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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 프레임 활용 학습이 초등 수학영재학생의

공간감각 및 수학적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이 주 용 (대구동평초등학교)

최 재 호 (대구교육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에 개발되어 도형학습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4D 프레임을 활용한 수학영재 학습프로그

램을 구안하고 이를 수업에 적용하여 초등 수학영재학생

들의 공간감각과 수학적 창의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를 탐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07 개정교육과정의 5, 6

학년 도형영역의 학습내용을 분석하여 4D 프레임을 활용

한 수학영재학습 프로그램을 구안하였다. 그리고 대구광역

시 소재 ○○교육지원청 A, B초등학교의 영재학급에 소속

된 6학년 36명(남:22명, 여:14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본 연구자가 구안한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실시하여 효과

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4D 프레임을 활용한 학습프로그

램은 초등 수학영재학생들의 공간감각에 있어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며, 하위 요소에 있어서는 공간시각화 영역

의 회전 요소와 공간 방향화 영역의 거리감각 및 물체의

구조인식 능력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초등 수

학영재학생들의 수학적 창의성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결과

를 보였으며 하위 요소에 있어서는 유창성, 융통성, 독창

성 모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4D 프레임

활용 학습 프로그램이 초등수학 영재학생들의 공간감각과

수학적 창의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Ⅰ. 서 론

우리는 매일 입체적인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공간 속에서 원활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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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공간관계에 관한 직관력이 필요하다(Baroody

& Coslick, 1998). 이런 직관적인 느낌을 공간감각 이

라고 말하는데 NCTM(1989)의 ‘학교수학을 위한 교육

과정 및 평가 규준’에서는 공간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하적 세계를 해석하고 이해하며

음미하는데 필요하고 2차원과 3차원의 도형과 그들의

특징에 대한 직관과 통찰, 도형 사이의 상호관계, 도형

의 변화는 공간감각의 중요한 측면이며 공간관계에 대

하여 좋은 감각을 가진 학생들과 기하에 대한 개념과

언어를 습득한 학생들은 수의 개념과 측정의 개념뿐만

아니라 다른 상급의 수학 주제를 배우는 데 더 유리하

다고하여 공간감각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김은영,

2009 재인용).

한편,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은 1999년 12월 28일 영

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으

로 영재교육이 실시되어 왔으며 영재교육에서 가장 중

요한 이슈 중 하나는 영재교육의 목적과 특성을 잘 파

악하는 것이었다. 서혜애 외(2003)는 영재교육의 궁극

적인 목적이 영재들에게 다양한 영역의 영재성을 최대

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을 추구하는 것이라 볼 때 정

해진 교과 과정을 기계적으로 암기하고 반복 학습하는

프로그램보다는 개방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상급 수준

의 학습이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인지 수준이 서로 다

른 학생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우수한 능력을 계

발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가르쳐야 한

다고 주장하였으며 Renzulli et al.(1997)는 창의성을

영재성의 바탕이 되는 핵심적인 특성으로 간주하여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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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을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산출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으로 보았다. 또한 Krutetskii (1976)는 수학

적 창의성은 복잡하지 않은 수학 문제의 독자적인 공

식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과 수단 찾기, 증

명과 정리의 발명, 공식에 대한 독자적인 연역, 비표준

문제를 해결하는 독창적인 방법 찾기 등에서 나타나며

수학적 사고에서의 사고과정의 융통성, 사고과정의 방

향을 신속하고 자유롭게 전환 및 재구성하는 능력(정

보의 수집 단계, 정보의 처리 단계, 정보의 파지 단계

중 정보의 처리단계에서 필요한 능력)을 수학적 창의

성으로 보았다. 수학적 창의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더불어 많은 학자들은 수학영재들이 일반 아동에 비해

수학적 사고 능력이 우수하고, 과제집착력이 뛰어나고,

수학적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수치 분석에 관

심이 많으며, 수학적 문제 해결 과정이 간단명료하고,

수학적 추론을 간략화 할 수 있고, 수학적 사고 과정

이 유연하다고 보았으며(Renzulli et al., 1997; 송상헌,

1998; 김민정, 2006) 이런 수학영재들의 특성을 고려하

여 이동규(2006)는 공간감각영역에서 사용 가능한 교

구로 카드빙고, 펜토미노, 돌림판, 모양 관찰거울, 기하

판 등을 포함한 구체적 조작활동 자료 17종, 탱그램

학습지 7종, 웹자료 1종을 개발하여 적용한 결과 효과

가 있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리고 2007 개정 교육과

정의 교수․학습방법에서는 수학을 학습할 때 조작과

탐구를 통하여 스스로 수학적 개념, 원리, 법칙을 구성

해 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이

것은 일반학생들보다 수학적 사고력이 뛰어나 자기주

도적 학습을 원하는 수학영재학생들에게는 더욱 필요

한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교구를 활용한 공간감각

과 수학적 창의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패턴

블록(이명희, 2003; 주영, 2003), 지오보드(신경순,

2001), 탱그램(조보영, 2003), 큐브(태혜경, 2001), 거울

상(권혁경, 2007), 테셀레이션(박현미, 2006) 등이 있었

으며 최근에는 새롭게 개발된 4D 프레임을 활용한 활

동 중심의 교수학습 방안 연구(배주란, 2010), 초등학

생들의 공간감각 능력 신장 효과(김은영, 2009), 지오

픽스와 4D 프레임을 이용한 활동 지향적 교수-학습

자료 개발(조현제, 2005) 등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런 연구들의 대부분이 일반 초등학생

또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4D 프레임과 다

른 수학교구를 함께 활용하여 그 특성을 알아보는 연

구들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수학영재학생들에

게 최근에 새롭게 개발되어 학습에 이용되고 있는 4D

프레임을 활용한 수학영재 학습프로그램을 구안하고

이를 수업에 적용하여 초등 수학영재학생들의 공간감

각과 수학적 창의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봄

으로써 초등수학영재 교육에 대한 효율적인 교수 학습

방법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영재와 수학영재

1) 영재의 정의와 특성

영재는 사전적으로 ‘뛰어나거나 탁월한 재능이나 지

능을 가진 어린이나 젊은이’를 의미하며 영어로

'gifted'와 'talented'가 사용된다. Terman(1925)은

Stanford-Binet 지능 검사를 통하여 나온 지능지수가

135이상인 자, 또는 동일 연령 집단에서 상위 1%의 점

수에 속하는 사람들을 영재라고 주장하였다(이유리,

2010 재인용). 그리고 우리나라 영재교육진흥법에서는

‘영재란 지적 능력, 과제 집착력, 창의성에서 재능이 뛰

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

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영재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

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

다. 이처럼 영재의 정의와 함께 지금까지 영재의 특성

에 대해서도 많은 학자들(Renzulli et al., 1997; 윤여홍,

2000; 김효진, 2000; 박성익 외, 2004)의 연구가 있었으

며 그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우동하,

2004).

2) 수학 영재의 정의와 특성

Miller(1990)는 수학영재가 수학에 대한 강한 호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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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특출한 지각력을 지니고 있으며 수학적 사고의 민

첩성, 유연성, 창의성이 뛰어나고 추상적 사고, 수학적

패턴의 관계 파악이 용이하며 수학 학습의 특출한 파

지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문제에의 적용이 뛰어나다고

하였다. 김홍원 외(1996)는 수학영재를 수학적 사고능

력, 수학적 과제 집착력, 수학적 창의성 그리고 배경지

식의 요소들에서 일반학생에 비해 높은 능력을 지니고

학습적

특성

ㆍ풍부하고 폭넓은 어휘를 사용한다.

ㆍ많은 정보 창고를 가지고 있다.

ㆍ빠르게 배우고 기억해 낸다.

ㆍ“왜”의 문제를 밝히려고 애쓴다.

ㆍ고등 사고 과정을 잘 나타내 보인다.

ㆍ날카롭고 기민한 관찰력을 갖는다.

ㆍ스스로 사물에 대하여 추론해 낸다.

동기적

특성

ㆍ과제 지향적이고 끈기가 있다.

ㆍ일상적 과제에 대하여 지루해 한다.

ㆍ자기 비판적이고, 완벽주의를 지향한다.

ㆍ자기 주도적이고, 독립적이다.

ㆍ자기 주장적 신념이 강하다.

ㆍ조직적으로 행동한다.

창의적

특성

ㆍ다양하고 융통성 있게 반응한다.

ㆍ의견의 표현을 억제하지 않는다.

ㆍ지적인 놀이를 즐긴다. ㆍ호기심이 많다.

ㆍ유머감각이 있다. ㆍ자아인식을 잘 한다.

ㆍ미적 감수성이 있다.

지도적

특성

ㆍ책임감이 있다. ㆍ자신감을 나타낸다.

ㆍ언어적 표현을 잘한다.

ㆍ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다.

ㆍ융통성을 나타낸다. ㆍ사교적이다.

ㆍ두각을 나타내려하고 지시적이다.

ㆍ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한다.

[표 1] 영재의 특성(우동하, 2004)
[Table 1] The characteristic of gifted children

있어서 특별한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는 자로 정의하였다. 송상헌(1998)은 선천적으로 타

고난 소질과 적성 및 후천적으로 학습한 수학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배경으로 하여 수학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자 하는 지적, 정의적인 행동 특성이 수학적 사고기능

과 긍정적으로 조화롭게 적용하여 수학적 과제를 창의

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수학영

재성으로 보고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수학 분야에서

이미 탁월한 성취를 보이고 있거나 보일 가능성이 있

는 자를 수학영재로 정의하였다. 한편 김지영(2002)은

Krutetskii(1976)의 연구에서 나타난 수학영재의 중요

한 지적, 행동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수학적 제재의 형식화된 인식과 문제의 형식적인

구조의 이해

․수량과 공간적 관계에 대한 사고의 논리성, 체계성,

순차성

․수학적 대상 및 관계 그리고 연산에 대한 신속하고

광범위한 일반화

․수학적 추론의 간략화와 단축된 구조를 이용한 사

고 능력

․문제해결 과정에서 해의 명확성, 단순성, 경제성, 합

리성 추구

․수학적 추론의 가역성뿐 아니라, 사고 과정의 신속

함과 자유로운 재구성

․수학적 관계, 특성, 주장, 증명, 해법 및 문제해결의

원리에 대한 일반화된 가설

․실제 현상들을 논리적, 수학적 범주에서 인식하려는

경향성

또한 김민정(2006)은 수학영재의 특성을 일반적 특

성과 사고적 특성으로 나눠서 설명하였으며 수학영재

의 일반적 특성은 지적 호기심이 높고, 평균 이상의

지능과 창의성을 가고, 정보 습득과 독서량이 많고, 강

한 자아개념과 과제집착력이 강하고, 새로운 방법을

즐긴다는 것이며 사고적 특성은 수학적 문제를 창의적

으로 해결하고, 문제 해결과정이 간단명료하며, 수치

분석과 수학적 기호, 관계, 증명, 풀이 방법 등에 파지

능력이 뛰어나고, 논리적 사고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

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영재 이론을 종합하여 수학영재를

정의하자면 현재 수학적으로 높은 성취를 보이거나 앞

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 학생으로 수학적 사고능력,

과제집착력, 창의성, 흥미와 호기심, 자신감이 뛰어난

학생이라고 볼 수 있다.

2. 수학 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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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학 교구의 개념과 4D 프레임

Kennedy(2000)는 조작교구란 ‘여러 가지 감각을 자

극하고, 직접 만질 수 있으며 여기저기 옮길 수 있고

재배열이 가능하며 아동에 의해 조작될 수 있는 물체’

라고 정의하였다(류수진, 2007 재인용). 그리고 최은주

(2009)는 이 정의를 바탕으로 수학교구란 ‘학생들이 수

학 시간에 직접 다루면서 수학적 개념을 이해하고 수

학적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대상으로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력 향상과 수학적 원리의 학습에 도움을 주는 구

체물’로 보았다. 또한 김응태 외(2007)는 교구를 아동

에게 구구법을 암기시키기 위한 ‘플래쉬 카드’나 계산

연습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과 같은 기계적 훈련을 위

한 교구, 어떤 특정한 수학적 개념이나 원리 등을 이

해시키기 위한 모형, 수학적 구조, 특히 수 구조를 구

체화한 퀴즈네르 막대와 논리 개념 지도를 위한 딘즈

블럭 등으로 구분하였다.

조작교구활용과 관련하여 Piaget는 수학적 개념의

발달은 아동의 실제적인 행동의 조정을 바탕으로 한

반영적 추상화에 의한 연속적인 구성과정이므로, 조작

기의 문턱에 와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입학 초기 아

동의 수학교육에서는 구체물을 다루는 아동 자신의 행

동과 그 조정의 결과를 경험하는 논리-수학적 경험을

강조함으로써 기초를 다져야 하고, 모든 지적 조작의

본질은 조작이며, 조작은 행동의 조정과 내면화의 산

물이므로 구체적 조작단계에 있는 초등학교 아동에 대

한 수학 교육은 활동적 교수법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우정호, 2000 재인용).

수학수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교구들을 살펴보면,

수학교구에는 퀴즈네르 막대, 산가지, 지오보드, 원형분

수판, 디지블럭, 조이매스, 지오픽스, 직소퍼즐, 도미노,

패턴블럭, 팬토미노, 소마큐브, 지오픽스 등 아주 다양

하다. 그 중 도형감각을 신장 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교구를 살펴보면, 평면도형의 학습과 관련하여 지오보

드, 패턴블록, 탱그램 등이 있으며 입체도형의 학습과

관련된 교구로는 폴리드론, 지오픽스, 조노돔시스템,

4D 프레임 등이 있다.

2) 4D 프레임

(1) 4D 프레임의 개념

4D 프레임의 사전적 의미는 ‘4차원’ + ‘프레임’(뼈대,

구조, 짜임새, frame을 뜻하는 합성어)이다. 4D는 3차

원에서 시간의 개념을 더한 4차원을 뜻한다. 이것은

하나로서는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한 개체(점:0

차원)가 또 다른 개체와 만남으로써 선(1차원), 면(2차

원) 그리고 입체(3차원)를 통해 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의 생각과 내면의식까지 나타낸다는 것을 뜻

한다(박호걸, 2006).

(2) 4D 프레임의 특징

4D 프레임은 모든 도형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를

연결하여 골격 뼈대(frame)를 이뤄서 점차적으로 다양

한 다면체 및 무한한 창조적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조

립 교구를 말하며 연결봉과 연결대로 구성되어 있다.

연결봉은 도형의 변 또는 모서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길이에 따라 3cm, 5cm, 6cm, 7cm, 10cm, 15cm의 6가

지가 있고 그 색도 아래의 [그림 1]처럼 다양하다. 또

한 연결봉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결대에 이어 사용

할 수 있고, 가위로 잘라서 연결봉의 두께와 길이를

줄일 수도 있다. 이것은 학습자가 창의력과 상상력을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만든 4D 프

레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 4D 프레임 연결봉의 크기와 색상
[Fig. 1] The types of connecting tubes

연결대는 도형의 점 또는 꼭짓점 역할을 하는 것으

로 연결봉을 이어주는데 사용된다. 여러 가지 각도를

나타내는 일자발(180°), 3발(120°), 4발(90°), 5발(72°),

6(발60°), 8발(45°) 연결대와 물음표 C자형 연결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결대의 각도를 상하좌우로 조절할

수 있어 연결봉의 표현력을 자유자재로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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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4D 프레임 연결대의 종류
[Fig. 2] The types of connectors

하지만 학습자가 4D 프레임으로 도형을 만들 때는

모서리와 변을 기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면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고, 휘어지는 장점이 정확성을 요구하는 부

분에 있어서는 단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도교사

가 도형의 구성요소(면, 각, 변 등)에 대해 사전에 잘

설명해 주어 학생들의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

하다(김은영, 2009).

3. 공간감각의 정의 및 하위요소

Clements(1983)는 공간방향화, 공간시각화, 심상으

로 나누어 공간능력에 심상이라는 표현 능력을 고려하

여 공간감각을 정의하였고, Del Grande(1987)는 공간

지각력, 공간 시각화를 공간 감각이라고 정의하였으며

NCTM (1989)에서는 공간감각을 자기 주위의 상황과

그 물체에 대한 직감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NCTM(2000)에서는 1989년의 정의를 좀 더 세분화 하

여 공간 시각화, 공간 추론, 회전의 시각적 심상과 같

은 여러 가지 용어들을 사용해 설명하기도 했다(김유

경, 2007 재인용). 또한 구광조(1992)는 공간감각을 자

기 주위의 상황과 그 물체에 대한 직감으로 보았고 신

국환(1998)은 자신의 눈을 통해서 사물의 패턴·모양·위

치·움직임을 관찰한 것과 소리·촉감·냄새·신체위치·과

거의 경험을 통해 얻은 정보를 종합적으로 인지한 것

에 대해 갖게 되는 직관으로 공간감각을 보다 폭넓게

제시하였으며 정부용(2003)은 사람이 외부로부터 자극

을 받았을 때 머리 속에서 상(像)을 형성하는 능력과

그 상을 머리 속에서 조작하는 능력으로 공간감각을

표현하였다. 이처럼 공간감각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

게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공간지각, 공간능력

이라는 정의와 관련하여 공간감각의 개념을 살펴보고

자 한다.

(1) 공간지각: 지각이란 어떤 대상의 직접적인 접촉으

로부터 얻어지는 지식이다. Del Grande(1987)은 공

간지각력을 공간으로부터 자극을 해석하는 능력이

라 정의하고 일상생활에서 받아들이는 정보의 85%

가 시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7가

지(눈-운동 조정, 도형-배경 지각, 지각의 일관성,

공간에서의 위치 지각, 공간관계에 대한 지각, 시각

적 변별, 시각적 기)의 공간지각능력을 주장하였다

(김유경, 2007 재인용).

(2) 공간능력: 공간능력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가지로 정의 내리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간능력을

구성하는 하위요소와 관련하여 여러 학자들의 의견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cgee(1979)는 공간능력

을 공간시각화 능력과 공간방향화 능력으로 분류하

였다. 여기서의 공간 시각화 능력은 마음속으로 조

작하거나 회전하거나 방향을 바꾸는 능력을 말하며

공간방향화는 공간 요소의 배열을 이해하고 방향

변화를 식별하는 능력을 말한다(이성미, 2007 재인

용). Lohman은 공간능력을 공간적 관계, 공간적 방

향, 공간 시각화로 분류하였다. 공간적 관계는 물체

나 도형을 마음속으로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정신적인 회전을

수행하는 과정과 관련된다. 반면, 공간적 방향은 제

시된 형상이 다른 시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상상하는 능력이고, 시각화는 공간적 관계와 공간적

방향의 두 특징을 가지며 전체적인 형태를 완성시

키기 위하여 한 대상물의 조각들을 심리적으로 재

배열하는 능력을 말한다(최미연, 2004 재인용).

Tartre(1990)는 Mcgee의 공간시각화, 공간방향화를

좀 더 세분화하여 공간 시각화를 회전과 변환으로,

공간방향화를 재조직된 전체, 전체와 부분으로 분류

하였다. 여기서의 회전은 어떤 물체를 정신적으로

회전시켰을 때 결과를 아는 능력이고, 변환은 대상

을 이루는 각각의 이미지들을 조작하거나 바꾸었을

때 결과를 아는 능력을 말한다. 또한 재조직된 전체

는 각각의 표현들을 연결하여 전체 대상을 구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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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에 해당하고 전체와 부분은 전체에서 부분

을 찾거나 부분들을 종합하여 알맞은 전체를 생각

해 내는 것과 관련된다(한기완, 2002 재인용).

Clements(1983)는 공간능력을 공간시각화와 공간방

향화로 나누었다. 여기서 공간시각화는 공간에 있는

대상에 대한 표상을 만드는 것인데. 단순히 머리 속

에 있는 그림뿐만이 아니라 이를 다양하게 변환하

거나 조합하는 등의 동적표상까지 포함한다. 또한

공간방향화 능력은 자신 및 자신의 주변 환경의 위

치를 여러 가지 위치 관계와 관련지어 파악하고 조

작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방향감각, 거

리감각, 위치감각, 물체의 구조인식 능력 등이 복합

적으로 관련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공간

능력의 구성요소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였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간감각의 요인 분석적 측면에서 공간

시각화와 공간방향화 두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였다(한기완, 2002). 따라서

공간감각에 대한 정의를 종합하자면 공간 감각이란

사물에 대한 직감으로, 사물 자체의 위치와 변화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거나 또는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

을 받았을 때 직관적으로 사물의 상(像)을 형성하는

능력과 그 상을 머리 속에서 조작하는 능력을 의미

한다고 할 수 있다(박현미 외, 2011).

4. 수학적 창의성

1) 수학적 창의성의 정의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수학적 창의성에 대해 정

의를 했으며 그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김원석, 2011).

Krutetskii

(1987)

다양한 해결책을 내고, 정형화된 형태를깨뜨리고, 자

기제한을극복하는사고과정의유연성

Fouche

(1993)

동일한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해결책을 고안하는

융통성과 문제 요소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는

독창성을 포함하는 능력

김용대

(2004)

수학적 대상들의 상호 관련성에 기초하여 이

를 문제해결이나 문제변형에 창의적으로 적용

하는 능력

김부윤

이지성

(2005)

수학적인 문제 상황에서 기본의 지식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정형화된 틀을 벗어나 주어진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하여 문제의 요

소들이나 수학적 아이디어 등을 새로운 방식

으로 결합하여 결과를 얻는 능력

남승인

(2007)

수학적 문제 상황에서 이전에 학습한 지식과 경험

을 통합·재구성하여 기존의 관습적인 방법에서벗어

나 참신하고 다양하면서도 융통성 있게 문제를 해

결하는 성향과 능력

[표 2] 여러 학자들이 주장한 수학적 창의성의 정의
[Table 2] Several definitions of mathematical creative

이러한 정의를 종합하여 김원석(2011)은 수학적 창

의성이란 수학적 문제 상황을 다양하고, 유연하며, 독

창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라고 요약하기도 했다.

다시 말해 수학적 창의성이란 수학적 문제 상황에서

배경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의 형식만 고집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으로 주어진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방

법을 찾아내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2) 수학적 창의성의 구성요소

수학적 창의성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함께 그 구성

요소 또한 연구자들 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으며 그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홍원 외(1996)는 수학적 창의성의 구성요소를 의

미 있는 다양한 반응을 산출해 내는 능력(유창성), 서

로 다른 범주, 유형의 반응을 산출해 내는 능력(융통

성),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능력(독창

성), 반응 결과를 보다 정교하고 구체적으로 다듬을 수

있는 능력(정교성)으로 보았다.

또한 김부윤 이지성(2005)은 수학적 창의성의 하위

구성요소를 확산성, 논리성, 유창성, 유연성, 독창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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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았다. 여기서 확산성이란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

를 양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능력이고,

논리성은 그 아이디어 중 문제 상황에서 해결 방안으

로 가능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이며 유창성은 완

전히 비논리적이거나 계산이 틀렸다거나 도저히 수용

할 수 없는 아이디어를 제외한 많은 아이디어를 산출

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리고 유연성은 다양한 각도로

현상을 파악하여 아이디어를 범주화하는 능력이며 독

창성은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다른 사람의 문제해결 방

법을 탈피한 독특한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것

을 말한다(김원석, 2011).

이처럼 여러 학자들이 수학적 창의성의 구성요소로

주장한 것을 살펴보면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을 공통적으로 주장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것

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수학적 창의성의 하위 요

인을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으로 구성하였으며 평가의

효율적인 진행과 정교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의 한계로 정교성은 제외하였다.

5.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는 4D 프레임을 활용한 수학영재 학습프로

그램을 구안하고 이를 수업에 적용해 봄으로써 초등

수학영재학생들의 공간감각과 수학적 창의성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의 고찰은 공간감각과 수학적

창의성에 대한 연구 및 4D프레임이라는 수학교구에

대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공간감각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한기완(2002)

은 초등학교에서 공간감각에 대한 교수-학습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공간감각의 개념을 정립하고,

우리나라 제7차 교육과정상의 공간감각에 관련된 학습

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학습하기에 적합한 교구를

개발 하고 탐색한 교수-학습 방법에 적용하여 시각-작

동적 영역이 초등학교 학습에서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공간감각 능력의 하위 영역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과 한 가지 활동이 꼭 한 가지 공간감각 능

력만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류옥자(2002)는 공간감각에 대

한 개념과 수학적 활동의 교육적 의미, 수학적 활동의

유형을 탐색하고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을 통해 공

간감각을 신장시킬 수 있는 내용을 체계화하여 그 내

용을 바탕으로 수학적 활동과 연계한 교수-학습 방안

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정부용(2003)은 공간감각을 배

양하기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 중에서 단위 도형

으로 무늬 만들기, 탱그램, 폴리도미노, 소마큐브를 이

용한 활동을 선정하고 각각 단계별로 교수-학습 활동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난이도에

따라 저, 중, 고학년으로 구별하여 학생의 수준에 맞게

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수학적 창의성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김

부윤 이지성(2005)은 수학적 창의성을 주어진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여

결과를 얻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일반적 창의성과 수학

적 창의성의 차이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종희 김기

연(2007)은 창의적 생산력의 신장을 위해 수학적 창의

성의 개념을 탐색하고 이러한 능력은 다양한 문제해결

을 바탕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방승

진 최중오(2010)는 수학적 창의성의 교육방법면에서

창의성 신장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최은

선(2010)은 초등수학 영재교육에 적합한 수학적 창의

성의 구성요소와 특성을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기존의

초등수학 영재교육의 실제에서 수학적 창의성이 어떻

게 고려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최병훈 방정숙

(2012)은 최근 15년 동안의 수학적 창의성교육과 관련

된 논문을 분석하여 연구방양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

였다. 그리고 공간감각과 관련하여 태혜경(2001)은 큐

브를 활용한 학습을, 이명희(2003)와 주영(2003)은 패

턴블록 조작활동을, 박현미(2006)는 탱그램, 패턴블록,

탐구형 소프트웨어인 GSP를 이용한 바닥깔기 학습을,

권혁경(2007)은 거울상 탐구 활동을 통한 공간감각 신

장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4D 프레임을 활용한 연구

로는 김은영(2009)의 초등학생의 공간감각 능력 신장

에 관한 연구, 이슬이(2010)의 정다면체 단원의 수준별

교수 학습 지도방안에 대한 연구, 이상희(2012)의 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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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체와 회전체에 관한 탐구 등이 있었다. 하지만 대부

분이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수학교구

와 4D 프레임을 함께 활용한 결과를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학영재학생을

대상으로 4D 프레임을 활용한 수학영재학습 프로그램

을 구안하고 이를 적용하여 그 학생들의 공간감각과

수학적 창의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4D 프레임을 활용한 교수 학습 자료 개발

1) 주제설정 취지

본 연구자가 4D 프레임을 활용한 ‘나만의 창의적

조형물 만들기’를 프로그램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다

음과 같다.

첫째, 도형영역은 다양한 수학 영역 중에서 학생들

이 흥미를 많이 가지고 재미있어 하는 영역이면서 동

시에 학년이 올라 갈수록 어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영역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수학에 좀 더 관심을 가지

고 문제 해결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줄여 줄 수 있

는 수학교구의 필요성이 높다 하겠다. 이런 점에서 최

근에 개발되고 간단한 도구를 활용하여 연결대와 연결

봉을 원하는 길이와 모양으로 만들어 활용할 수 있는

4D 프레임을 수학영재 학습프로그램 재료로 선정하였

다.

둘째, 4D 프레임을 활용하여 도형을 만들 때 각도

와 모서리를 생각하며 연결대와 연결봉을 사용하기 때

문에 자연스럽게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능력과 도형감

각을 기를 수 있고 입체도형을 2차원의 평면으로 변형

하기에 적합하며 이런 변형을 통하여 공간 관계에 영

향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4D 프레임을 수학영

재 학습프로그램 재료로 선정하였다.

셋째, 학생들이 4D 프레임을 활용하여 다양한 도형

및 조형물을 만들고 그 속에 숨어 있는 수학적 특징을

찾으며 서로의 정보를 교류하는 활동을 통해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

단되어 4D 프레임을 수학영재 학습프로그램 재료로

선정하였다. 넷째, 연결대와 연결봉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체도형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주제에 맞

는 창의적인 조형물을 만드는 활동을 통하여 각자의

수준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이것을 바탕

으로 독창적이고 참신한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4D 프레임을 수학영재 학습프로그램 재료로

선정하였다.

2) 프로그램 개발 방향 및 내용

교수․학습 자료의 체계를 살펴보면, Renzulli의 영

재교육과정 모형에 기초하여 4D 프레임을 중심으로

학습활동을 1부 심화(탐색하기), 2부 심화(지식 및 기

능습득하기), 3부 심화(프로젝트 수행하기)로 구성하였

으며, 영재의 특성에 부합되도록 다양한 학습내용과

조작활동이 포함하였다. 또한 4D 프레임의 기초 지식

과 활용법을 바탕으로 주어진 문제를 개인 또는 모둠

별로 해결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학습주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프로젝트를 수행함

에 있어 계획에 따라 창의적 산출물을 만들 수 있도록

구성하고 창의적 산출물 발표를 통하여 수학적 의사전

달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3) 차시별 내용

본 연구의 대상이 6학년이므로 2007년 개정 교육과

정의 도형영역(5, 6학년)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분

석한 교육과정 내용과 김은영(2009)이 5, 6학년 도형

영역과 관련하여 재구성한 학습 주제를 바탕으로 학습

내용을 12차시로 재구성하였다. 다음의 <표 3>은 4D

프레임을 활용한 ‘나만의 창의적 조형물 만들기’ 프로

그램의 전체 차시별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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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단계 주제 차

시 활동명 수업
방법

소요
시간

1단계
(탐색
하기)

입체
도형
의
성질

1
4D프레임 기본 사용법
-4D 프레임의 특징 알
아보기

원격 30분

2
간단한 도형만들기
-평면도형, 입체도형
만들기

강의,토의,
실습

120
분

3
입체도형의 전개도 탐
험 -정다면체, 각기둥,
각뿔전개도 알아보기

강의,
토의,
실습

4

여러 방향에서 보기,
형성평가 -결합된 입
체도형의 전개도 및
여러 방향에서 보기

강의,토의,
실습,
형성평가

2단계
(지식
및
기능
습득
하기)

정다
면체
와
준정
다면
체

5
다면체란 무엇인가?
-다면체의 특징 알아
보기

원격
30
분

6
정다면체 만들기
-정8면체, 정12면체
특징 알아보기

강의,토의,
실습

120
분7

준정다면체 알아보기
-준정다면체의 특징
알아보기

강의,토의,
실습

8
축구공 만들기, 형성
평가 -4D 프레임으로
축구공 만들기

강의,토의,
실습
형성평가

3단계
(프로
젝트
수행
하기)

창의
적
조형
물
만들
기

9
조형물 구상하기
-4D 프레임으로 만든
기존작품감상하기

원격
30
분

10

구상한 조형물 발표
및 만들기
-구상한 내용 발표
및 조형물 만들기

토의,실습

120
분11 창의적조형물 만들기

-창의적 조형 만들기 토의,실습

12
창의적 조형물 발표,
형성평가 -만든 창의
적 조형물 감상하기

토의,
실습
형성평가

[표 3] ‘나만의 창의적 조형물 만들기’ 프로그램의 차시별
내용
[Table 3] The contents of learning program using 4D frame

2.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은 대구광역시 소재 ○○교육지원청

부설 영재학급의 선발과정(진급학생 또는 1차: 창의성

검사, 2차: 학문 적성검사를 통과한 학생)을 거쳐 선발

되어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초등학생으로 다양한 영역

의 영재수업을 듣고 있는 6학년 36명의 학생들(남:22

명, 여:1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생들은 대단위 아파

트 단지 내에 살고 있으며 부모들의 학력, 가정의 사

회․경제적 수준이 비슷하고 대구에서 중간 정도에 속

한다.

3. 연구방법 및 절차

초등수학영재들의 공간감각과 수학적 창의성을 신

장시키기 위하여 4D 프레임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구

안하고 이를 적용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실험연구

를 하였으며 그 절차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단계 내용 기간

연구방향설정 ․주제설정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 분석

2011. 8. -
2012. 2.

계획수립 ․검사지 작성 프로그램 개발 2012. 3. -
2012. 4.

연구실행
․사전․사후 검사 실시
․프로그램 적용

2012. 5. -
2012. 7.

연구
결과 정리

․통계처리 및 자료 분석
․연구보고서 작성

2012. 8 -
2012. 12.

[표 4] 연구 절차
[Table 4] The process of research

4. 검사 도구 및 채점 기준

본 연구의 검사 도구는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2007

개정 수학 교육과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전문

가 1인과 동료교사 4명의 검토 및 조언을 얻어 작성하

였다.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종류 검증단계 문항 수 신뢰도

공간감각
사전 검사 18 .616

사후 검사 18 .639

수학적
창의성

사전 검사 4 (12항목) .770

사후 검사 4 (12항목) .809

[표 5] 공간감각과 수학적 창의성 검사의 신뢰도
[Table 5] The test reliability of spatial sense and
mathematical creative

1) 공간감각 검사

공간감각 검사지는 여러 선행 연구자들의 공간능력

분류 방법과 Tartre(1990)의 세부적인 분류 견해 및 7

차 수학교육과정의 ‘공간감각’ 영역의 입체도형 부분을

6학년 수준으로 구성한 김유경(2007)의 검사지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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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문항 설명 평가요소

1
○ 점판을 이용하여 2조각 또는 4조각으로

등분할하는문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2

○ 4개의 도형(정사각형, 정삼각형, 정삼

각형, 마름모)을 모두 붙여서 만들 수 있

는 도형 그리기

3

○정육면체의전개도를모두찾는문제

4

○ 주어진 도형을 분류 기준에 맞게 분류

하기

[표 7] 수학적 창의성 검사지의 문항 설명
[Table 7] The questions of mathematical creative test구성

요소
평가내용

문항
번호

문항
수

공간
시각
화

회전
○ 평면도형 회전하기
○ 3차원 회전
○ 회전체 도형 찾기

2
4
5

8

변환

○ 접었을 때의 입체도형 찾기
○ 입체도형의 전개도 찾기
○ 다양한 변환-같은 모양 찾기
○ 입체도형 찾기

1
3
10
9,11

공간
방향
화

방향
감각

○ 대상을 관찰하는 방향에 따른
모양 알기

○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이 변하
지 않도록 쌓기나무 조각을 빼
는 방법 찾기

○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바탕
으로 쌓여진 쌓기나무의 개수
알아보기

6

7

8

10위치
감각

○ 도형을 바라본 위치 찾기
○ 대상을 관찰한 위치 알기
○ 관찰자의 위치에 따른 모양 찾

기

15
18
16

거리
감각

○ 문장을 읽고 원근법으로 물체
표현하기

○ 가장 먼 거리와 가장 가까운
거리 찾기

12

14

구조
인식
능력

○ 부분을 제외 했을 때의 모양
그리기

○ 입체모양을 만들기 위한 소마
큐브 조각 찾기

13
17

[표 6] 공간시각화 및 공간방향화 검사지의 평가내용
[Table 6] The assessment contents of spatial
visualization and spatial orientation tests

정․보완하여 공간 시각화 8문항과 공간 방향 능력 관

련 10문항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하고 예비 검사를

통해 난이도를 조절하였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재구성

하여 사전․사후 동형 검사지로 활용 하였다. 그리고

한 문항의 배점은 기본적으로 1점으로 하고 한 문항에

2개의 물음이 있을 때는 각각 0.5점씩으로 배점 기준을

정하였다.

2) 수학적 창의성 검사

수학적 창의성 검사지는 박회경(2003), 권오남 외

(2006)의 수학적 창의력 검사지의 문항을 재구성 한

김원석(2011)의 검사지를 실험집단이 속한 학교 학생

중 3월 수학 성취도 결과가 우수한 학생 20명을 대상

으로 예비검사를 통해 난이도를 조절하고 재구성하여

사전․사후 동형 검사지로 활용하였다. 또한 검사지의

문항은 사전, 사후 각각 4문항이며 유창성, 융통성 영

역의 점수는 최고를 3점으로 하고 독창성 영역의 점수

는 학생들의 전체 정답 반응의 빈도를 분석하고 일정

비율에 따라 점수를 주었다. 사전․사후 수학적 창의

성 검사 문항의 설명과 평가요소는 다음과 같다.

수학적 창의성 검사의 채점은 각 문항 별 평가요소

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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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학생 응답

문제) 아래의 점판에 직선을 이

용하여 보기와 같이 2등분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많이 그리시

오. (단, 등분된 2조각은 크기와

모양이 모두 같아야 합니다.)

평가요소 평가기준 점수

유창성

․정답의 총수가 10개 이상: 3점

․정답의 총수가 7-9개: 2점

․정답의 총수가 4-6개: 1점

․정답의 총수가 4개 미만: 0점

1

융통성

․3개의대범주정답이각각2개이상있음: 3점

․2개의대범주정답이각각2개이상있음: 2점

․1개의 대범주 정답이 2개 이상 있음: 1점

․ 모든 대범주 정답이 2개 미만임: 0점

2

독창성

학생들의 전체 반응을 분석하여 특정 반응의

빈도가 5%미만일 경우에는 3점, 5-10%일 경우

에는 2점, 11-20%일 경우에는 1점, 20%초과 경

우에는 0점으로 정함.

7

총 점 10

[표 8] 수학적 창의성 검사의 채점 예시
[Table 8] The scoring example of mathematical creative
test

위 학생의 문제에 대한 반응 수는 11가지이며 중복

되는 것을 제외한 정답의 수는 5가지였다. 따라서 평

가기준에 따라 유창성의 점수는 1점이 되고 5가지의

정답들은 ‘가로 또는 세로선으로 나누는 방법’이 2가지,

‘대각선으로 나누는 방법’이 2가지, ‘세로선과 대각선을

혼합하여 나눈 방법’이 1가지이므로 융통성 점수는 2

점이 되었다. 또한 독창성 점수는 ‘세로선 한번으로 나

눈 방법’과 ‘대각선 한번으로 나눈 방법’은 학생들의 응

답비율이 20%초과이므로 0점으로 주고 나머지 3가지

의 정답에 대해서만 응답비율에 따라 점수를 주어 독

창성 점수는 7점이 되었다.

5. 사전․사후 검사 및 자료 분석

연구자는 개발한 검사지의 문제 수, 검사 시간, 검사

실시상의 유의점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위해서

예비 검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은 대구광역시의 A초등

학교의 6학년 학생 중 3월 수학 성취도 시험(학교 자

체시험)에서 우수한 점수(95점 이상)를 받은 20명으로

하였다. 그리고 예비 검사 분석을 통하여 검사시간 및

검사문항 등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수정, 보완하여 본

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검사는 학습 전후로 동형 검사지를 활용하여 실

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채점기준에 따라 점수화 한

후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SPSS 18.0 통계 프로그

램으로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Ⅳ. 결과 분석 및 논의

1. 공간 감각에 미치는 효과

4D 프레임을 활용한 수학영재 학습프로그램이 공간

감각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

사후 동형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이것을 바탕으로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여 공간감각 전체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

다(t=2.87, p<0.05). 다시 말해 4D 프레임 활용 학습이

초등 수학영재학생의 공간감각 향상에 유의미한 결과

를 보였다고 해석 할 수 있다.

구분 평균
표준편

차
N t

자유

도

유의

확률(p)

사전

공간감각
10.26 2.65 36

+2.87 35 .007
사후

공간감각
11.98 2.69 36

[표 9] 공간감각 사전․사후 검사결과

[Table 9] Results of pre-post spatial sense test

대응표본 t-검증을 통하여 공간감각 하위 영역인 공

간시각화와 공간방향화의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 본 결

과 유의수준 0.05에서 공간시각화(t=2.24, p<0.05)와 공

간방향화(t=3.01, p<0.05) 영역에서 각각 유의미한 차이

가 있었다. 즉 4D 프레임 활용 학습이 공간감각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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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영역 인 공간시각화와 공간방향화 능력 향상에 긍

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공간감각 평균
표준

편차
N t

자유

도

유의

확률(p)

공간

시각화

사전 5.47 1.36 36
+2.24 35 .031

사후 6.05 1.32 36

공간

방향화

사전 4.79 1.82 36
+3.01 35 .005

사후 5.94 2.00 36

[표 10] 공간시각화, 공간방향화 사전․사후 검사결과
[Table 10] Results of pre-post spatial visualization

and spatial orientation test

대응표본 t-검증을 통하여 공간시각화 영역의 하위

요소인 회전과 변환의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 본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회전 능력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3.35, p<0.05). 그리고 공간방향화 영역의 하

위 요소 방향감각, 위치감각, 거리감각, 물체의 구조 인

식능력의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 본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거리감각(t=4.62, p<0.05)과 물체의 구조인식

능력(t=2.16, p<0.05)에서 각각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지

만 방향감각(t=0.72, p>0.05)과 위치감각(t=1.45,

p>0.05)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공간감각 평균
표준

편차
N t

자유

도

유의

확률(p)

공간

시각

화

회전

사전 1.83 0.87 36

+3.35 35 .002

사후 2.30 0.62 36

변환

사전 3.63 1.01 36

+0.52 35 .600

사후 3.75 1.02 36

[표 11] 공간시각화 하위 요소별 사전․사후 검사결과
[Table 11] Results of sub-factors in pre-post spatial

visualization test

공간감각 평균
표준
편차

N t
자유
도

유의
확률(p)

공간
방향
화

방향
감각

사전 1.83 0.73 36
+0.72 35 .474

사후 1.97 1.02 36

위치
감각

사전 2.05 1.06 36
+1.45 35 .154

사후 2.38 0.76 36

거리
감각

사전 0.57 0.69 36
+4.62 35 .000

사후 0.98 0.59 36

구조
인식능
력

사전 0.33 0.41 36
+2.16 35 .037

사후 0.59 0.61 36

[표 12] 공간방향화 하위요소별 사전․사후 검사결과
[Table 12] Results of sub-factors in pre-post

spatial orientation test

2. 수학적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4D 프레임을 활용한 수학영재 학습프로그램이 수학

적 창의성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사후 동형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이것을 바탕

으로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여 수학적 창의성 전체

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9.03, p<0.05). 다시 말해 4D 프레임

활용 학습이 초등 수학영재학생의 수학적 창의성의 향

상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구분 평균
표준
편차

N t
자유
도

유의
확률(p)

사전 수학적
창의성

16.05 10.01 36

+9.03 35 .000
사후 수학적

창의성
30.44 8.91 36

[표 13] 수학적 창의성 사전․사후 검사결과
[Table 13] Results of pre-post mathematical creative

test

대응표본 t-검증을 통하여 수학적 창의성의 하위 요

소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의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 본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유창성(t=8.39, p<0.05), 융통성

(t=2.91, p<0.05), 독창성(t=9.58, p<0.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4D 프레임 활용 학습이 창의성 하

위 요소인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의 3요소 모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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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수학적 창의성 평균
표준
편차

N t
자유
도

유의
확률(p)

유창성
사전 2.69 1.90 36

+8.39 35 .000
사후 5.55 1.85 36

융통성
사전 3.55 1.96 36

+2.91 35 .006
사후 4.66 1.83 36

독창성
사전 9.80 6.67 36

+9.58 35 .000
사후 20.22 6.00 36

[표 14] 수학적 창의성 하위요소별 사전․사후 검사결과
[Table 14] Results of sub-factors in pre-post

mathematical creative test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4D 프레임을 활용한 학습

이 초등영재학생의 공간감각과 수학적 창의성을 향상

시키는데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이며 이를 위해 구

안한 본 연구의 수학영재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음을 시

사해주고 있다.

3. 창의적 조형물 제작 과정에 나타난 반응 분석

학생들은 자신의 조형물을 만들기에 앞서 구상도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

도록 하였으며, 작품 완성 후 질의응답과 함께 감상의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오류를 수정 보완

하는 것이 용이하였으며, [그림 3]과 같이 수학적 특징

을 조사해봄으로써 입체도형의 특징을 보다 쉽게 이해

할 수 있었다.

학생 작품 학생들이 찾은 수학적 특징

[그림 3] 창의적 조형물에 대한 수학적 특징의 내용
[Fig. 3] The contents of mathematical characteristics for
creative sculpture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4D 프레임을 활용한 수학영재 학

습프로그램을 구안하고 이를 수업에 적용하여 초등 수

학영재학생들의 공간감각과 수학적 창의성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4D 프레임 활용 학습 프로그램은 초등 수학

영재학생들의 공간감각에 있어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

으며 하위 요소에 있어서는 공간시각화 영역의 회전

요소와 공간방향화 영역의 거리감각 및 물체의 구조인

식 능력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4D 프레임

활용 학습 프로그램이 초등수학영재학생들의 공감각

향상에 효과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4D 프레임 활용 학습 프로그램은 초등 수학영재학생

들의 수학적 창의성에 있어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며

수학적 창의성의 하위 요소에 있어서는 유창성, 융통

성, 독창성 모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4D 프레임 활용 학습 프로그램이 초등 수학영재학생

들의 수학적 창의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4D 프레임의 조작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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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입체도형의 특징을 보다 쉽게 이해하였으며 수업

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의사소통활동은 학생들의 오류

를 수정․보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조작

이 용이한 4D 프레임의 장점으로 인해 자신이 구상한

조형물을 독창적으로 잘 표현하였다. 이는 4D 프레임

이 학습에 있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고 독창적

인 아이디어를 손쉽게 표현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4D 프레임 활용

학습 프로그램은 초등수학영재 학생들의 공간감각과

수학적 창의성 향상에 효과가 있으며 본 연구자가 구

안한 학습프로그램이 초등수학영재 지도교사들의 프로

그램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4D프레임 활용 학습 프로그램이 초

등수학영재 학생들의 공간감각과 수학적 창의성 향상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연구 대상 및

지역의 편협성을 고려할 때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

계가 있으므로 범위를 확장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다 폭넓은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은 학생

수만큼이나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학영

재 학생들이 수학적 지식을 더 잘 이해하고 수학에 흥

미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수학교구의 개발 및 적용

에 관한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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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gifted educational program in math-gifted class in 
elementary school using recently developed 4D-frame. This study identified how this program 
impacted on spatial sense and mathematical creativity for mathematically gifted students. The 
investigation attemp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s for the gifted educational program. To 
achieve the aim, the study analysed the 5 and 6th graders' figure learning contents from a revised 
version of the 2007 national curriculum. According to this analysis, twelve learning sections were 
developed on the basis of 4D-frame in the math-gifted educational program. 

The results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a learning program using 4D-frame for spatial sense from mathematically gifted elementary 

school student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 sub-factor of  spatial visualization called mental 
rotation and sub-factors of spatial orientations such as sense of distance and sense of spatial 
percept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the learning program that uses 4D-frame for 
mathematical creativity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sub-factors of mathematical creativity such 
as fluency, flexibility and originality were all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 the manipulation 
properties of 4D-frame helpe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solid fig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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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the math discussions in the class, participants' error correction was promoted. The 
advantage of 4D-frame including easier manipulation helped participants' originality for their own 
sculpture. In summary, this found that the learning program using 4D-frame attributed to improve 
the spatial sense and mathematical creativity for mathematically gifted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the writers' learning program will help to develop the programs 

for the gifted education program in the fu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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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Words : mathematically gifted elementar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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