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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의 본질적 관점에서 본

수학적 창의성 교육의 국내 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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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수학적 창의성 관련 연구들이 수학적 창의성을 어떻게 개념

화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학적 창의성 관련 논

문 101편을 대상으로, 수학 교과와 관련된 창의성을 일컫기 위하여 어떤 용어를 사용하

는지, 수학적 창의성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있는지, 정의하고 있다면 영역 특수적 정의

를 하는지, 수학적 창의성을 보는 관점, 범주, 수준은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

과, 관련 연구들은 수학 교과에서의 창의성을 가리키기 위해 ‘수학적 창의성’이란 용어

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수학적 창의성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의한 연구가

59.4%였고, 명시적 또는 암시적 정의를 한 연구 중 영역 특수적 정의를 한 연구가

54.4%였다. 수학적 창의성 관련 연구들은 창의성을 보는 4가지 관점에 대해 골고루 접

근하고 있었으며, 창의성의 범주 중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연구가 드물었다. 창의성의

수준에 대해, 관련 연구들은 학교 수준에서의 작은 창의성에 집중되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학적 창의성에 대한 명확한 관점 및 개념화의 필요

성, 창의성의 다양한 관점 및 범주를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의 중요성, 학생들 개개인의

해석과 지식의 구성 과정을 강조하는 미니 창의성 수준에서의 수학적 창의성 연구의 필

요성 등의 결론을 제기할 수 있었다.

Ⅰ. 서 론

창의성은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핵

심 역량으로서 매우 강조되고 있는 능력이다. 과

거 일부 천재나 영재들만이 창의성을 지녔다고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창의성을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된 능력으로 간주하고

학교 교육을 통해 이러한 잠재력을 길러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창의성은 특히 수학교육에서도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2011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개정

의 기본 방침으로 창의성 함양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2011). 수학의 본질은 단순히

정확한 답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데 있으며, 특히 수학적 창의성1)은 전

체적인 수학적 성장을 보장하고 수학적 능력의

계발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능

력이라 볼 수 있다(Mann, 2006; Sriraman, 2004).

수학적 창의성은 인간의 잠재적인 능력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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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결과에서 다루고 있는 바와 같이, 연구들마다 수학 교과와 관련된 창의성을 일컫는 용어로 수학적

창의성, 수학 창의성, 수학 창의적 문제 해결력 등의 용어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그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수학적 창의성’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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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

는 것이 아니므로 그 정의를 내리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곧, 창의성에 대해 학자들 간에 합의

된 정의를 찾기가 어려우며, 그 결과 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관점에서 수학적 창의성을 보고, 각기

다른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거의 모든

연구는 연구 주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에 근거하

여 이루어지므로 수학적 창의성을 명확하게 정

의하는 것은 수학적 창의성 연구의 논리적 출발

점이 된다. 따라서 수학적 창의성에 대해 널리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더 발전적인

수학적 창의성 연구의 걸림돌이 됨을 부인할 수

없다(Mann, 2006).

또한 수학적 창의성을 정의한다 하더라도, 일

반 창의성에 대한 정의를 수학이라는 영역만 달

리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그러나 심리

학에서 보는 일반적 창의성에 대한 정의를 수학

교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왜냐하면 수학적 창의성에는 일반적 창의성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수학 교과 자체의 학문적

특성으로서 논리성, 엄밀성, 비판적 사고, 추론

등이 무시될 수 없기 때문이다(김부윤, 이지성,

2007).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학적 창의성이 무엇

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가운데, 이

주제와 관련된 연구들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

져 왔다. 그 중 수학적 창의성을 정의하고 용어

조작을 시도한 몇몇 연구들이 있었지만(예, 김판

수, 2008; 박만구, 2009; 유윤재, 2004; 황우형 외,

2006),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문헌 검토를 통해

이론적 관점에서 수학적 창의성을 정의하고 있

으며, 수학적 창의성 관련 연구들이 실제로 수학

적 창의성을 바라보는 본질적 관점이 어떠한지

양적, 질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는 없었다. 조연

순과 정지은(2012)은 창의성의 범주 및 수준을

중심으로 국내 창의성 교육의 연구 동향을 분석

하였지만, 이는 영역 특수적인 창의성이 아닌 일

반 창의성과 관련된 모든 연구를 포함시킴으로

써 이를 통해 수학적 창의성에 관한 연구의 동

향이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최병훈과 방정숙(2012)은 창의성의 영역을 제한

하여 수학적 창의성 교육에 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는데, 연구의 대상, 방법, 주제의 측면에

서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통해 관련 연구들

이 수학적 창의성을 본질적으로 어떠한 관점에

서 바라보는가에 관한 동향을 얻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학적 창의성에 관한 연구

의 출발점으로서 수학적 창의성을 무엇으로 보

는가 하는 연구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

탕으로,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수학적 창의성을

바라보는 본질적 관점이 어떠하였는지 그 동향

을 분석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본질적 관점이

라 함은 수학적 창의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

지, 정의에는 어떠한 구인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수학적 창의성을 바라보는 범주 및 수준은 어떠

한지 등을 일컫는다. 이와 같이 수학적 창의성

관련 연구의 동향을 본질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한 본 연구는, 교육 현장 또는 관련 연구들에 반

성적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연구의 기반을 더욱

강화하며, 일관성 있는 연구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수학적 창의성의 정의

수학적 창의성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며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창의성

의 일반적 정의 안에서, 사용되는 소재만을 수학

과 관련된 내용에 국한하여 수학교육에서의 창

의성이라 보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예, 박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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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수학에서 강조되는 문제 해결의 과정을

수학적 창의성과 동일시하는 경우도 있다(예, 김

수경 외, 2012).

일반 창의성과 마찬가지로, 수학적 창의성에

대한 정의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창의적인 사고의 질을 강조하면서 인

지 과정 속에 포함된 사고의 특성에 초점을 맞

추어 수학적 창의성을 설명하는 경우이며(예,

Haylock, 1987; Krutetskii, 1976), 다른 하나는 창

의적인 사고의 결과로 나온 산출물에 초점을 두

어 수학적 창의성을 정의하는 경우이다(예,

Jensen, 1973; Sriraman, 2004). 또 창의적인 사고

과정과 창의적 산출물 둘 다를 강조하여 수학적

창의성을 정의하기도 한다(예, 김부윤, 이지성,

2005). 사고 과정의 관점에서 창의성은 유창성,

독창성, 융통성 등의 사고 능력을 포함한 수학적

인지 능력으로 설명될 수 있는 반면, 최종 산출

물의 관점에서 창의성은 수학적으로 새롭고 독

창적이며 유용한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2. 수학적 창의성에 대한 관점 및 범주

가. 수학적 창의성에 대한 김부윤과 이지성의

관점

수학적 창의성을 논의할 때, 수학이라는 영역

특수적인 부분과 창의성이라는 영역 일반적 부

분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연구자마

다 수학과 창의성 중 어느 쪽에 더 강조점을 두

는가의 차이만 존재할 뿐이다. 또한 수학적 창의

성을 정신적 사고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 사고 과정의 결과로서 생성되는 발산적 산

출물에 집중하여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준거를 바탕으로 김부윤과 이

지성(2007)은 <표 Ⅱ-1>과 같은 수학적 창의성에

대한 네 가지 접근을 제안하였다.

과정/결과

특정/일반

사고 과정
(Thinking process)

발산적 산출물
(Divergent

production)

수학
(Mathematics)

McTd
수학-사고 과정

MctD
수학-발산적 산출물

창의성
(Creativity)

mCTd
창의성-사고

과정

mCtD
창의성-발산적

산출물

<표 Ⅱ-1> 수학적 창의성에 대한 관점

첫째, 수학-사고 과정 접근(McTd)은 창의성보

다는 수학 교과의 고유한 특성 또는 수학의 본

질적 사고에 더 강조점을 두고 수학적 창의성을

정신적 사고 과정으로 설명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Krutetskii(1976)는 수학 영재성과 수학적

창의성을 동일하게 보고, 하나의 정신적 작용에

서 다른 것으로의 전환이라는 사고 과정의 유연

성을 강조하였으므로 수학-사고 과정 접근을 따

른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수학-발산적 산출물

접근(MctD)은 수학 교과 특성을 강조하되 사고

과정보다는 사고 과정의 결과로 생성되는 발산

적 산출물에 더욱 집중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

어, 여러 가지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수학적 창

의성을 증진, 평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이강

섭과 심상길(2005)의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창의성-사고 과정 접

근(mCTd)은 새로움이나 독창성, 다양한 결과물

을 통해 수학적 창의성을 확인하고자 하며 산출

물보다 사고 과정 자체에 관심을 두는 관점이다.

예로, 일반적인 창의성 증진 기법을 수학적 창의

성에 적용하여 많은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Sheffield(2005)의 연구가 이에 해당된다(김부윤,

이지성, 2007, 재인용). 넷째, 창의성-발산적 산출

물 접근(mCtD)은 수학 교과 특성보다는 일반적

인 창의적 특성에, 사고 과정보다는 그 결과물에

더욱 강조점을 두며, 예로, 문제 상황에서 고정

된 사고방식을 탈피하여 다양한 산출물을 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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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수학적 창의성으로 보는 박혜진과 권혁

진(2010)의 관점을 들 수 있다.

나. 창의성의 범주

창의성 관련 대부분의 연구는 창의적인 사람,

창의적인 과정, 창의적인 산출물, 창의적인 환경

의 4가지 범주를 기반으로 창의성에 접근한다(김

진호, 2004). 이러한 범주의 차이는 연구자들이

다른 렌즈를 통해 창의성을 보게 하며 그 결과

각기 다른 관점에서의 창의성 연구를 실행시킨다.

첫째, 창의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창의성에 접

근하는 연구들은 창의적인 사람들의 특성을 강

조한다. Torrance(1974)에 의해 개발된 창의적 사

고 검사를 통해 학생의 유창성, 독창성, 융통성

을 측정하는 연구와 같이, 창의적인 사람들의 지

적 특성 및 창의적 성향을 연구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창의적인 과정으

로 창의성을 보면 창의적인 산출물을 내기까지

의 과정이 얼마나 창의적이었는가를 고려하게

된다. 창의성의 발현 과정에 관한 Sriraman(2004)의

연구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셋째, 창의적

인 산출물로 창의성을 보는 연구들은 새롭고, 유

용한 결과를 산출해 내는 능력을 강조한다. 이러

한 관점은 창의성을 논의할 때 창의적인 과정뿐

만 아니라 창의적인 산출물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예, Jensen, 1973; Sriraman,

2004). 넷째, 창의적인 환경의 관점에서 창의성

을 정의하는 연구는 창의적인 능력과 성향을 형

성하도록 하는 문화와 사회의 역할을 강조한다.

창의적인 행동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사회․문

화적 요인들에 관한 연구가 이에 해당되며, 예

로, 창조물은 개인 혼자가 아닌 전체적인 환경이

함께 영향을 미치는 발현적 과정을 거쳐 나타난

다고 주장한 Sawyer(2003)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창의성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개념을 종합해

보면, 초기에는 창의적인 사람이나 과정, 산출물과

같은 특정한 부분에 초점을 두어 창의성을 설명

했으나, 최근에는 사람, 과정, 산출물, 사회적 환

경과 같은 여러 측면들을 동시에 고려해 창의성

을 개념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조연순, 성진

숙, 이혜주, 2008). 이와 같이, 더욱 효과적인 창

의성 교육을 위해서는 위의 범주들을 개별적으

로 고려하기보다 창의성의 4가지 범주에 통합적,

총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통합적 관점

에서 볼 때, 창의성은 ‘창의적인 특성을 갖는 개

인이나 집단이 창의적인 과정을 거쳐 사회적 맥

락에 의해 새롭고 유용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산출물을 생성하는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

3. 창의성의 수준

창의성은 종종 큰 창의성(Big-C, 저명한 창의성)

과 작은 창의성(little-c, 평범한 혹은 일상적인 창

의성)으로 구분된다. Kaufman과 Beghetto(2009)는

창의성을 큰 창의성과 작은 창의성의 둘로 구분

하는 이분법적 관점을 따르게 되면, 두 창의성

간의 간격이 너무 커서 모호한 문제가 발생한다

는 것을 지적하면서 창의성의 4c 모델을 제안하

였다. 이 모델에서는 창의성을 큰 창의성(Big-C),

전문가적 창의성(Pro-c), 작은 창의성(little-c), 미

니 창의성(mini-c)의 4수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큰 창의성은 노벨상이나 퓰리처상과 같이 유

명한 상을 수상하거나 백과사전에 등재될 정도

의, 보다 넓은 사회적 맥락에서 명백하게 저명한

업적이라고 인정되는 수준의 창의성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러한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상당

한 양의 시간이 필요하며 종종 사후평가를 통해

큰 창의성으로 인정받기도 한다.

전문가적 창의성은 전문적인 창조자이기는 하

지만 아직 저명한 상태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의

창의성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범주로서 제안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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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어, 특정 분야에서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만한 업적은 아니지만 당시 혁신을 일으킨

전문가가 있을 수 있으며 이들의 창의성을 설명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적 창의성이 적합하다.

작은 창의성은 비전문가가 일상적인 과정에서

수행하는 창의적 행동에 초점을 두는 수준으로,

오직 특정한 사람만이 창의적일 수 있다는 관점

에서 벗어나 잠재적인 능력으로서 창의성을 강

조한다. 창의성에 대해 널리 합의된 기준인 ‘새

로움’과 ‘유용함’은 작은 창의성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합하며, 학교 교육에서 볼 때, 창의성 검

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거나 동료 집단보다 더

창의적인 산출물을 만든 학생들의 창의성 또한

작은 창의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미니 창의성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롭고

혁신적인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학

생들이 학교에서 새로운 개념을 학습하거나 새

로운 은유를 만들 때 경험한 창의적 통찰 과정

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수준이다. 이 수준에서는

아직 눈에 보이는 형태로 표현되지 못한 정신적

인 구성 또한 창의적인 것으로 보고 개인적 지

식의 구성 과정을 강조한다. 또한 창의성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며 발현될 수 있는 능력으

로서 교육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고 보고 창의

성의 개인적, 발달적 측면을 강조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수학적 창의성을 주제로 한 국내 연구물을 검

색하기 위하여 국내 학술 논문 검색사이트인 과

학기술 학회마을(http://society.kisti.re.kr)의 논문

상세 검색 메뉴와 각 학회 홈페이지의 논문 검

색 메뉴를 활용하였다. 대상 논문 선정을 위하여

1차로, 과학기술 학회마을에서 키워드를 ‘수학’

과 ‘창의’로 하여 검색한 결과, 국가과학정보기

술센터(NDSL)에서 제공하는 수학적 창의성 관련

논문 77편을 얻을 수 있었다. 2차로, 수학 교육

및 창의성 관련 학회에서 제공하는 논문 검색

메뉴에서 동일한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1차 대

상에 포함되지 않은 21편의 논문이 추가되어 모

두 98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이 중 창의적 산

출물 또는 창의적 태도만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전체적인 수학적 창의성에 대한 관점을 판단하

기 어려운 연구 5편, 수학적 창의성에 대한 관점

은 배제하고 수학 교구를 활용하여 창의성을 증

진시키는 방법만을 집중적으로 제시한 연구 2편,

수학에서의 창의적 글쓰기에 관한 연구로 수학

적 창의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판단된 연구

1편을 제외한 총 90편이 본 연구의 대상이 되었

다. 3차로, 1, 2차 검색에서 얻어진 90편의 논문

을 분석하면서 각 논문에서 제시한 참고 문헌

목록 중 수학적 창의성 관련 논문이지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연구들을 찾아보았으며, 그 결과

17편의 논문이 추가로 얻어졌다. 17편의 논문 중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후보)된 학술지가 아닌

대학 부설 연구소 발간 논문 6편을 제외한 11편

의 논문이 3차 연구대상이 되었으며, 1차와 2차,

3차를 합하여 본 연구의 대상 논문은 모두 101

편으로, 연도별, 학술지별 분석대상논문을 정리

하면 <표 Ⅲ-1>, <표 Ⅲ-2>와 같다.

연도 1998 1999 2000 2001 계

논문편수(편) 4 3 7 6

101

연도 2002 2003 2004 2005

논문편수(편) 7 10 12 8

연도 2006 2007 2008 2009

논문편수(편) 4 10 4 2

연도 2010 2011 2012 2013

논문편수(편) 9 4 10 1

<표 Ⅲ-1> 연도별 분석대상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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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연구 대상 논문의 게재 연도는

1998년～2013년 8월이었다. 연구의 동향은 보통

5년, 10년 등과 같이 기간을 설정하여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수학적 창의성과 관련하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므로,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들의 전체적인 경향과 흐

름을 분석해 보기 위하여 연도를 구분하지 않고

검색된 모든 논문을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발행기관 학술지명 논문편수(편)

대한수학

교육학회

학교수학 5

수학교육학연구 5

학술대회 논문집 4

한국수학

교육학회

수학교육 18

수학교육논문집 33

초등수학교육 7

학술대회 논문집 1

한국초등수학

교육학회

한국초등수학교육

학회지
8

한국학교

수학회

한국학교수학회

논문집
6

한국수학사

학회
한국수학사학회지 2

한국영재학회 영재교육연구 7

기 타2) 5

계 101

<표 Ⅲ-2> 학술지별 분석대상논문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수학적 창의성 관련 연구들이

본질적으로 어떠한 관점에서 수학적 창의성에 접

근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표 Ⅲ-3>과

같은 분석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수학적 창의성 관

련 연구들이 수학 교과와 관련된 창의성을 일컫

기 위하여 어떤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분석

해 보았으며, 둘째, 해당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는지, 혹은 명시적

으로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

추론 가능한지를 분석하였다. 셋째, 명시적 또는

암시적 정의를 하고 있는 연구를 대상으로 영역

특수적 창의성의 관점에서 수학 교과 특성을 반

영하여 정의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고,

넷째, 명시적 정의를 한 연구를 대상으로 각 정의

에는 어떤 구인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

다. 다섯째, 연구마다 수학적 창의성을 어떤 관점

에서 접근하는지 4가지 기준에 따라 분석하였으

며, 여섯째, 개인(person), 과정(process), 산출물

(product), 환경(press)의 4p이론을 근거로 각 연구

들이 이 4가지 범주를 제한적으로 다루는지 혹은

총체적으로 접근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끝으로,

Kaufman과 Beghetto(2009)의 4c모델을 근거로 각

연구들이 창의성을 보는 수준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서 제시한 기준 중 수학적 창의성을 정의하

는 데 포함된 구인들을 분석함에 있어, 각기 다른

용어의 모든 구인을 포함시키기보다 유사한 내용

을 가리키는 구인을 묶어 범주화하였으며, 그 결

과는 <표 Ⅲ-4>와 같이 정리될 수 있었다.

3. 연구 절차

창의성 및 수학적 창의성 관련 선행 연구를

고찰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분석 기준

을 설정한 뒤, 연구 대상 논문 전체 101편에 대

해 1차 분석을 실시하면서 분석 기준을 수정 보

완하였다. 이와 같이 수정된 분석 기준의 타당도

및 적합성을 수학 교육 전문가 1인을 통해 검증

받았다. 이에 따라 확정된 기준을 바탕으로 1차

분석과 몇 주간의 시간 간격을 두어 2차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1차와 2차 분석 간의 일

치도가 약 83%로 나타났다. 일치하지 않는 17%

가량의 분석 결과에 대해 수학 교육 전문가 1인

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분석 결과를 얻었다.

2) 과학영재교육(1), 아동학회지(1), 열린교육연구(1), 한국정보교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1), 영재와 영재교육(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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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인 구체화

기존의 지식과 경험
기존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새로움 독창적, 신기성, 참신한, 독특한, 기발한, 질적 수준이 높은, 예상하지 못한

유용함
적절한, 가치 있는, 유의미한, 수학적으로 의미 있는, 사회적으로 인정되

는, 과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키는

융통성
유연성, 고착의 극복, 기존의 관념을 깨고, 규칙에만 얽매이지 않고, 전통

적 접근에서 벗어나, 정형화된 틀을 벗어나

확산적 사고력 생산적 사고력, 다양함, 많은, 발산적 산출물

수렴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반성적 사고력, 통합적 사고력, 논리성

구조적 이해
구조적 사고, 정보의 조직화, 관계적 지식 및 이해, 개념 연결 및 결합,

전이, 지식의 구성·결합, 수학적 대상·개념 간의 관계 찾기

문제 해결 과정 문제 제기, 문제 발견, 문제에 대한 재정의, 문제 분석, 문제 해결

<표 Ⅲ-4> 수학적 창의성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된 구인의 범주화

구 성 내 용

용어 사용
수학 창의성, 수학적 창의성, 수학적 창의력, 수학 창의적 문제

해결력 등

조작적

정의 여부

명시적 정의 수학적 창의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함

암묵적 정의 상황적․맥락적 단서에 의해 추론 가능함

드러나지 않음 수학적 창의성이 무엇인지 정의가 드러나지 않음

영역

특수적

정의 여부

영역 특수적 수학과와 관련하여 영역 특수적인 창의성을 정의함

영역 일반적 일반적인 창의성의 관점에서 창의성을 정의함

구체적으로 포함된 구인들
기존의 지식과 경험, 새로움, 유용함, 융통성, 확산적 사고력,

수렴적 사고력, 구조적 이해, 문제 해결 과정

관점

수학-사고 과정 접

근(McTd)

창의성보다는 수학에, 발산적 산출물보다는 사고 과정에 무게

를 두는 접근

수학-발산적 산출

물 접근(MctD)

창의성보다는 수학에, 사고 과정보다는 발산적 산출물에 무게

를 두는 접근

창의성-사고 과정

접근(mCTd)

수학보다는 창의성에, 발산적 산출물보다는 사고 과정에 무게

를 두는 접근

창의성-발산적 산

출물 접근(mCtD)

수학보다는 창의성에, 사고 과정보다는 발산적 산출물에 무게

를 두는 접근

범주

개인(person) 창의성을 사람의 능력 또는 행동 특성으로 간주함

과정(process) 창의적인 인지 과정의 관점에서 창의성을 설명함

산출물(product) 창의적인 산출물의 관점에서 창의성을 설명함

환경(press) 창의성 계발에 있어 사회․환경적 영향을 고려함

수준

큰 창의성 모두가 인정하는 위대한 업적 또는 뛰어난 결과물

전문가적 창의성 큰 창의성에 이르진 못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가적 창의성

작은 창의성 검사, 교사의 판단에 의해 인정될 수 있는 일상적인 창의성

미니 창의성 학생 개인적으로 새롭고 의미 있는 통찰이나 해석

<표 Ⅲ-3> 분석 기준의 구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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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용어 사용

수학적 창의성을 주제로 한 연구들은 수학 교

육에서의 창의성을 설명하기 위해, <표 Ⅳ-1>과

같이 수학적 창의성, 수학 창의성, 수학적 창의

력 등 각기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용어
수학적

창의성

수학

창의성

수학적

창의력

수학

창의적

문제

해결력

계

논문편수

(%)

43

(42.6)

14

(13.9)

8

(7.9)

6

(5.9)

101

(100.0)
용어 창의성

창의적

사고
혼용 기타3)

논문편수

(%)

7

(6.9)

3

(3.0)

17

(16.8)

3

(3.0)

<표 Ⅳ-1> 수학적 창의성에 대한 용어 사용

그 중 수학적 창의성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연

구가 42.6%로 가장 많았으며, 수학 창의성

(13.9%), 수학적 창의력(7.9%)이 뒤를 이었다. 또

한 수학에서의 창의성을 문제 해결 과정에서 발

현되는 것으로 보고 창의성이란 용어 대신 수학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연

구가 5.9%, 수학에서의 창의성을 설명하면서도

일반 창의성 용어인 창의성 또는 창의적 사고라

는 용어를 사용하는 논문도 9.9% 있었다. 또한

어느 하나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2개 이상의

용어를 혼용하는 경우도 16.8% 있었다. 용어 사

용 및 이에 대한 정의는 해당 연구의 관점을 반

영하는 연구의 출발점으로서 간과될 수 없는 부

분이므로, 연구 수행에 있어 더욱 신중한 용어

사용이 요구된다. 이 밖에, 수학에서는 수학적인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수학 문제를

해결하거나 문제를 만들 때, 주로 문자나 기호,

식 등을 사용하여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 수학

적 창의성보다는 ‘수학적 창조성’이란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한 임문규(2006)의 주장도 눈여겨 볼

만 하다.

위 결과를 토대로, ‘수학적’이라는 말의 의미,

‘창의성’과 ‘창의력’의 차이, 수학에서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의 관계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

an.go.kr)을 따르면, ‘수학적’이란 용어에는 ‘수학

에 관한’, ‘수학에 특유한’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따라서 ‘수학적 창의성’은 ‘수학에 관한 창의성’

또는 ‘수학에 특유한 창의성’을 일컫는다. 수학적

창의성을 주제로 한 연구들은 대부분 수학 교과

와 수학 교수·학습에 관련된 창의성을 가리키기

위하여 수학적 창의성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이는

사전적 의미에도 부합하므로 적절한 용어가 사용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창의성’과 ‘창의력’에 대해, 수학적 창의성의

인지적 측면을 수학적 창의력으로 보기도 하고

(예, 김부윤, 이지성, 2005), 창의성은 인내심, 호

기심, 집착력, 자신감 등 정의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는 사고 성향으로, 창의력은 독창성, 융통성, 유

창성, 정교성 등 인지적 영역에 초점을 두는 사고

기능으로 구분하기도 한다(예, 남승인, 2007). 이

와 같이 동일한 용어에 대해 각기 다른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기보다, 합의된 근거에 의해 일치된

방향으로 용어 사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수학적 창의성과 문제 해결이 밀접히 관련되

어 있음은 계속해서 강조되어 왔는데, 대표적으

로 Hadamard(1975)는 수학에서의 창조적인 작업

은 본질적으로 문제 해결에 집중해 있다고 보고

수학적 창의성의 발현을 문제 해결의 과정 안에

3) 수학적 창조성(1), 수학교수학습에서 창의성(1), 창의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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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설명하였다(김수경 외, 2012, 재인용). 이와

같은 관련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창의성과 문제

해결이 본질적으로 동일한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의 부분이 되는가, 또는 창의성과 문제 해결

이 서로 중복되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으므로 창의성과 문제

해결의 관련성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2. 수학적 창의성에 대한 정의

먼저 수학적 창의성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수학

적 창의성에 대해 조작적 정의를 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Ⅳ-2>와 같다.

용어
명시적

정의

암시적

정의

드러나지

않음
계

논문편수

(%)

60

(59.4)

19

(18.8)

22

(21.8)

101

(100.0)

<표 Ⅳ-2> 조작적 정의 여부

먼저 수학적 창의성에 대해 조작적으로 정의

했는가의 여부는, 명시적 정의를 한 연구, 암시

적 정의를 한 연구, 수학적 창의성을 무엇으로

보는지 연구를 통해서는 파악하기 힘든 경우의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명시적 정의는 ‘본

연구에서 수학적 창의성이란 무엇이다’와 같이

연구를 통해 분명하게 수학적 창의성의 개념을

밝히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반해 암시적

정의는 수학적 창의성에 대한 정의가 명시적으

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상황 맥락에 의해 추론

가능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Hwang(2006)은 창

의성의 본질을 아래와 같이 2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수학적 창의성이 무엇인지 명

시적으로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사고 과정으로서의

수학적 창의성과 발산적 산출물로서의 수학적

창의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학적 창의성의 본질은 다음의 2가지 준거로 볼

수 있다. 첫째, 수학적 창의성은 지각 능력으로서

창의적 사고를 강조한다. … 둘째, 수학적 창의성에

대한 정의는 산출물과 필수적으로 관련된다. … (p.

314-315)

또 김판수(2008)는 ‘수학은 다른 학문에 비해

높은 차원의 사고를 요구하고 결과나 현상보다는

과정적 차원의 창의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

(p.490).’라고 언급함으로써 발산적 산출물보다는

사고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분석 결과, 101편의 논문 중 수학적 창의성에

대해 명시적 정의를 한 연구가 60편(59.4%), 암

시적 정의를 한 연구가 19편(18.8%), 정의가 드

러나지 않은 연구가 22편(21.8%) 있었다. 명시적

정의를 한 논문은, 연구자가 직접 정의를 한 경

우, 해당 연구의 목적에 맞는 선행 연구의 의견

을 인용한 경우, 여러 연구자들의 견해에서 공통

점을 찾아 요약 또는 종합한 경우로 유형을 나눌

수 있었으며, 각각의 예는 <표 Ⅳ-3>과 같다.

유형 예

직접

정의함

학교수학에서의 창의성은 새로운
개념을 배우거나 문제를 해결하려
고 할 때 기존에 갖고 있는 개념을
연결·연합하여 새로운 개념을 쉽게
이해하거나 스스로 새로운 개념을
구성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황우형 외, 2006, p. 567).

선행

연구를

인용함

수학적 창의성이란 생성된 개념을
적합성과 논리성 및 연역적인 수학
적 사고과정을 통해 통합하여 문제
를 해결하고, 구조적 사고를 발달
시키는 능력(Ervynck, 1991)이다
(방승진, 최중오, 2010, p. 208).

선행

연구를

요약,

종합함

이상의 연구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학적 창의성은 ‘문제 해결의
상황에서 다양하고 독창적인 해결
방안을 사용하여 새로운 해결 방안
이나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 종합적
인 과정에 대한 속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박만구, 2009, p. 807).

<표 Ⅳ-3> 명시적 정의의 유형에 따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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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정의

기존의

지식과

경험

새로움

독창적

유용함

적절함

융통성

유연성

확산적

사고력
(다양함)

수렴적

사고력
(비판적)

구조적

이해
(결합)

문제

제기

(발견)

문제

분석

문제

해결

수학적 문제 상황에서 이전에 학습한

지식과 경험을 통합․재구성하여 기존

의 관습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참신하

고 다양하면서도 융통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향과 능력(남승인, 2007,

p. 272)

√ √ √ √ √ √ √

수학적 문제 상황에서 고정된 사고방

식을 탈피하여 다양한 산출물을 내는

과정(이강섭, 황동주, 2007, p. 506)

√ √ √

수학적 문제 상황에서 기존의 지식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정형화된 틀을 벗

어나, 주어진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하여, 문제의 요소들이나 수학적

아이디어 등을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

하여 결과를 얻는 것(김부윤, 이지성,

2005, p. 328)

√ √ √ √ √ √ √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 개념, 원리,

문제 해결 방법들을 새롭게 관련지어

수학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신이 새롭

게 지식, 개념, 원리, 문제 해결 방법

을 창안하여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능

력(김홍원, 1998, p. 73)

√ √ √ √

일반적인 영역의 지식과 기능, 동기적

요인, 특정영역의 지식과 기능을 토대

로 확산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가 역동

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새로운 산출물

혹은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능력(권오

남, 김정효, 2000, p. 83)

√ √ √ √

어떤 문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적절

하게 문제를 발견하고 구성하여, 다양

하고 독창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

해 나가는 능력(김은진, 권혁진, 2012,

p. 513)

√ √ √ √ √

<표 Ⅳ-5> 명시적 정의에 포함된 구인의 분석 예

용어
영역 특수적

정의

영역 일반적

정의
계

논문편수

(%)

43

(54.4)

36

(45.6)

79

(100.0)

<표 Ⅳ-4> 영역 특수적 정의 여부

명시적 또는 암시적 정의를 한 연구 79편을

대상으로 수학 영역에 한정된 영역 특수적 정의

를 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본 결과(<표 Ⅳ-4>),

54.4%만이 일반 창의성과 구분될 수 있는 수학

적 창의성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었다. 대표적으

로, 김부윤과 이지성(2005)은 수학적 창의성을

‘수학적 문제 상황에서 기존의 지식과 경험 등

을 바탕으로 정형화된 틀을 벗어나, 주어진 문제

를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하여, 문제의 요소들이

나 수학적 아이디어 등을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

하여 결과를 얻는 것(p. 328)’이라고 설명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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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수학과 관련된 기존의 지식’, ‘문제 분석’,

‘아이디어의 결합’ 등을 강조하여 수학 교과 특

성이 반영된 정의를 하였다. 한편, 명시적 정의

의 세 번째 유형의 예로 제시한 박만구(2009)는

‘다양하고 독창적인 해결 방안’, ‘새로운 산출물’

등을 언급함으로써 일반 창의성과 다르지 않은

정의를 하고 있었다(<표 Ⅳ-3> 참조). 이 외에도

산출물이나 산출 과정의 새로움, 유용함을 강조

하는 일반 창의성에 대한 정의를 가져오되, ‘수

학적 문제 상황에서’라는 단서만 붙임으로써 일

반 창의성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정의를 하는 연

구들이 있었으며, 이러한 경우도 영역 일반적 정

의에 포함시켜 보았다.

명시적 정의를 한 연구 60편에 대해, 수학적

창의성을 정의할 때 어떠한 구인을 포함시켰는

지 <표 Ⅳ-5>과 같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Ⅳ-6>과 같다. 암시적 정의는 해당 연구의

상황적 맥락을 바탕으로 한 연구자의 주관적 추

론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더욱 명백하고 타당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암시적 정의를 제외한, 명시

적 정의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명시적 정의에 가장 많이 포함된 구인은 ‘문제

해결 과정(80%)’으로, 수학 교과에서 특히 강조

되고 있는 문제 해결이 수학적 창의성을 결정하

는 데도 중요한 요소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문제 해결 과정’을 포함시켜 수학적 창의

성을 정의한 논문 48편 중, 직접적인 ‘문제 해

결’뿐만 아니라, ‘문제 제기(2편)’, ‘문제 분석(10

편)’ 등을 함께 언급하고 있는 논문도 있었는데,

이 또한 수학 교과 특성이 반영된 예라 볼 수

있다. ‘문제 해결 과정’에 이어 ‘새로움(73.3%)’,

‘융통성(50%)’이 수학적 창의성을 개념화하기 위

해 많이 고려되고 있었으며, 이는 일반 창의성에

서 강조되는 속성인 새로움, 고착의 극복, 독특

함에 대한 요구가 수학적 창의성에도 그대로 적

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 외에도 일

반 창의성에서 강조되는 ‘확산적 사고력(43.3%)’

및 ‘유용함(33.3%)’에 대한 언급도 다수의 논문

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또한 ‘수학적 아이디어

의 연결 또는 개념적 이해’에 대한 속성이

41.7%, 수학이라는 학문의 계통성을 고려하여

‘기존에 학습자가 갖고 있는 수학적 지식과 경

험’의 중요성이 36.7%의 논문에서 언급된 점은

일반 창의성과 다른 수학적 창의성의 영역 특수

적 성격이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기타 구인에

는, ‘수학적 정당화’, ‘언어적으로 표현해 낼 수

있는 능력’, ‘통찰력 있는 해결’, ‘수학적 지식의

산출’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구인
논문편수(%)

포함됨 포함되지 않음

기존의

지식과 경험
22(36.7) 38(63.3)

새로움 44(73.3) 16(26.7)

유용함 20(33.3) 40(66.7)

융통성 30(50.0) 30(50.0)

확산적 사고력 26(43.3) 34(56.7)

수렴적 사고력 2(3.3) 98(96.7)

구조적이해 25(41.7) 35(58.3)

문제 해결

과정
48(80.0) 12(20.0)

기타 8(13.3) 52(86.7)

<표 Ⅳ-6> 명시적 정의에 포함된 구인들

(N=60)

3. 수학적 창의성에 대한 관점

수학적 창의성에 대한 관점은 두 가지 준거,

즉 수학과 창의성, 사고 과정과 발산적 산출물

중 어느 것에 더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 4가지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수학적 창의성과 관

련하여 명시적 또는 암시적 정의를 하고 있는

논문 79편을 대상으로, 이러한 기준에 따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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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는 <표 Ⅳ-7>과 같다.

관점

수학-사고

과정 접근

(McTd)

수학-발산적

산출물 접근

(MctD)

혼합

논문편수

(%)

18

(22.8)

19

(24.0)

13

(16.5)

관점

창의성-사고

과정 접근

(mCTd)

창의성-발산적

산출물 접근

(mCtD)

계

논문편수

(%)

13

(16.5)

16

(20.2)

79

(100.0)

<표 Ⅳ-7> 수학적 창의성에 대한 관점

분석 결과, 어느 하나의 관점에 집중되기보다

4가지 관점 간에 균형을 이루어 연구가 진행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MctD 접근(24%)이었고,

McTd 접근(22.8%), mCtD 접근(20.2%), mCTd 접

근(16.5%)이 뒤를 이었다. 또한 ‘수학과 창의성’

모두를, 또는 ‘인지 과정과 산출물’ 둘 모두를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16.5% 있었는

데, 이들의 경우는 혼합 관점으로 분류하였다.

수학에 대한 창의적 잠재력을 계발하고 측정

하는 것은 단일한 접근으로는 불가능하며 통합

적, 총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수학적 창의성을 논의할 때, 수학과 창의성 중

어느 것 하나 무시될 수 없으며, 수학의 교과 본

질과 창의성의 본질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수

학만을 강조하게 되면 창의성의 본질인 확산적

사고를 제한하게 되고, 창의성만을 강조하면 수

학 교과의 본질적 특성이 무시될 수 있기 때문

이다. 또한 수학적 창의성을 논의함에 있어 지각

능력으로서 창의적 사고 과정과 다양한 유형의

발산적 산출물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수학

적 창의성을 연구하면서 산출물에 대한 논의 없

이 사고 과정에만 치우쳐 있는 연구들은 학습자

에게 새로운 학습이 일어나야 한다는 부분을 충

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김진

호, 2004), 또한 탐구 과정 없이는 발산적 산출

물이 나올 수 없으므로 탐구 과정에 대한 논의

도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4. 수학적 창의성의 범주

조작적 정의를 한 논문 79편을 대상으로, 수학

적 창의성을 정의할 때 개인, 과정, 산출물, 환경

의 4가지 범주 중 어느 것을 고려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표 Ⅳ-8>). 수학적 창의성을 개

인의 능력 및 성향이라고 간주하는 논문은 전체

의 53.2%, 창의적인 사고 과정으로서 창의성을

간주하는 논문은 77.2%, 산출물이 창의적인가를

고려하는 논문은 59.5%, 창의성의 발현에 있어

환경적 영향을 언급한 논문은 전체의 13.9%였다.

구인
논문편수(%)

포함됨 포함되지 않음

개인(person) 42(53.2) 37(46.8)

과정(process) 61(77.2) 18(22.8)

산출물(product) 47(59.5) 32(40.5)

환경(press) 11(13.9) 68(76.1)

<표 Ⅳ-8> 수학적 창의성의 범주 (N=79)

각 연구들은 대부분 어느 하나의 범주로 수학

적 창의성을 설명하기보다 4가지 범주 중 2개

이상의 범주를 고려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권

오남과 김정효(2000)는 개인, 과정, 산출물의 3가

지 범주를 모두 포함시켜 수학적 창의성을 설명

하였다(<표 Ⅳ-5> 참조). 곧, 창의성을 능력으로

보는 것은 ‘개인’ 범주, 사고의 역동적 상호작용

을 강조하는 것은 ‘과정’ 범주, 새로운 산출물

혹은 해결책을 언급한 것은 ‘산출물’ 범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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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들이 2개

이상의 범주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수학적 창의

성에 대한 총체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환경의

영향을 고려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최근 들어 대

부분의 연구자들이 창의성에는 사회·문화적 요

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면에 동의하면서도 실제

연구를 수행할 때는 이러한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 듯하다. 학생들의 수학적 창의

성 계발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적절한 교

수·학습 환경과 사회·문화적 여건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수학적 창의성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더욱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5. 수학적 창의성의 수준

수학적 창의성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드러난

논문을 대상으로 수학적 창의성의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보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으며, 그 결

과는 <표 Ⅳ-9>와 같다.

관점
큰

창의성

전문가적

창의성

알 수

없음

논문편수

(%)

0

(0.0)

4

(5.1)

6

(7.6)

관점
작은

창의성

미니

창의성
계

논문편수

(%)

54

(68.3)

15

(19.0)

79

(100.0)

<표 Ⅳ-9> 수학적 창의성의 수준

큰 창의성의 수준으로 수학적 창의성을 개념

화한 논문은 한 편도 없었고, 전문가적 창의성의

수준까지를 포함시켜 본 연구는 4편(5.1%) 있었

다. 방승진과 최중오(2010)가 ‘학교 수학의 창의

성과 수학 학문적 창의성의 중단 단계로서 수학

영재의 창의성을 설명한 것(p. 210)’과 김정효와

권오남(2000)이 ‘수학적 학문 체계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새로운 개념을 창출

하는 것(p. 84)’을 수학적 창의성 정의에 포함시

킨 것은 전문가적 창의성과 관련된 예가 될 수

있다. 교실에서 관찰 가능한 학생 수준의 작은

창의성을 수학적 창의성으로 본 연구는 전체의

68.3%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들 개개인에게 의

미 있는 지식의 구성 과정을 강조하는 미니 창

의성 또한 수학적 창의성이 발현된 예로 인정하

는 연구도 19% 있었다. 학교 수학에서 교육을

통해 계발 가능한 창의성을 다루는 교육 연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이 수학적 창의성 관

련 연구가 작은 창의성 및 미니 창의성 수준을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단, 학생들 자신에게 새롭고 의미 있는 결과를

산출했다면 이 또한 창의적인 결과라고 보는 미

니 창의성 수준의 관점을 가진 연구가 좀 더 활

발히 이루어진다면 학교 수학에서의 창의성 교

육에 더욱 발전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이다. 한편, 수학적 창의성에 대한 정의를 매우

간단히 하거나 연구에서 수학적 창의성에 대한

관점을 다루는 내용이 미약하여 창의성의 수준

을 어느 정도까지 보는지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

도 7.6% 있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수학적 창의성에 관한

연구들이 수학적 창의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

는지를 창의성의 본질적 관점에서 재조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수학 교과와 관련된 창의성을 일컫

기 위하여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지, 수학적 창의

성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있는지, 정의하고 있

다면 영역 특수적 정의를 하는지, 수학적 창의성

을 보는 관점, 범주, 수준은 어떠한지를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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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학적 창의성 교육 연구

와 관련하여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학 교과와 관련된 창의성을 일컫기 위

하여 연구마다 각기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

으며 그 중 ‘수학적 창의성’이란 용어를 사용하

는 논문이 42.6%로 가장 많았다. 동일한 현상이

나 개념에 대해 각기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

은 더욱 발전적인 후속 연구에 방해가 될 수밖

에 없다. 따라서 수학 교과 및 수학 수업을 통해

길러져야 할 창의성을 일컫는 용어에 대한 합의

가 먼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이들 용어를 명시적으로 정의한 논문은

전체의 59.4%였는데, 일반 창의성 교육 연구들

중 67.4%가 창의성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는 조

연순과 정지은(2012)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보았

을 때, 수학적 창의성 관련 연구들이 수학적 창

의성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연구 주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연구

의 질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

라서 수학적 창의성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기

에 앞서 연구 목적 및 내용에 적합하도록 수학

적 창의성을 명확히 정의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수학적 창의성에 대해 조작적 정의를 한

논문 중 수학 교과의 본질을 고려하여 영역 특

수적 정의를 한 논문은 54.4%에 불과했다. 창의

성은 수행해야 할 과제가 어떠한 특질을 요구하

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효과적인 창의성

교육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창의성 교육 외에 각

교과에서의 영역 특수적인 창의성 교육을 고려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수학 교과에서는 다른

영역에 비해 사실을 파악하기보다, 사실 간의 관

계 또는 관계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 즉 구

조를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구조를 탐구

할 때 수학의 아름다움을 찾고 수학적 감각을

개발할 수 있다(Dreyfus & Eisenberg, 1996;

Mann, 2006). 따라서 수학적 창의성을 정의할 때

도 이와 같은 수학 교과의 본질적 특성이 고려

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 구조적 이해(40%),

수학적 문제해결과정(78.3%), 수학적 지식과 경

험(35%) 등이 수학적 창의성을 설명하기 위한

구인으로 포함된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바람직

해 보이나, 전체 중 40%가 넘는 연구들이 일반

창의성에 대한 정의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문제

상황만 수학적인 소재에 국한시켜 본 것은 재고

할 필요가 있다. 즉 이러한 연구들은 수학적 창

의성을 개념화함에 있어 수학 교과 특성이 반영

된 수학적 창의성의 본질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수학과 창의성’, ‘사고 과정과 발산적

산출물’의 두 가지 준거에 따른 4가지 관점에

대해, 수학적 창의성 관련 연구들은 어느 하나에

집중하기보다 균형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었

다. 위 두 가지 준거 각각에 대해 어느 한 쪽을

조금 더 강조할 수는 있으나, 다양하고 폭넓은

수학적 창의성 연구를 위해서는 4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앞

으로의 수학적 창의성을 주제로 한 연구들도 여

러 관점 중 어느 관점에 초점을 둘 것인지 방향

을 분명히 정하되, 다른 관점에 대해 배타적 입

장이 아닌 상호보완적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

요함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수학적 창의성 관련 연구들은 개인,

과정, 산출물, 환경 중 2개 이상의 범주를 고려

하여 수학적 창의성을 설명하고 있었지만, ‘과정

(77.2%)’을 고려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개인

(53.2%)’이나 ‘산출물(59.5%)’에 비해 ‘환경

(13.9%)’적 영향을 고려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어느 한 범주만을 강조 또는 어느 한 범주를 간

과하는 것은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현상인 수학

적 창의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Urban(1995)의 주장과 같이, 창의적 활동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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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는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의존성이 간과

될 수 없으며, 수학적 창의성을 설명하기 위해

이러한 상호작용을 포괄하는 더욱 총체적인 관

점이 필요하다(조연순 외, 2008, 재인용). 또한

창의성은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한 사회적 맥락

내에서 새롭고 유용하다고 인정하는 사고 과정

혹은 산출물을 의미하므로(Plucker, Beghetto, &

Dow, 2004), 무엇이 창의적인가의 기준이 되는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여섯째, 창의성의 수준을 기준으로 수학적 창

의성 관련 연구들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 작은

창의성 수준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었고,

일부 연구들은 미니 창의성까지 창의성의 범주

로 포함시켜 보고 있었다. 작은 창의성은 특정한

사회적 맥락의 좁은 범위에서 결정되는 반면, 큰

창의성은 아주 큰 사회와 같이 보다 넓은 사회

적 맥락에서 결정될 뿐, 질적인 측면에서 이 둘

은 다르지 않다(Richards, 2001). 이러한 점에서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연구가 다루어

야 할 창의성의 수준이 작은 창의성에 집중된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하지만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인 작은 창의성을

넘어, 수업 상황 중 학생 개개인의 의미 있는 해

석과 지식의 구성 과정을 강조하는 미니 창의성

을 확인하고 계발하기 위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이는 이후의 발전적 수준인, 작은

창의성, 전문가적 수준의 창의성 교육을 위한 밑

거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수학적 창의성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 수학적

창의성을 정의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 어려운

작업이 수학적 창의성 연구의 기반이 됨을 부인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수학적 창의성을 바라보는

명확한 관점의 부재는 연구의 일관성과 타당성

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효과적인 수학적 창의성 교육에 실질적 기

반이 되는 연구는 어느 하나의 관점에 치우친

연구가 아닌 각 관점을 상호보완적으로 고려하

는 총체적 관점의 연구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가, 수학적 창의성을 주제로 하는 후속 연구

들이 수학적 창의성이 무엇인지에 관한 명확한

논의를 전제로 총체적인 관점에서 더욱 타당한

연구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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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tical Study on the Studies of Mathematical Creativity

in Korea: Focusing on the Essence of Mathematical Creativity

Ha, Su Hyun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Lee, Kwang Ho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ung, Chang Geun (Kwangju Keunbyul Elementary Schoo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research trends on 101 articles about mathematical

creativity published in domestic journals. The

analysis criteria are as follows: (1)What kind of

terms the articles use to refer to the creativity in

mathematics education, (2)Whether the researchers

conceptualize such the terms or not, (3)Whether

the definitions are domain-specific or not, (4)What

perspectives, categories and levels of the articles

have on creativ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e following. First, numerous articles used

‘mathematical creativity’ in order to point to the

creativity in mathematics education. Second, among

the 101 selected articles, 60 (59.4%) provided an

explicit definition of the mathematical creativity

and 19(18.8%) provided an implicit definition.

Among the 79 articles, only 43(54.4%) provided

domain-specific definitions. Second, the percentage

of articles preferring one perspective over the other

3 perspectives were similar. Third, the rate of

articles which focused on press(environment) of all

categories (person, process, product, press) was

low. Fourth, regarding the levels of creativity, most

articles were done on little-c creativity level, on

the other hand, the articles having an interest in

mini-creativity were very rare. Based on these

results, necessities of explicit and domestic-specific

definition, whole approach of mathematical

creativity, and articles focusing on the mini-

creativity level should be re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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