창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 융통성 : 고정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여러 각도에

서 다양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으로, 동일한 문제를 해

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보다 해결하는 방법이나 전략

의 수가 많거나 특정한 방법이나 전략을 이용하여 문제해

결이 힘들거나 복잡할 경우 즉각 대안적인 방법이나 전략

을 구상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면 융통성이 높다고 할 수 있

다.

라. 정교성 : 기존의 아이디어에 유용한 세부사항을 추가

하여 정보를 상세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표현하는 능력으

로, 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이 새로이 발견하고 이해한 개념

이나 원리·법칙 및 기타 정보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간결·명료하게 표현할수록 정교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마. 민감성 : 주변의 환경에 대해 예민한 관심을 보이고

새로운 탐색 영역을 넓히려는 성향이나 태도로, 당면한 문

제 상황에서 주어진 정보와 그들 사이의 관계를 빨리 파악

하고 기존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방법이나

전략 등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수학교육에서 창의성을 길러 주기

위한 문서들과 연구들도 일부 있어 왔지만(예를 들면,

김부윤, 이지성, 2007; 김연수, 2005; 김형진, 2008; 박

만구, 2009; 박배훈, 류희찬, 이기식, 김인수, 2003; 배

종수, 박만구, 2007; 우종옥, 권치순, 전경원, 양일호, 양

서윤, 2008; 이상범, 이광필, 최상돈, 황석근, 1999; 조

석희, 2003; 한헌조, 황혜린, 2007; 황우형, 최계현, 김

경미, 이명희, 2006; Artistico, Orom, Cervone, Krauss,

& Houston, 2010; Eberle & Stanish, 1996; Kwon,

Park, & Park, 2006; Lee, Whang, & Seo, 2003;

Sriraman, 2008), 체계적인 접근이 부족하고 창의성 신

장을 위한 과제의 특성에 대한 분석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창의성을 길러 주

기 위해 소재가 될 수 있는 수학 과제를 유형별로 분

류하여 그 의미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수학 교수학습에서 학생들의 창의

성 신장을 돕기 위해 제시하는 수학 과제의 특성을 알

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Williams(2002)와 Sheffield(20

06)가 제안한 창의적 사고를 유발하는 과제를 어떤 제

한적인 정확한 수치보다는 개념적이고, 일반적이며, 다

양한 답이 나오는 과제로 다음의 특성을 가지는 것으

로 보았다.

-일반적이지 않은 답의 경로를 가진 과제

-단선형 해법이 아닌 과제

-정교성을 추구하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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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적이지 않은 부분을 간단히 점검할 수 있는 과제

-예측할 수 없는 수학적 아이디어들을 통합하는 과제

-모든 학생에게 접근 가능한 시작점이 있고 가장 뛰어난

학생들도 도전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과제

-학생들로 하여금 탐구하고, 반성하고, 확장하고, 관계된 새

로운 영역에 접목을 시도할 수 있는 과제

-언어적, 기하적, 대수적, 수리적인 표현 등 다양한 표현으

로 증명을 제시할 수 있는 과제

-질문하고, 추론하고, 의사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

학의 다른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와 연결 짓고 실생

활에 적절히 연결이 가능한 과제

-개인적인 반성이나 문제해결뿐만 아니라 소집단으로 협력

하여 탐구할 수 있는 과제

위의 제안으로 볼 때, 수학 과제는 수학적으로도 깊

이가 있으면서도 학생들의 일상생활과의 관련을 지으

면서 흥미를 가지고 유의미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할 필

요가 있다. 이를 수학 교실에서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료의 개발과 함께 자료를 어떻게

사용할 지에 대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여

적용하며 정책적으로도 이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남승인, 박만구, 신준식, 2010; 박교식, 1996).

그리고 창의성 신장을 위한 풍부한 과제의 개발과

함께 이를 단계별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

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Sheffield(2006)는 다음과 같

이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단계적인 방법을 제안하

였다.

1) 가로와 세로의 합을 구하여라. 알게 된 점은 무엇인가?

1 4 5

2

3

2) 1-5까지 적인 카드 중에서 가로와 세로 줄의 합이 같게

되도록 직사각형 안에 적당한 수를 넣어라. 몇 가지나

만들 수 있는가?

3) 1-5까지 적인 카드 중에서 가로와 세로 줄의 합이 같게

되도록 직사각형 안에 적당한 수를 넣어라. 몇 가지나

만들 수 있는가? 위의 문제와 이 문제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가? 6-10의 수를 사용한다면? 2-10의 수중에서

짝수를 사용한다면? 5-25의 수 중에서 5의 배수를 사용

한다면?

4) 정사각형의 개수와 패턴을 다르게 한다면? 1-9의 수를

사용하여 각 가로줄과 세로줄이 같은 수가 되도록 하여

라. 다른 다이어그램이나 퍼즐을 만들어 보아라.

그러나 모든 과제의 해결에 있어서 단계적인 해결

방법으로만 접근할 필요는 없다. 고도의 창의성을 가

진 수학자들은 최종의 수학적인 해에 대하여 고도의

직관력을 사용하여 예측을 한 후 논리적으로 풀어가기

도 하기 때문이다.

Csikszentmihalyi(1999), Hennessey(2004)와 황농문

(2008)의 주장처럼 창의성은 진공상태에서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행동, 환경 등의 상

호작용 가운데 생기게 되고, 관심이 있는 부분에 고도

의 집중과 몰입을 할 때 창의적인 산출물을 얻어낼 수

있게 된다. 또한 축척된 관련 분야의 지식과 특별하고

영감을 주는 삶의 경험들의 소산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창의성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기적

같은 것을 생각하기 보다는 이미 학습한 지식이나 경

험을 바탕으로 주어진 과제를 기존의 방식이 아닌 보

다 새롭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능력으로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지식과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학습하도록 격려하고, 풍

부한 과제를 사용하여 교사 자신은 물론 학생들로 하

여금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습성을 가지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창의성을 평가할 수 있

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Cropley &

Cropley, 2007; Dulama, Alexandru, & Vanea, 2010;

Torrance, 1973; Urban, 2007).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을 돕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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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수학 과제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창의성의 요

소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예

시들을 제시하였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국내외에서 수학교

육에서 창의성 신장을 돕기 위하여 제안한 수학 과제

들을 유형화하고 창의성의 요소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국 University of Georgia 도서관시스템에서

활용하는 GIL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reativ*’와

‘Mathematic*’을 공통 키워드로 포함하는 전문을 볼

수 있는 논문 및 자료 3485편 중 2000년 이후의 것과

한국의 자료는 KISTI와 한국과학기술학회마을 등에서

키워드로 ‘창의’와 ‘수학’을 공통으로 포함한 한글 자료

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 관련된 자료를 추출

하여 각 자료에서 제안하고 있는 수학 과제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창의성과 관련한 유명 자료들은

연도와 관계없이 참고하였다.

그리고 오프라인 자료로 조지아 대학에서 소장하고

있는 일반 창의성 관련 자료와 수학교육 관련 창의성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의 자료는 과학기술학회

마을과 한국학술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창의성 관련

논문과 교사교육연수자료 및 워크숍 자료 등에서 창의

성 신장을 위한 과제를 유형별로 추출하였다.

각 논문이나 자료에서 명시적으로 ‘창의성 신장을

위한 과제’를 제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진술한 내용

을 토대로 연구자 수학 과제의 유형을 추출하여 유형

별로 정리하였다. 유형의 분류는 수학교육 전문 전문

가들과 의견을 반영하여 정리하였다. 과제의 유형은

크게 과제 자체를 어떻게 표현하도록 하느냐에 따라서

7개 유형, 과제의 답을 어떻게 추론하느냐에 따라서 2

개 유형, 자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4개 유

형, 과제의 성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3개의 과제의

유형으로 세분화하였다. 각 유형 사이에 공통적으로

속하는 경우는 좀 더 강한 성격을 갖는 유형으로 분류

하였다.

수학과제의 유형은 창의성 관련 요소를 간단히 설

명하고 각각의 예시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일반

적으로 ‘과제’는 ‘문제’보다는 좀 더 여러 단계의 문제

를 해결하면서 최종의 답을 얻는다면 면에서 일반적인

문제와는 그 의미가 다소 다를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는 과제와 문제를 구별이 없이 모두 과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Ⅳ. 창의성 신장을 위한 수학 과제 유형

여기에서는 창의성 신장을 위한 수학 과제 유형의

분류와 각 과제 유형별 예시 과제를 제시하고 창의성

의 요소를 간단히 설명하였다.

1. 창의성 신장을 위한 과제 유형의 분류

수학 교수학습에서 창의성 신장을 위한 과제의 유

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선행의 연구 자료를 토대로 수

학과제 유형을 과제 유형의 방식과 과제의 성격에 따

라서 <표 1>과 같이 분류하였다.

과제

유형의

방식

과제의 성격

대표적인

창의성 관련

요소

표현

방식

다양한 해법 요구 유창성, 독창성

해법 선호도 요구 정교성

문장제 만들기 요구 독창성, 융통성

유사과제 요구 정교성, 융통성

과제의 변형 요구 정교성

쓰기 활동 요구 독창성, 정교성

개방형에 대한 표현 요구 독창성, 유창성

추론

방식

직관적 추론하도록 하는 요구 정교성

일반화를 추론하도록 하는 요구 정교성, 유연성

자료

사용

방식

역할놀이 활용 정교성, 유연성

문학작품 활용 독창성, 민감성

퍼즐, 게임, 마술 활용 융통성, 유연성

다양한 자료 활용 독창성, 유연성

내용의

제시

방식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과제 독창성, 융통성

융합적이고 종합적인 과제 독창성, 민감성

삶을 바꾸는 과제 독창성, 민감성

<표 1> 창의성 신장을 위한 과제의 유형

2. 수학 과제 유형에 따른 예시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을 위한 과제의 유형을 과제

의 형식과 성격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과제 유형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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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따라서 4가지로, 그리고 이를 과제유형의 성격에

따라서 16가지로 분류하였다. 각 유형별로 간단한 설

명 및 예시와 창의성의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현 방식]

(1) 다양한 해법을 요구하는 과제

창의성의 과제 중 가장 전형적인 유형으로 우리나

라 수학 교과서에서도 도입을 하고 있는 과제이다. 수

학학습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한 과제에 대하여 다양한

수학적인 해법을 요구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다양하게

사고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이는 유창성을 신장시키

는데 도움을 주고, 독창적인 해법을 만들어 내도록 유

도할 수 있다(남승인, 2007; Sheffield, 2006).

전통적으로 수학 과제에서는 보통은 한 가지 답을

간단히 요구하는데 반하여 이를 여러 가지의 풀이 방

법을 제시하도록 한 경우이다. 그 예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6학년 1학기 수학교과서(교육과학기술부, 2011, p.33)

왜 19.6÷2.8=7인지 3가지 방법으로 설명하시오.

14-9=5가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시오.

(예를 들면, 내려 세기 방법, 올려 세기 방법, 10에서 9를

빼고 4에 1을 더하는 방법, 9를 4와 5로 나누어 4를 빼고 5

를 10에서 빼는 방법, 각각 1을 더하여 15-10=5와 같이 계

산하는 방법,....)

다음 곱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보시오(남승인,

2007).

다음은 Sheffield(2006)가 제안한 다양한 해법을 요

구한 과제 유형이다.

0-9까지의 적혀있는 카드 중에서 4장을 골라 합이 가장

큰 (두 자리수 + 두 자리수)의 문제를 만들어라. 합은 얼마

인가? 같은 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인가?

+
위의 문제를 뺄셈 문제로 바꿀 수 있는가? 가장 작은 차

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 항상 가장 작은 값

이 되는 일반적인 규칙을 찾을 수 있는가? 그 문제를 곱셈

혹은 나눗셈 문제로 바꿀 수 있는가?

기타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

시오.

어느 농장에 닭과 돼지가 있는데 닭과 돼지는 모두 70마

리이고 다리의 개수는 모두 200개라면 닭과 돼지는 각각

몇 마리씩인지 4가지 방법으로 풀고 설명하시오.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숫자가 1, 2, 3일 때, 이 세 수와 사

칙연산 기호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수들을 만들어 보시오.

(예, 3+2-1=4, 2+(3x1)=5, (1+2)÷3=1,....)

사칙연산, 괄호와 4를 4번 사용하여 0에서부터 10까지의

수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 보시오.

(예, 4+4-4-4=0, 44÷44=,....)

주어진 도형의 사분의 일을 표시하는 다양한 방법을 생

각하여 나타내어 보시오.

(2) 해법에 대한 선호도를 요구하는 과제

한 과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해법의 장단점을 분석

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하여 선호도의 순위

를 매길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가장 효율적인 방

법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과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창의적인 사고를 하도록 요구한다. 특별히 여

러 조건을 고려한 세밀한 사고를 하도록 하는 정교성

을 요구하게 된다(Krulik & Rudnick, 1993, 1999;

Schoenfeld,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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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을 계산하는 데 똑같이 덜어 내는 나눗셈과 똑같

게 나누는 나눗셈 중에서 어느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

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수학교과서 6-1, p.26)

위에서 제시한 43x25의 풀이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고르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3) 문장제로 만들도록 요구하는 과제

한 가지 또는 몇 가지 조건을 주고 문장제를 만들

도록 하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하게 사고하도록

한다. 문장제의 과제를 만들도록 하는 것은 창의성을

신장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Briggs & Davis, 2008;

van Harpen & Sriraman, 2011). 이는 창의성의 여러

요소를 모두 포함할 수 있다. 특히, 독창성, 융통성, 민

감성 등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다른 학생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과제, 보다

세련된 과제를 만들려고 하면서 창의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 더불어 자신이 만든 과제의 답을 내도록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연산식

을 주고 어울리는 문장제를 만들도록 할 수 있다. 예

를 들면, 다음의 예들이다.

수학교과서 6학년 1학기(p.17)

나눗셈 

÷ 


에 알맞은 문제를 만들고 답을 구하

시오.

다음 두 용어를 사용하여 문제를 만들어 보시오.

“직사각형, 20%”

답이 6이 되는 문장제를 만드시오.

(4) 유사과제를 만들도록 요구하는 과제

Small(2009) 그리고 Krulik과 Rudnick(1993)이 제안

한 것처럼 유사과제를 만들도록 요구하는 과제를 통하

여 학생들은 과제의 성격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고 어

느 속성을 바꿀 수 있는지 세밀한 사고를 하게 된다.

이는 교실에서 수준별 학습을 하도록 하는데 좋은 전

략 중의 하나로 정교성과 융통성을 개발하게 된다.

어느 것이 더 큰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Small, 2009,

p.13)

[유사과제]

어느 것의 둘레의 길이가 더 큰가? 얼마나 더 큰가?

어느 것의 넓이가 더 큰가? 얼마나 더 넓은가?

(5) 원 과제를 변형하도록 요구하는 과제

주어진 과제를 "What if...?(만일...라면 어떻게 도겠

니?)"와 같은 발문을 사용하여 조건을 바꿈으로써 결

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생각하여 답을 하도록

할 수 있다(Polya, 1986; Schoenfeld, 1992; 박성선,

2002). 이와 같이 조건을 바꾸어 변형하도록 욕하는 과

제는 정교성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예가 있을 수 있다.

[원래과제] 한 밑면의 한 변이 10cm인 정사각형 모양이고,

높이가 20cm인 각기둥의 부피를 구하시오.

[조건을 변형한 과제]

⇒ 각기둥이 아니고 반지름이 10cm인 원이라면 어떻게 되

겠는가?

⇒ 밑면이 한 변이 10cm인 정사각형 모양의 원뿔이라면 어

떻게 되겠는가?

⇒ 부피가 아니고 겉넓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

는가?

⇒ 한 밑면의 한 변이 20cm이고 높이가 10m라면 처음 각

기둥의 부피와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

(6) 수학에 대한 쓰기 활동을 요구하는 과제

수학에서 저널쓰기나 기타의 쓰기활동은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를 자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창의적인

사고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쓰기활동은 수학의 개

념에 대한 자신의 사고를 정리하고 보다 정교화 하도

록 하며,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도록 격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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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학습에서 쓰기 활동의 장려는 창의성의 요소

중 정교성의 신장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정의적인 측면

의 발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Briggs와 Davis(2008)

는 수학학습에서 쓰기활동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

하였다(p.84).

•토론의 필요를 증가시킨다.

•지시사항을 받아 적을 필요가 있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법에 대한 근거를 적을 필

요성을 증가시킨다.

•과제영향을 주는데 포함시키거나 제외시켜야 할 요소를

정당화 하도록 한다.

•주어진 답에 대하여 정당화의 필요성을 증가시킨다.

•아이디어에 대하여 서로 의사소통 하도록 하는 필요를

증가시킨다.

•배우고 있는 학습에 대하여 반성해 보도록 하는 필요를

증가시킨다.

다음은 수학학습에서 쓰기 활동 과제의 예이다.

오늘 배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정

리하여 말해 보시오.

연산 부분에서 자신이 가장 실수를 잘하는 것은 무엇이

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써 보시오.

병원에 입원하여 학교에 나오지 못한 친구에게 오늘 수

학 시간에 배운 배수를 판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

시오.

오늘 배운 텔셀레이션과 우리의 생활 속의 적용 사례에

대하여 설명하고, 디자이너에게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써

보시오.

(7) 개방형에 대하여 표현하도록 제시하는 과제

개방형 과제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사고할 수

있는 여유를 최대한으로 제공하게 됨으로 독창성과 유

연성을 신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Sullivan,

Griffioen, Gray, & Powers, 2009). 개방형 과제는 많은

경우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게 된다. 다음은 개방형

과제의 한 예이다(Becker와 Shimada, 1997, pp.25-26)

다음은 A, B, C 학생이 구슬 던지기를 하여 구슬이 놓

인 그림이다. 5개의 구슬이 흩어진 정도가 가장 적은 학생

이 승리하는 게임이라고 할 때, 누가 승리자인지 정하시오.

세 학생의 흩어진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좋은 수치가 있

으면 편리할 것이다.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 흩어진

정도를 수치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항목화 된 문장으로 나

타내어보시오.

주어진 문제의 가장 적합한 답을 찾아보시오.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의 문제를

제시하고 위의 방법을 응용하여 풀이 방법을 제시하시오.

(평가 예시)

1: 두 점 사이의 길이의 최대, 최소

2: 5개의 점을 잇는 도형의 둘레

3: 5개의 점 사이의 길이의 모든 합

4: 5개의 점을 덮는 사각형의 넓이의 최솟값

5: 5개의 점을 덮는 원의 넓이의 최솟값

6: 5개의 점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넓이의 합

5개의 출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은행을 설치하려

고 한다. 각 경우에 어느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그리

고 A, B, C 세 가지 경우 중 각 출장소까지의 거리로 볼

때 설치하는데 가장 유리한 것은 어느 경우인가? 왜 그렇

게 생각하는지 설명하여라.

[추론 방식]

(8) 최종 답을 직관적으로 추측해 보도록 장려하는

과제

대부분의 수학 학습에서 권고하는 수학과제의 해법

은 Polya(1986)가 제시한 최종의 해를 향한 단계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연산 문제나 문장제나

어떤 유형의 과제이든 최종의 답을 직접적인 풀이 과

정을 거치지 않고 직관을 사용하여 최종의 답을 예측

해 보도록 할 수 있다(van Hieles, 1986). 이는 머릿속

에서 활발한 추론 및 계산을 하게 함으로써 정교성을

발달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은 더 나아가

Posamentier와 Krulik(2009)이 제시한 ‘지적인 추측’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29×32의 계산을 하지 말고 가능한 정확한 계산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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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 보시오.

어느 동화책의 두 페이지의 곱이 812이었다. 두 페이지

의 쪽수를 말해 보시오.

(9) 패턴을 발견하거나 일반화하도록 장려하는 과제

수학의 핵심은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

화는 산술에서 대수로 발전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이 패턴의 발견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융통성, 유연

성, 정교성을 개발할 수 있다(Krulik & Rudnick, 1993;

Small, 2009).

자연수 1에서부터 20개의 홀수의 합을 구하시

오.(1+3+5+...+(2×n-1) =n×n)

다음은 어느 달의 날짜를 나타낸 달력이다. 발견할 수

있는 수학적인 사실들을 열거하여 보시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자료 사용 방식]

(10) 역할놀이를 활용하도록 요구하는 과제

수학적인 개념이나 연산의 의미들을 간단한 팬토마

임, 연극 또는 역할놀이 등 다양한 표현 활동을 통하

여 이해를 정교화해 갈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이 하

는 동작이나 모습을 보면서 수학적인 의미를 맞추도록

하는 활동도 정교성 및 유연성을 신장하도록 도울 수

있다(정경혜, 2010).

예를 들면, 다음의 예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21÷3=7의 두 가지 경우를 몸의 동작으로 표현해 보시

오(포함제, 등분제)

두 사람이 분수와 소수가 되어 자신을 소개해 보시오.

두 사람이 막대그래프와 꺾은선그래프가 되어 자신의 장

점을 설명해 보시오.

(11) 문학작품을 이용하는 과제

이는 Altiere(2010)도 강조한 부분으로 문학 작품은

학생들에게 자연스런 상황을 제공하므로 학생들로 하

여금 자연스럽게 주어진 상황에 빠져들도록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과제는 독창성 및 민감성을

신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베르베르(1993)의 개미라는 소설에 나오는 수열은

초등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규칙성을

발견하도록 하는데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

수들이 다음과 같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나열되어 있다.

마지막 줄에 올 수 있는 수는 얼마인가?

1

11

12

1121

122111

?

Schwartz(1985)의 책의 소재는 학생들에게 백만의

크기에 대한 감각을 갖도록 하는데 좋은 소재가 된다.

이런 질문은 창의성의 요소 중 정교성을 신장할 수 있

다.

1부터 백만까지 세려면 몇 시간이 걸리겠는가?

(12) 수학 퍼즐, 게임, 마술을 이용하는 과제

수학 교수학습에서 퍼즐이나 게임, 마술을 활용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수학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고의 촉진 및 수학에 대

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별

히 정해지지 않은 다양한 해법을 발견하거나 규칙을

바꿈으로써 융통성, 유연성 등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된다(Bragg, 2006; Griffiths & Clyne, 1995). 또한 이

들 속에서 수학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도록 하는 과제

는 유연성을 요구한다.

이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학교과서에도 게임 자료

를 실음으로써 학생들에게 흥미도 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의 측면에서 보다

세련된 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

해 스도쿠, 장기, 펜토미노, 쌓기나무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게임 수준의 변환에 따라서

어린 학생으로부터 성인까지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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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삼성수학연구소, 2008)

다음은 수학 시간에 활용해 볼 수 있는 게임 자료

의 예이다(송정환, 2008)

[빙고게임]

인원 4명 게임시간 10분

준비물 활동지, 주사위 3개, 필기도구, 초시계

* 게임 방법

1. 게임 인원은 4인 1조로 하고,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한

다.

2. 활동지에 5x5 정사각형의 각 칸에 1-50의 수 중 25개를

선택하여 하나씩 임의의 칸에 적는다(단, 중복하여 쓰지

않는다.).

3. 첫 번째 사람이 3개의 주사위를 던진다.

4. 게임 참가자 전원이 제한시간 1분 동안 3개의 수를 계산

하여 나온 결과를 표에 색칠한다.(단, 계산 결과표에 없

다면 색칠할 수 없다.)

5. 계산이 나온 결과는 아래에 적도록 한다.

6. 다음 사람이 주사위를 던져 위 과정을 반복한다.

7.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직선을 먼저 만든 사람이 ‘빙고’

를 외치면 이기게 된다.

*게임규칙

1. 3개의 숫자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야 한다.

2. 연산은   × ÷ , 괄호를 사용할 수 있다.

(13)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과제

수학 시간에 교사는 수학 교수학습을 위하여 다양

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종이로부터

건축, 미술 등 어느 자료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

다(Casakin, Davidovitch, & Milgram, 2010; Olson,

2011; Starko, 1995; 김연수, 2005). 자료의 사용은 학생

들에게 흥미를 자극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

토록 한다. Keun과 Hunt(2006)의 주장처럼 춤과 같이

때로는 전혀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되는 자료도 학생들

의 창의성 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공학의 발달은 수학 학습에서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Chen & Cheng, 2009;

Duda, 2011; Hwang, et al., 2007;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Mathematics, 2000) 자료의 사용은 자신

만의 아이디어를 내는 독창성과 유연성의 신장에 도움

을 줄 수 있다.

다음의 캐스트 퍼즐을 분리하고 합체하면서 자신만의 일

반적인 규칙을 발견하고 친구에게 설명하시오.

아래와 같이 주어진 9개의 성냥개비로 만든 모양에

서 다음을 생각해 보도록 할 수 있다.

(1) 한 번에 2개만 움직여 정삼각형이 1개 감소하여 4개가

되도록 하여라.

(2) 다음에 또 위와 같이 한번에 2개씩 움직여 정삼각형이

그 때마다 1개씩 감소하도록 하여라. (김영관, 2011)

다음과 같이 쌓기나무로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쌓기나무 8개로 면과 면을 이어 붙여서 쌓을 때, 바닥을

제외한 겉넓이가 두 번째로 크게 되도록 만들어 보시오. 한

가지인가? 여러 가지라면 모두 제시하여라.

쌓기나무를 쌓아 각각 앞면과 옆면에서 보고 그린 그림

이다. 쌓기나무를 최소 몇 개, 최대 몇 개로 만들 수 있는

가?

[내용의 제시 방식]

(14) 상식적인 고정 관념을 뛰어 넘도록 하는 과제

학생들에게 너무 익숙한 과제 또는 답이 명확히 들

어나는 과제는 창의성 신장을 위해서는 그리 좋은 과

제가 아니다. 가능한 처음에는 낯설고 고민을 많이 하

도록 하면서 해법이 기발하거나 예상을 뒤엎는 과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독창성과 융통

성을 신장하도록 도울 수 있다(Posamentier & Krulik,

2009).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예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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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과 같은 9개의 점을 직선 4개로, 또는 3개의

직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말해 보시오.

길이가 같은 성냥개비 6개를 가지고 정삼각형 4개를 만

들어 보시오.

(15) 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사고하도록 하는 과제

수학은 과학이나 다른 교과와 통합 또는 융합적인

과제를 만들어 창의적인 사고 중 독창성과 민감성을

자극할 수 있다(박만구, 2007).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종이로 개구리를 접어서 멀리 뛰게 하기나 한정된 자

료만을 사용하여 높이를 높게 만들게 하거나 종이비행

기를 어떻게 하면 더 멀리 보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종합적인 예로, 어느 도시의 인구, 인구 증가율, 자

동차 보유 대수, 대기 오염 통계 등을 제시한 후 시장

선거에 나가는 연설문을 작성하려고 할 때, 수학적인

사실들을 포한한 연설문을 작성해 보도록 할 수 있다.

(16) 우리의 삶을 바꾸도록 유도하는 과제

수학 과제가 학생들에게 보다 의미 있도록 하기 위

해서는 수학 과제의 해결 결과를 우리의 생활에 확장

하여 적용해 보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타 교과나

학문과의 융합적이고 종합적인 과제와도 관련이 있다.

학생들은 수학적인 사실을 일상생활 속의 현상과 의미

있게 연결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독창성과 민감성과

같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Krulik &

Rudnick, 1993; Tharp, 2005). 예를 들면, 학생들이 즐

겨먹는 여러 가지 색깔의 초코렛의 색깔에 대한 선호

도 통계 조사를 한 후, 회사의 관계자에게 추천의 메

일을 쓰도록 하여 얻어진 사실을 실제로 제안하여 마

케팅의 개선 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이 학생들이

사회 속에 참여하는 ‘참여수학’(박만구, 2007)으로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수학에 참여하여 수학을 ‘하도록(do)’

하여 수학의 힘을 경험하게 하는 진정한 기회를 제공

해 줄 수 있다. 이런 유형의 과제는 우리의 일상생활

과 직결되는 문제를 수학적인 사고를 활용하여 해결해

가도록 하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수학에 대한 힘을 경

험하게 할 수 있다.

학생들은 Gliner(1991)의 연구에서도 밝혔듯이 자신

들의 관심과 관련 있는 상황으로 제시할 때 단순히 계

산하는 과제보다 흥미를 더 가지면 정답률도 높아진다.

예를 들면, 핸드폰 요금제에 대한 과제를 해결한 후

가격대비나 여러 가지 서비스 대비 가장 유리한 요금

제의 순위를 제시하도록 하여 실제로 휴대폰의 선택에

실제적으로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패턴이나

테셀레이션에 관한 과제로 실제 유명 가방 디자인의

무늬를 분석하게 할 수 있다. 수학적인 아이디어를 활

용한 새로운 디자인을 소그룹 단위에서 만들어 보게

한 후 학급 전체에서 최우수 디자인을 만들어 가방 디

자이너를 면담하고 새로운 디자인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을 도울 수 있는 여

러 유형의 수학 과제들을 알아보았다. 그런데 이런 과

제를 가지고 교사가 교실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

요하다. 그리고 집단의 성격에 따라서 창의성이 다르

게 자극 받을 수 있으므로(Brophy, 2006), 학생 개인의

문제해결에 어울리는 과제와 소그룹에 어울리는 과제

를 적절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다양한 과제의 제시와 함께 교사가 교실에

서 학생들에게 하는 발문도 중요하다(Small, 2009). 그

리고 교사와 학부모의 동기유발 및 학생의 능력에 대

한 긍정적인 신뢰감도 중요하다(Cho & Lin, 2011).

Krulick과 Rudlick(1999)은 수학학습에서 창의성을 신

장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발문을 하도록

할 것을 권장하였다(박성선, 2002, p.68).

What's another way?(다른 방법으로 풀 수는 없겠니?)

What if...?(만일 ...라면 어떻게 되겠니?)

What's wrong?(무엇이 잘못되었니?)

What would you do?(너라면 무엇을 하겠니?)

이와 같은 가정적인 발문은 주어진 과제를 분석하

도록 하고 더 정교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는

창의성의 요소 중 정교성의 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수학에서 창의성의 신장도 황농문(2008)이

제안하듯이 끊임없이 생각하고 집중하여 몰입하는 과

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는 과학 문화 연구소 이인식

소장의 말을 재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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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의 수수께끼에 도전한 인지과학들은 천재나 범인,

모두 문제 해결 방식이 동일한 과정을 밟는다는 사실을 밝

혀냈다. 다시 말해 천재와 보통사람 사이의 지적 능력 차이

는 질보다는 양의 문제라는 것이다 (p.21).

뉴톤의 만유인력 법칙도 우연히 사과나무에서 사과

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발견했다기 보다는 그의 장기

간에 걸친 숙고와 몰입이 순간적인 영감과 함께 종합

적으로 만들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교실에서

학생들의 수학적 창의성 신장에 관심을 가지는 교사들

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수학에서의 창의성도 많

은 수학 지식과 경험의 축척을 거쳐서 창의성을 자극

할 수 있는 수학적 과제와 문제해결에 몰입하는 동안

에 창의적인 사고를 신장해 갈 수 있다.

Ⅴ. 결 론

연구의 결과 창의성과 관련한 각 논문이나 문서들

에서는 다양한 주장과 제안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

부분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을 위해서는 창의성 신장을

위한 ‘풍부한 과제’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창의성 신장을 위한

과제들의 특징을 중심으로 16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그 유형은 (1) 다양한 해법을 요구하는 과제, (2) 해

법에 대한 선호도를 요구하는 과제, (3) 문장제로 만들

도록 요구하는 과제, (4) 유사과제를 만들도록 요구하

는 과제, (5) 원 과제를 변형하도록 요구하는 과제, (6)

수학에 대한 쓰기 활동을 요구하는 과제, (7) 개방형으

로 제시하는 과제, (8) 최종 답을 직관적으로 추측해

보도록 장려하는 과제, (9) 패턴을 발견하거나 일반화

하도록 장려하는 과제, (10) 역할놀이를 활용하는 과제,

(11) 문학작품을 이용하는 과제, (12) 수학 퍼즐, 게임,

마술을 이용하는 과제, (13)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과제, (14) 상식적인 고정 관념을 뛰어 넘도록 하는 과

제, (15) 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사고하도록 하는 과제,

(16) 우리의 삶을 바꾸도록 유도하는 과제 등이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이러한 과제만 제시하는 것으로

는 충분치 못함으로 교사가 교수학습 과정에서 적절한

역할이 중요하다. 수학교육에서 창의성 신장을 위한

풍부한 과제의 제시와 함께 고려해야 할 제안점은 다

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의 수학 교수학습관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과제와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

도 교사의 적절한 지도가 없이는 효과적인 성과를 거

두기는 쉽지 않다. 학생들의 창의성을 신장하도록 돕

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교수-학습 방법은 서로 어울리

지가 않는다. 학습자를 피동적인 인간으로 보기 보다

는 스스로 사고하고 능동적으로 학습해 갈 수 있다는

구성주의적인 관점으로 교수-학습을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

는 지식망 속에 새로운 지식을 통합하고 확장해 가면

서 새로운 지식을 구성해 가게 된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 ‘가르치기’보다는 학생 스스로 사고하고 ‘구성해

가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교수-학습도 교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지도안을 가지고 그대로 따라하기 보다는

학생들과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만들어 가는’ 교

수-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학생들

은 보다 활발하게 창의적인 사고를 하도록 격려 받게

된다.

둘째, 교사는 수학 교수-학습에 있어서 ‘교과서적인’

과제와 함께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창의

성을 자극할 수 있는 ‘풍부한 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매 수업 시간에 모든 과제를 이런 과제로 제시

할 수는 없으므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런 성격의

과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학생들

에게는 처음 접하는 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때에

따라서 이런 과제들은 정답이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과제의 정답을 내는 자체뿐만 아니라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중요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학 과제는 문제풀이로만 끝나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것이

어야 한다. 예를 들면, 통계와 관련한 학습에서 식당의

메뉴를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 되려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한 과제에서 최종적으로는 식당의 메뉴를 권

고하여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활을 바꾸는’ 수학을 학생들이 경험할 때, 수학의 힘

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셋째, 교사가 학생들의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는 수학적인 성격이 강한 문제에만 한정하기 보다는

Briggs와 Davis(2008)의 제안처럼 문학작품, 연극, 영

화, 스토리텔링, 게임, 체육, 미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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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다양하고도 종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

별히 최근에는 융합적인 사고를 중시하고 있으므로 여

러 학문 영역을 아우르는 융합적인 과제를 개발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산업의 전반에서도 융합적

인 제품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멀티미디

어 기능의 휴대폰, 물고기의 비늘을 응용한 전신 수영

복, 디자인, 역학, 기능성 등을 종합한 건축물 등 다양

한 예를 볼 수 있다. 학생들은 수학 시간에 수학에 대

한 계산을 위주로 하는 문제풀이뿐만 아니라 보다 통

합적이고 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

이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그들의 창의성을 신장해 갈 수 있

는 창의성 신장을 위한 ‘풍부한 자료’의 개발이 계속되

어야 한다.

넷째, 교사는 학생들의 반응에 대하여 Brookhart(20

10), Hennessey(2004)이나 Kaufman과 Beghetto

(2010)가 제안한 것처럼 창의성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교실에서 학생들의 창의성을 효과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계속적으로 개발하면서

동기유발을 시켜야 한다.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

들의 생각을 브레인스토밍 방법으로 제안하도록 하고,

각 학생들의 해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에 대한 논

의를 통하여 순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

다. 이런 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정교한 사고를

하도록 요구한다.

다섯째, 대학입시를 비롯한 학교 단위에서의 수학

평가 체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 Harris(2010)와 van

Harpen과 Sriraman(2011)이 지적한대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처럼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실 수업의 내용과

평가의 내용 사이에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학생들의

수학 학습이나 사고는 평가의 유형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아무리 창의성을 강조한 수업을 하더라도

평가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학생들의 창의성을

신장시키기에는 효과적일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사나 학부모가 스스로 창의적인 생각

이나 행동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이는 Chiu(2009),

Piirto(2007), 그리고 Teo와Waugh(2010)도 제안한 것

으로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 경향은 교사나 학부모의

창의적 사고 경향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자신들은 그

렇지 않으면서 교사나 학부모가 학생들이나 자녀들에

게 창의적인 사고를 하도록 강요한다고 하여 학생들이

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학생의 오류에 대

하여 이를 창의적인 사고의 유발을 위한 소재로 사용

하면서 계속적으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 갈 수 있도

록 격려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사는 평소의 수업

에서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수업이 어떻게 가능할

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고민하고 창의성 관련 교사연수

나 교사 동호인 모임을 통하여 교실에서 적용 가능한

전략과 실천사례들을 공유해 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서 예비교사들에게 ‘창의적으

로 가르치는’(Bolden, Harris, & Newton, 2010) 것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Sternberg(2006)의 주

장대로 일상생활에서 창의적인 사고를 습관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Robinson(2006)은 학교 교육이 오히려

창의성을 죽인다고 주장하지만 교시와 학부모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단위 학습에서 교사의

역할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여지는 남기

고 있다. 교사가 단위 수학 수업에서 어떤 자료로 어

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 신장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됨을 인지하고, 학습 과정에서 학

생들이 그들의 ‘만들어 냄’의 희열을 맞보도록 해야 한

다. 더 나아가 거시적으로는 학교 및 사회의 모든 시

스템을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지

원하고 격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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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analyze mathematical task types to enhance creativity. 
Creativity is increasingly important in every field of disciplines and industries. To be excel in the 
21st century, students need to have habits to think creatively in mathematics learning.

The method of the research was to collect the previous research and papers concerning 
creativity and mathematics. To search the materials, the researcher used the search engines such 
as the GIL and the KISTI. 

The mathematical task types to enhance creativity were categorized 16 different types according 
to their forms and characteristics. The types of tasks include (1) requiring various strategies, (2) 
requiring preferences on strategies, (3) making word problems, (4) making parallel problems, (5) 
requiring transforming problems, (6) finding patterns and making generalization, (7) using 
open-ended problems, (8) asking intuition for final answers, (9) asking patterns and generalization 
(10) requiring role plays, (11) using literature, (12) using mathematical puzzles and games, (13) 
using various materials, (14) breaking patterned thinking, (15) integrating among disciplines, and 
(16) encouraging to change our lives.

To enhance students' creativity in mathematics teaching and learning, the researcher 
recommended the followings: reshaping perspectives toward teaching and learning, developing and 
providing creativity-rich tasks, applying every day life, using open-ended tasks, using various 
types of tasks, having assessment ability, changing assessment system, and showing and doing 
creative thinking and behaviors of teachers and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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