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國數學敎育學會誌 시리즈 C <初等數學敎育> J. Korea Soc. Math. Ed. Ser. C:

http://dx.doi.org/10.7468/jksmec.2016.19.4.313 Education of Primary School Mathematics

2016. 10. 제 19권, 제 4호, 313-327 October. 2016, Vol. 19, No. 4, 313-327

313

초등 수학 영재의 창의성 향상을 위한

수 연산 게임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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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광 호 (한국교원대학교)

본 논문에서는 초등학교 영재 학생들의 수학적 창의성

신장을 위한 수 연산 게임과 수업 시안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영재 학생들의 수학적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창의적 문제 해결학습 모형을 토대로 기존의

게임을 활용하여 10차시의 수 연산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학생들에게 적용한 후 학생들의 수학적 창의성 변화

를 알아보고자 영재학급 학생 20명을 상대로 검사지를 통

한 단일-집단 사전-사후 검사 설계를 적용하였다. Leikin

의 평가 준거와 수학적 창의성 측정 방안을 적용하여 얻

은 결과 ,영재학생들의 수학적 창의성이 신장되었음을 확

인하였다.

I. 서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정보와 지식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동시에 많은 지식이 쓸모

가 없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보와 지식의 홍수 속에서

당면과제의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데 있어 창의성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영재학생 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이들의 창의성을 키워주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

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창의성을 길러주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시․도 교육청부설 영재교육원과 영

재학급 등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영재교

육 심화 학습 자료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학교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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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직접 활용 가능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

수학 영재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수학 내용들이

어떤 수학 교육적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영재수업에서

어떻게 실제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

흡한 편이다(김상미, 2009). 또 개발된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그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수학적 창의성을 얼

마나 향상시켜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더욱더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게임은 학생 스스로 참여하고 활동 할 수 있는 학

습매체로써, 학생의 흥미를 자극하고 참여도를 높이며,

오락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즐겁게 수학학습을 동참

하게 할 수 있는 도구이다. 또한, 인지적 조작활동을

통하여 지적 기능을 효율적으로 유지하며 창의력과 문

제해결력을 증진시킨다. 특히, 영재학생들의 학습활동

을 조장할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는 그들에게 제공되

는 학습프로그램이 그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남승인, 2003)으로, 게임은 영재학생들의 흥미와 호

기심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창의성을 길러주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게임을 적용하여 초등학교 수

준에 맞게 문제 상황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학생들에게 영재교육의 큰 목적인 창의성을 길러주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특히 수학적 창의성을 신장

하는데 주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초등 수학영재

학생들의 수학적 창의성 신장을 위한 수 연산 게임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함으로서, 학생들의 수학

적 창의성 신장의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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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수학영재의 창의적 문제해결 모델

[Fig. 1] MG-CPS Model

Ⅱ. 수학적 창의성의 측정

1. 수학적 창의성

수학적 창의성은 수학적 문제 상황을 다양하고, 유

연하고, 독창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수학적 창의성과 관련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수

학적 창의성의 하위요인 및 평가준거는 다음과 같다.

수학적 창의성의 하위요인과 관련하여 김홍원 외

(1996)는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으로 구분하였

고, 김부윤·이지성(2005)은 확산성, 논리성, 유창성, 유

연성, 독창성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남승인(2007)은

수학적 창의성 하위요인을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

교성, 민감성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공통적인

하위요인인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3가지를 수학적 창

의성 하위 요인으로 구성하고 평가하였다. 유창성은

해답 또는 해답을 구하기 위한 방법을 많이 만들어 내

는 능력이다. 올바른 반응의 수가 많을수록 유창성이

높다. 융통성은 문제 해결에서 서로 다른 사고 방법이

나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능력이다. 반응들을 유사한

반응 범주로 분류하고 서로 다른 범주의 수를 가지고

융통성의 점수를 결정할 수 있다. 독창성은 통찰력 있

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이다. 문제해결에서

사용한 전략의 수는 비슷하지만 다른 학생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전략을 이용하였다면 독창성

에 높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2. Mathematically Gifted Creative Problem

Solving(MG-CPS) 모델

창의적 문제해결 학습 모형은 김홍원 외(1996)에서

제시된 모형으로 Osborn-Parnes의 모델과 Polya의 문

제해결 모델을 조합하여 수학적 해결 상황과 연결 지

은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수학 창의적 문제 해결력은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 개념, 원리, 문제 해결 방법들

을 새롭게 관련지어 수학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신이

새롭게 지식, 개념, 원리, 문제 해결 방안을 창안하여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남홍숙․박

문환, 2012)

수학영재의 창의적 문제 해결(MG-CPS) 모델의 기

본 골격은 Polya의 문제 해결 단계에 따라 문제 이해,

해결 계획의 수립과 실행, 반성의 단계를 포함하지만

수학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전체적인 과정을 문제이

해 - 예비 수학적 활동 -자료 탐색 -수학적 검증 및

표현의 네 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문제해결의 단계를 각각 선정하였다. MG-CPS모델은

[그림 1]과 같다(이종희․김기연, 2007).

MG-CPS모델은 예비 수학적 활동과 자료 탐색,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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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검증과 표현의 단계를 제시함으로써 일반 CPS모

델의 절차와 구분되며 수학적 문제해결의 특성도 반영

하고 있다. 특히 수학적 검증과 더불어 언어적 표현이

추가된 것은 창의적 산출물이 타인과의 의사소통과 공

유를 통해 구체화되고 검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으로 학습자의 사고 안에서만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해

법이 아니라 타인이 이해할 수 있고 그 사회나 분야에

서 검증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학적 표현

을 비롯하여 다양한 발표 기법, 발표를 위한 소프트웨

어나 기타 자료, 기구 등을 활용하는 기술, 언어적 표

현 능력 등을 신장시키기 위함이다(남홍숙․박문환,

2012).

1단계 문제 인식의 단계에서 문제에 대해 학생이

충분이 이해하고 호기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2단

계에서는 다양한 문제 해결의 전략 및 아이디어를 내

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탐색이 이루어진다. 이를 활용

하여 3단계 문제 해결의 가설을 수립하고 4단계 가설

검증 및 확인을 한다. 가설 검증에서 있어 문제가 생

길 경우, 2단계 문제 해결 전략, 아이디어, 해법 탐색의

단계를 거치거나, 1단계 문제인식이 바르게 되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가설 검증이 거치면, 이를 토대로

결론의 수학적 정당화에 다다르게 된다. 정당화를 시

킬 때 새로운 해법을 위한 정보, 방법, 기술 등이 생긴

다면 다시 앞의 단계를 거친다. 자신이 생각해 낸 아

이디어를 피드백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이런

일련의 활동들은 학생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

떤 목표를 가지고 학습 하고 있는지 보다 명확하게 해

줄 뿐 아니라 이를 통한 창의성 발현이 산출물로 자연

스럽게 연결 지어진다.

3. Leikin(2009)의 수학적 창의성 측정

Leikin(2009)은 수학적 창의성을 측정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개방형 문항의 답으로 학생이 제시

한 각 반응에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의 세 범주의 가

치를 숫자로 부여한 뒤 이를 융합하여 나타내는 방법

으로 실험을 통해 창의적인 학생을 변별하는데 효과적

임을 보였다. 이 모델은 학생들의 성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유창성을 곱하기 전 단계

의 
  



× 점수가 302.1이라면 세 개의 다른 범

주에 대한 답이 모두 독창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으

며 최소한 세 가지 범주 이상 다섯 가지 범주 이하의

답을 제시하였고 총 답의 개수는 6개임을 알 수 있다.

이대현(2014)은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한 수학적 창의

성 측정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범주

의 내용을 산출하되, 수학적으로 새롭고 가치 있는 해

결책을 산출하는 것이 수학적으로 창의적이라는 견해

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유창성이 높을수

록 창의성 점수가 높은 경향이 있으나 단지 해결법의

수에 따라 점수가 높은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

며 새롭고 가치 있는 수학적 창의성의 특성을 나타낸

다고 하였다.

[표 1] Leikin(2009)의 수학적 창의성 측정 방법

[Table 1] Evaluation of Mathematical Creativity Model of Leikin(2009)

창의성 (n:적절한 해결의 수)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개인

또는

소그룹

1

= 10, 첫 번째 해결

= 10, 다른 그룹에 속하는

전략으로부터 나온 해결

= 1, 유사한 전략이지만

다른 표상을 사용

= 0.1, 같은 전략과 같은

표상을 사용

=10, 통찰력 있고, 관습적이지 않은 해결

=1, 모델에 근거하며, 부분적으로 관습적이지 않은 해결

=0.1, 알고리듬에 근거하며, 관습적인 해결

대그룹(

10명

이상)

=10 P<15%

=1 15%≤P<40%

=0.1 P≥40%

총합 n =
  



 =
  





창의성

점수
Cr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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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 방법

수 연산 게임을 주제로 한 영재프로그램을 개발하

기 위하여 수학영재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그램의 기본

방향과 준거를 설정한 후 이를 기초로 프로그램을 개

발하였다. 이어서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적용하였고

수학적 창의성을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의 요인별 분

석과 이론에 따라 종합 점수화 한 결과를 분석하기 위

하여 검사지를 통한 단일-집단 사전-사후 검사 설계

(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를 적용하여 검사

결과를 비교하였다.

점수 배정은 개방형 문항에 대한 응답 각각에 기반

하여 부여하는 방안으로 Leikin(2009)이 제시한 틀을

따랐는데 이는 단순히 요인별 점수의 합계를 도출하는

방법의 한계(김부윤․이지성, 2005)를 극복하여 의미

있는 점수를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를 적용

한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들의 응답을

분석하여 범주화 한 후 경향성과 빈도, 그리고 수학적

사고 요소를 종합한 채점기준을 마련하였다.

2. 연구 대상 및 절차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14

학년도에 선발된 D광역시 N초등학교 단위학교 영재학

급 5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프로그램의 개발, 적용,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문헌검토와 선행연구를 통해 수 연산 게임을

주제로 한 10차시의 지도계획을 개발하였다.

둘째, N초등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의 5학년 수학영

재학생 4명을 대상으로 각 차시의 주요 활동을 적용하

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수정하여 최종 프로그

램을 완성하여 이를 적용하였다.

수학적 창의성의 변화를 측정할 평가 문항의 선정,

적용, 분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첫째, 문헌검토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방형 문항

을 추출하였다.

둘째, N초등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의 5학년 수학영

재학생 1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3개의

문항을 선정하고 유형에 따라 범주화를 실시하였다.

셋째, 프로그램의 적용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 프로

그램이 끝나는 날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넷째, 범주화한 결과를 바탕으로 Leikin(2009)의 분

석틀에 적용할 채점기준을 정하여 점수를 구하였다.

3. 검사 도구 개발

가. 검사 문항

본 연구의 사전․사후 검사지는 선행연구에서 동형

검사임이 확인된 개방형 문항을 사용한 서정희(2013)

와 김효진(2014)의 검사도구를 재구성한 것으로 검사

지에 쓰인 세 문항의 내용과 평가 요소는 다음과 같다.

[표 2] 수학적 창의성 사전․사후 검사 문항 내용

[Table 2] Contents of Pretest-Posttest

문

항

내용
평가요소

사전검사 사후검사

1

주어진 두

수(4, 8) 간의

공통점을 찾기

주어진 두

수(3, 9) 간의

공통점을 찾기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2

주어진 규칙을

이용하여 계산

결과가 20인

식 만들기

주어진 규칙을

이용하여 계산

결과가 30인

식 만들기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3

정사각형 종이

배열할 때

규칙 찾기

(책상모양

배열)

정사각형 종이

배열할 때

규칙 찾기

(정사각형

모양 배열)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나. 채점 기준

앞의 세 문항을 영재학생 20명에 투입하여 사전 검

사는 문항별로는 각각 121개, 223개, 52개의 응답을, 사

후검사의 문항별로는 각각 166개, 248개, 66개의 응답

을 확보하였다. Leikin(2009)의 분석틀에 따라 유창성

은 반응의 총 개수로, 독창성은 반응의 빈도에 따라

점수를 배정하였다. 융통성은 범주의 영역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점수의 배정이 달라지므로 응답들

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범주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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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표상

A

배수와

약수에

대한

전략

A1 ○의 배수이다

A2 ○의 약수이다

A3 약수와 배수의 관계

B

공배수

와

공약수

에 대한

전략

B1 공약(배)수가 ○이다

B2 최대공약수가 ○이다

B3 최소공배수가 ○이다

C

수의

유형에

따른

전략

C1 숫자

C2 자연수

C3 짝(홀)수

C4 자릿수(한 자리 수)

C5 수 범위(1～10 사이 수)

C6 두수에 같은 수를 연산했을 때 같은

성질이다

C7 어떤 수를 두 수로 연산했을 때 같은

성질이다.

D

수의

형태에

전략

D1 4, 8은 막힌 면이 존재 / 3, 9는

곡선이 존재

D2 한 붓 그리기 가능 여부

E

경험과

연관지

은 전략

E1 자신의 지식(동물의 다리 수/동양에서

좋아하는 수)

E2 생활용품(시계, 계산기)에 존재

1) 문항 1의 반응 범주화

사전검사는 4와 8의 공통점을 찾는 문항이고, 사후

검사는 3과 9의 공통점을 찾는 문항이다. 문제는 ‘다음

두 수의 공통점을 찾아 쓰시오.’라고 표현했지만 소수

의 학생은 검사지에 쓰여진 ‘숫자’의 위상적 차이에 따

른 한붓그리기 가능성을 찾아내기도 하였다. 이는 대

수적 ‘수’와는 다르지만 표상으로 분류하였다. 이 문항

에서 크게 5개의 전략에 18개의 표상이 나타났다. 이

중 배수와 약수에 대한 응답을 전략 A, 공배수와 공약

수에 대한 응답을 B, 수의 유형에 대한 응답을 C, 수

의 형태에 대한 응답을 D, 생활과 연관된 응답을 E로

하여 모두 다섯 개의 전략으로 나누었다. 또한 전략

안에서 응답 방법에 따라 표상을 나누었다.

[표 3] 문항 1의 전략과 그에 따른 표상

[Table 3] Strategy and Representation of Proble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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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표상

A

두 개의

수를

사용한

전략

A1 덧셈, 뺄셈을 사용한 경우

A2 곱셈, 나눗셈을 사용한 경우

B

세 개의

수를

사용한

전략

B1 덧셈, 뺄셈을 사용한 경우

B2 곱셈, 나눗셈을 사용한 경우

B3 혼합셈을 사용한 경우

C

네 개의

수를

사용한

전략

C1 덧셈, 뺄셈을 사용한 경우

C2 곱셈, 나눗셈을 사용한 경우

C3 혼합셈을 사용한 경우

D

다섯

개의

수를

사용한

전략

D1 덧셈, 뺄셈을 사용한 경우

D2 곱셈, 나눗셈을 사용한 경우

D3 혼합셈을 사용한 경우

E

여섯

개의

수를

사용한

전략

E1 덧셈, 뺄셈을 사용한 경우

표상없음

E2 곱셈, 나눗셈을 사용한 경우

E3 혼합셈을 사용한 경우

F

일곱

개의

수를

사용한

전략

F1 덧셈, 뺄셈을 사용한 경우

표상없음

F2 곱셈, 나눗셈을 사용한 경우

F3 혼합셈을 사용한 경우

E3 경험(친구가 살았던 아파트 층)

2) 문항 2의 반응 범주화

사전검사는 수를 10개 제공 한 후 이 수의 전체 또

는 일부와 수학 기호를 사용하여 20을 만드는 문항이

고, 사후검사는 사전 검사와 같게 수를 10개 준 후 30

을 만드는 문항이다.

이 문항에서는 사용한 수의 개수에 따라 전략을 분

류하였다. 두 개의 수를 사용한 전략을 A, 세 개의 수

를 사용한 전략을 B와 같이 하여 일곱 개의 수를 사용

한 경우까지 모두 7개의 전략으로 나누었는데 대부분

A부터 C까지에 분포하였다. 또한 전략 안에서 사용한

수학 기호에 따라 표상을 나누었다.

[표 4] 문항 2의 전략과 그에 따른 표상

[Table 4] Strategy and Representation of Proble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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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표상

A

만들어지는

도형의 한

변의 길이

변화를

이용한

전략

사전 A1 (세로 길이)×4

사후 A1 {(가로 길이)-1}×4

사전 A2 (가로 길이)×2

사후 A2 (가로 길이)×4-4

사전 A3
(가로 길이)=2×n+2

(세로 길이)=2×n-2

사후 A3
(가로 길이)×

(가로 길이)-n×n

B

전체

도형의

개수

변화를

이용한

전략

B1 전 단계와 변화 파악

B2 전체적 추세 파악

전략 표상

C

순서(n)를

이용한

전략

사전 C1 n×4

사전 C1 (n+1)×4

사전 C2 8+(n-1)×4

D

빈 곳의

모양에

집중한

전략

D1 빈 곳 도형 수를 세는 방법

D2 빈 곳 도형 수 변화를 세는 방법

E

다음

모양을

그린 후

직접 세는

전략

E1 직접 세는 전략

F

도형을

부분으로

분할하여

부분의

수를 세는

전략

F1 모서리와 변으로 분할 후 세기

F2 대칭도형의 반만 세고 두 배하기

F3 가로를 센 후 남은 세로를 세기

3) 문항 3의 반응 범주화

사전검사는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모양

의 종이가 책상 모양으로 늘어날 때 종이의 수에 대한

문항이고, 사후검사는 같은 종이가 가운데가 빈 정사

각형 모양으로 늘어날 때 종이의 수에 대한 문항이다.

이 문항에서는 수를 세는 방법에 따라 전략을 분류

하였다. 만들어지는 도형의 한 변(가로)의 길이 변화를

이용한 전략을 A, 전체 도형의 개수 변화를 이용한 전

략을 B, n번째와 같이 순서(n)의 변화에 집중한 전략

을 C, 빈 곳의 모양에 집중한 전략을 D, 예상 모양을

직접 그려 센 경우를 E, 도형을 부분으로 분할하여 부

분의 수를 센 전략을 F로 하여 모두 6개의 전략으로

나누었다. 또한 전략 안에서 사용한 표현 방법에 따라

표상을 나누었다.

[표 5] 문항 3의 전략과 그에 따른 표상

[Table 5] Strategy and Representation of Proble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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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1. 프로그램 개발

수 연산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게임을 각

각 2차시로 구성하였고 MG-CPS모델의 단계를 고려

하여 소주제로 빙고 게임, 연산 빙고 게임, 연산 오목

게임, 머긴스 게임, 나만의 수와 연산 게임을 선정하였

으며 이를 MG-CPS모델 단계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

발하였다.

1) 빙고게임(1～2 차시)

빙고게임에서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에

흔히 즐기는 빙고 게임의 수학적 이해에 관한 내용으

로 구성하였다. 빙고 게임에서 왜 가운데를 먼저 놓아

야 하는지, 가운데 다음에 놓을 수 있는 곳에는 어떤

곳들이 있는지, 그 수는 몇 개인지, n×n 빙고에서 n의

수가 바뀔 때 선점해야 하는 곳의 수는 어떻게 바뀌는

지에 대해 수학적으로 탐색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표 6] MG-CPS모델 단계에 따른 빙고게임 활동

[Table 6] Bingo Game using MG-CPS

MG-CP
S모델 단계

활동 내용

문제
인식

게임 방법 및 규칙에 대한 이해하기,
게임 목표 확인하기

문제
해결 전략
탐색

빙고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
생각하기

가설
수립

빙고 게임에서 선점해야 하는 위치와
그 수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가설
검증 및
확인

선점 중요도에 따라 위치를 나눠보기
빙고의 수가 달라진다면 선점해야 할

곳의 수 알아보기

결론의
수학적
정당화

선점해야 할 곳을 1, 2, 3지망으로 하
고 그 수의 변화 이야기하기, 빙고의 수
에 따른 선점해야 할 곳의 변화 찾기

언어적
표현

나의 빙고게임의 전략 이야기하기

2) 연산 빙고게임(3～4 차시)

연산 빙고게임에서는 빙고 게임을 수정한 것이다.

보통 칸의 수에 따라 1부터 칸의 개수까지 수를 써 넣

는 빙고가 아니라 1부터 100까지의 수 중에서 자신이

택하고 싶은 수를 원하는 위치에 써 넣을 수 있게 하

였다. 다만 연산 빙고 게임은 4개의 주사위를 던져 나

온 수를 사칙연산을 이용해 계산한 결과 값으로 빙고

게임을 하게 하였다. 한 번 던져 나온 수를 이용해 여

러 개의 숫자도 색칠하였다.

네 수를 연산해 가장 잘 나오는 수가 무엇일지 주

사위를 직접 던져 나온 수들의 연산을 통해 나온 값을

통계로 나타내보고 여러 가지 연산의 경우의 수에 반

드시 나오는 수들을 탐색해보도록 하였다.

[표 7] MG-CPS모델 단계에 따른 연산 빙고게임 활동

[Table 7] Operation-Bingo Game using MG-CPS

MG-CPS
모델 단계

활동 내용

문제 인식
게임 방법 및 규칙에 대한 이해하기, 게
임 목표 확인하기

문제 해결
전략 탐색

연산 빙고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
법 생각하기

가설 수립
연산 빙고 게임에서 선점해야 하는 위
치에 놓아야 할 수는 무엇인가?

가설 검증
및 확인

모둠에서 네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져
나온 수를 적어 다양한 연산을 통해 나
오는 수 표시하기

결론의
수학적
정당화

여러 가지 경우에서 연산을 통해 반드
시 나오는 수 찾아보기

언어적
표현

나의 연산 빙고게임의 전략 이야기하기

3) 연산 오목게임(5～6 차시)

연산 오목게임에서는 1부터 100까지의 수 중에서

어떤 수들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가에 대한 수학적

탐색을 하도록 하였다. 오목은 여러 경우의 수 중 가

장 최선의 수를 두는 것이 중요하므로 자신이 가진 수

들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값들 중 중 최선의 수에

대해 탐색해보도록 하였다. 연산을 통해 얻기 힘든 수

에 대한 탐색을 함으로써 어떤 수를 선택하는 것이 좋

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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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CPS
모델 단계

활동 내용

문제 인식
게임 방법 및 규칙에 대한 이해하기,
게임 목표 확인하기

문제 해결
전략 탐색

연산 오목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
법 생각하기

가설 수립
연산 빙고 게임과 비교하여 연산 오목
게임에서 선점해야 하는 위치는 어떻
게 달라지는가?(최선의 수 확인하기)

가설 검증
및 확인

오목판에서 나오기 힘든 수와 그 위치
확인하기

결론의
수학적
정당화

연산 오목과 그 경우의 수 알아보기

언어적
표현

나의 연산 오목 게임 전략 이야기하기

[표 8] MG-CPS모델에 따른 연산 오목게임 활동

[Table 8] Operation-Gomoku Game using MG-CPS

4) 머긴스 게임(7～8 차시)

앞의 게임에서 얻은 승리 전략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게임으로서 학생 각각의 전략을 머긴스 게임에

적용해보고, 게임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가설을 수립한

후 게임의 결과로 검증하고 정당화하도록 하였다.

[표 9] MG-CPS모델에 따른 머긴스 게임 활동

[Table 9] Muggins Game using MG-CPS

MG-CPS
모델 단계

활동 내용

문제 인식
게임 방법 및 규칙에 대한 이해하기,
게임 목표 확인하기

문제 해결
전략 탐색

연산 빙고 게임, 연산 오목 게임에서
얻은 승리 전략 중 활용하기에 좋은
방법 생각하기

가설 수립 최선의 수는 무엇일까?

가설 검증
및 확인

다양한 수게임을 하면서 얻은 다양한
자료를 이용한 나만의 검증

결론의
수학적
정당화

나의 머긴스 게임 전략 이야기하기

언어적
표현

나의 머긴스 게임 전략 이야기하기

5) 나만의 수와 연산 게임 만들기(9～10차시)

빙고 게임, 연산 빙고 게임, 연산 오목 게임, 머긴스

게임까지 수 연산 게임을 즐기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

한 것을 바탕으로 나만의 수와 연산 게임 만들기를 하

도록 하였다. 연산 빙고 게임, 연산 오목 게임, 머긴스

게임을 하면서 좋았던 점, 바꾸었으면 하는 점에 대해

생각해 자신이 만든 게임은 어떤 게임이 되면 좋을지

에 대해 생각하도록 하였다. 자신의 게임이 이전 게임

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밝히도록 하였다.

[표 10] MG-CPS모델에 따른 연산 게임 만들기 활동

[Table 10] Making Operation Game using MG-CPS

MG-CPS
모델 단계

활동 내용

문제 인식 나의 수 연산 게임 만들기 방법 알기

문제 해결
전략 탐색

연산 빙고 게임, 연산 오목 게임, 머긴
스 게임을 하면서 좋았던 점, 바꾸었으
면 하는 점에 대해 생각하기

가설 수립
어떤 규칙을 적용했을 때 보다 재미있
는 게임을 만들 수 있을까?

가설 검증
및 확인

새로운 규칙을 적용하여 만든 새로운
수게임이 더 재미있는 이유 알아보기

결론의
수학적
정당화

새로운 규칙을 적용하여 만든 새로운
수게임이 더 재미있는 이유 수학적 증
명하기

언어적
표현

나의 수와 연산 게임 발표하기

2. 프로그램 적용

1) 빙고게임

학생들은 흔히 즐기는 빙고 게임에 수학적 요소가

녹아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를 즐기고 있어 빙고 게

임 탐색을 통해 빙고 게임의 다양한 수학적 요소들을

찾아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빙고 게임에서 가운데 수를 먼

저 놓아야 게임에서 유리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 빙고 게임은 하나

의 셀이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구성 된다는 힌트에서

학생들은 가운데 셀은 가로, 세로, 대각선 2개가 모두

가 지나가므로 제일 먼저 놓아야한다 것을 파악하였다.

가운데 다음에 놓을 수 있는 곳에는 어떤 곳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학생들은 5×5 빙고의 경우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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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를 통과하는 대각선의 8개의 셀이라는 것을 조작을

통해 알았다. 그 다음에 놓을 수에 대해서는 5×5 빙고

에서 가장 먼저 놓아야할 셀 1개와, 다음 놓아야 할

셀 8개를 제외한 16개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

n×n 빙고에서 n의 수가 바뀔 때 선점해야 하는 곳

의 수는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학생들은 3×3 빙고부

터, 4×4 빙고, 5×5 빙고, …… 9×9 빙고까지를 직접 계

산하면서 선점해야 할 1순위, 2순위, 3순위에 대한 수

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학생들은 3×3 빙고, 5×5 빙고, 7×7 빙고와 같은 (홀

수)×(홀수) 빙고에서는 선점 1순위는 항상 1개, 2순위

는 2×(n-1)개, 3순위는 (n-1)×(n-1)개임을 다양한 방법

으로 예측하였다. 4×4 빙고, 6×6 빙고, 8×8 빙고와 같

은 (짝수)×(짝수) 빙고에서는 선점 1, 2순위만 존재하

며 각각 n×2개, n×(n-2)개를 가진다고 예측하였다.

2) 연산빙고게임

연산빙고게임을 학생들은 처음에는 어려워하였으나

활동이 진행됨에 따라 한 번 던져 나온 수를 이용해

여러 개의 숫자를 색칠하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다. 한

번에 여러 개를 색칠할 수 있는 방법을 묻자 ‘일단 모

두 더한 후 한 수 씩 돌아가며 빼 본다.’, ‘두 수를 곱

하고 다른 두 수를 모두 더했다가 모두 빼고, 다시 한

수씩 더하고 뺀다.’ 등 자신만의 방법을 다양하게 표현

하였다.

네 수를 계산해서 결과 값이 가장 잘 나오는 수가

무엇일지에 대한 질문에 처음에는 가운데인 50 근처의

수들이 가장 잘 나올 것이라 예상했으나 게임을 진행

하면서 10부터 20사이의 수들이 잘 나온다는 의견과, 1

부터 10사이의 수가 만들기 편하다는 의견으로 나뉘어

이야기하였다.

주사위를 직접 던져 나온 수들을 연산하여 통계적

으로 나타내보도록 안내하였다. 각 모둠별로의 통계를

종합하여 1부터 5사이의 값이 가장 얻기 쉽다는 잠정

적 결론을 내렸다. 같은 수(a)가 네 번 나올 경우 색칠

할 수 있는 수에 대해서 어떤 수일지라도 0, 1, 2, 3, a,

a±1, a±2, 2×a, 2×a±1이 반드시 나온다는 것도 도출하

였다.

3) 연산오목게임

연산 오목게임은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

행하였다. 특히, 이전 게임의 수 연산의 경험을 바탕으

로 자신감을 가지고 연산 오목 게임을 대하는 학생들

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학생들은 1부터 5사이의 수

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인지 오목의 첫 줄에

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떤 수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가에 대한 질문에 오목은 여러 경우의 수 중 가

장 최선의 수를 두는 것이 중요하므로 주사위를 굴려

얻는 수들을 계산해서 얻은 결과 중 최선의 수에 대해

탐색해보도록 하였다.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는 연산을

통해 얻기 힘든 수에 대한 탐색도 이루어져야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어떤 수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오목판에서 나오기

힘든 수와 그 위치를 확인하고 잘 나오는 수와, 보통

인 수, 잘 나오지 않는 수를 구분하여 가장 현명한 수

들을 선택하였다.

4) 머긴스 게임

수 연산 게임에서 얻은 승리 전략을 종합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게임으로서 머긴스 게임을 하였다.

학생들이 생각해 온 각각의 전략을 머긴스 게임에 적

용해보고, 게임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가설을 수립, 검

증, 확인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특히, 연산빙고게임

에서의 연산 결과 잘 나오는 수에 대한 전략과 연산오

목게임에서의 현명한 수 선택에 대한 전략을 주로 활

용했다.

5) 나만의 수와 연산 게임 만들기

네 개의 게임을 즐기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수 연산 게임 만들기를 하였다. 연

산 빙고 게임, 연산 오목 게임, 머긴스 게임을 하면서

좋았던 점, 바꾸었으면 하는 점에 대해 생각하여 자신

이 만든 게임은 어떤 게임이 되면 좋을지에 대해 생각

하여 내가 만든 게임에 대해 발표하였다. 게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전 게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어떤 전략들이 숨어있는지에 대해서도

발표하도록 하였다. 또한, 새로운 규칙을 적용하여 만

든 수게임이 더 재미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

였다.

Ⅴ.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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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창성

점수
비율 20명일 경우

=10 P<15%
응답 비율 1~2명,

10점

수 연산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한 결과에

따른 초등수학 영재학생들의 수학적 창의성 변화를 유

창성, 융통성, 독창성으로 나누어 Leikin(2009)이 제시

한 준거와 채점방법을 적용하여 각각 점수화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이어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의 종합 점

수로 학생의 수학적 창의성 점수를 산출하였다.

1. 유창성의 변화

유창성은 해답 또는 해답을 구하기 위한 방법을 많

이 만들어 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유창성은 올

바르게 제시한 답의 개수로 채점하여 각 문항의 점수

를 합한 값을 유창성 점수로 활용하였다.

사전검사에서 학생들은 13점～29점의 점수 분포를

보였으며, 전체 학생의 유창성의 총합 점수는 395점이

었다. 이 점수는 사전검사에서 학생들의 응답 총 개수

를 의미한다. 문항별로 보면 문항 1은 4～14점, 문항 2

는 5～19점, 문항 3은 1～4점의 분포를 보였다.

사후검사에서 학생들은 15～40점의 점수 분포를 보

였으며, 전체 학생의 사후 검사 유창성의 총합 점수는

482점이었다. 이 점수는 사후 검사에서 학생들의 응답

총 개수를 의미한다. 문항별로 보면 문항 1은 4～23점,

문항 2는 5～25점, 문항 3은 2～5점의 분포를 보였다.

사전 사후 검사에 따른 개인별 유창성 점수를 대응

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

한 차이가 있었다(t=-5.045, p<0.05). 이는 수 연산 게

임 프로그램의 적용이 초등 수학 영재학생의 창의성

중 유창성 향상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11] 연구 대상의 유창성 비교

[Table 11] Comparison of Fluency of Students

구분 N 평균 분산 t
유의확률

(p)

사전

유창성
20 19.75 17.987

-5.045 0.000
사후

유창성
20 24.1 50.305

2. 융통성의 변화

융통성은 문제 해결에서 서로 다른 사고 방법이나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능력으로 각각 선정한 범주의

해결을 얼마나 많이 생산했는가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리 선정한 범주에 따랐다.

사전검사에서의 학생별 융통성은 57.4～132.5점의

분포를 보였으며, 총점은 1782.6점이었다. 문항별로는

문항 1에서 22～58.1점, 문항 2에서 22.1～56.8점, 문항

3에서 10～31점의 분포를 보였다.

사후검사에서 학생별 융통성은 75.7～149.0점의 분

포를 보였으며, 총점은 2115.3점이었다. 문항별로는 문

항 1에서 22.0～60.8점, 문항 2에서 24.5～75.4점, 문항

3에서 20～50점의 분포를 보였다.

사전 사후 검사에 따른 개인별 융통성 점수를 대응

표본 t-검증을 실시하여 살펴 본 결과 유의수준 0.05에

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3.867, p<0.05) 따라서

수 연산 게임 프로그램의 적용이 영재학생의 융통성

향상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12] 연구 대상의 융통성 비교

[Table 12] Comparison of Flexibility of Students

구분 N 평균 분산 t

유의

확률

(p)

사전

융통성
20 89.13 287.435

-3.867 0.001
사후

융통성
20 105.765 356.279

3. 독창성의 변화

독창성은 제시된 답이 얼마나 관습적이지 않은지

또는 얼마나 희귀한가에 따라 점수가 차등 부여된다.

Leikin(2009)이 제시한 10명 이상의 집단에서의 독창성

부여 방안을 적용하여 다음 기준을 마련하였다.

[표 13] 독창성 점수 배정 기준 (n=20)

[Table 13] Criterion of Originality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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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P<40%
응답 비율 3~7명,

1점

=0.1 P≥40%
응답 비율 8~20명,

0.1점

=10, 통찰력 있고, 관습적이지 않은 해결

=1, 모델에 근거하며, 부분적으로 관습적이지

않은 해결

=0.1, 알고리듬에 근거하며, 관습적인 해결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p)

사전

유창성
20 786.809 1914315

-3.554 0.002
사후

유창성
20 1743.664 4424242

1번 학생의 경우 사전 검사 때, 세 개의 문항에서

보인 21개의 반응 중에서 높은 수준의 독창성(=10)

이 1개, 보통 수준의 독창성이(=1) 3개, 낮은 수준

의 독창성(=0.1)이 17개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후 검사 때, 1번 학생이 세 개의 문항에서 보인

25개의 반응 중에서 높은 수준의 독창성(=10)이 2

개, 보통수준의 독창성이(=1) 7개, 낮은 수준의 독

창성(=0.1)이 16개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14] 연구 대상의 독창성 비교

[Table 14] Comparison of Originality of Students

사전

검사

높은 수준

(=10)

보통 수준

(=1)

낮은 수준

(=0.1)

사후

검사

높은 수준

(=10)

보통 수준

(=1)

낮은 수준

(=0.1)

4. 수학적 창의성 점수

사전 검사의 수학적 창의성 점수의 분포는 40.3～

5017.5점이었으며 사전 검사의 수학적 창의성 점수 합

계는 15736.2점이었다.

사후검사의 수학적 창의성 점수의 분포는 123.4～

7914.7점이었으며 사후 검사의 최종 창의성 점수 합계

는 34873.3점이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된 학생 20명의 사전 검사

와 사후검사의 최종 창의력 점수에 대해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여 수학 창의성에 대해 살펴 본 결과 유

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3.554,

p<0.05)

따라서 수 연산 게임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초

등 수학영재학생의 수학적 창의성 향상에 유의미한 결

과를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15] 연구 대상의 최종 창의성 점수 비교

[Table 15] Comparison of Total Creativity Scores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

다.수 연산 게임을 주제로 하여 수학영재의 창의적 문

제해결(MG-CPS)모델에 근거한 게임 프로그램은 초등

수학 영재학생들의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의 신장에

있어 모두 효과적이었다. Leikin(2009)의 수학적 창의

성 측정 방안에 따라 범주화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

학적 창의성을 평가한 결과는 종합적으로 수학적 창의

성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

게임은 수학 교육에서 유용하다. 목적에 따라 게임

규칙을 다양하게 바꾸고 새로운 게임을 고안하는 과정,

이기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촉진하고 다양한 수학적 지식과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등 고차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게임의 특징 중 하나는 게임이 끝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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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의 결과가 항상 같지 않고 다양하다는 점이다. 수학

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게임을 수행한 후 결과

에 따라 참여자들은 자신의 전략에 대한 회상과 검증

의 기회를 갖게 된다. 이를 통하여 메타-인지적 사고

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성공 또는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수

정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은 단순한 게임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수학적 요인을 부각함으로써 학생들의 수학적 창의성

을 자극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게임은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게임으로 다른 영재학생들에게도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하는 놀이나 게임 등

을 변형하고, 그 속에서 수학적인 요소들을 부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한다면 많은 영재교육 프로그

램을 개발할 수 있다.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어려운 것

만을 이용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탈피하여 주변에서 쉽

게 접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와 유사한 많

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영재학생들에게 적용해 볼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Leikin(2009)의 모델을 사용하여 계

량적 방법으로 창의성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는데 창

의성의 요소와 측정은 이밖에도 다양한 방법과 연구결

과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변수의 통제를 위한 실험집단의 통

제에 대한 부분 역시 앞으로 더욱 보완될 필요가 있으

며 정교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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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number-operation games and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games on mathematical creativity of gifted elementary students. We set up the basic direction and 
standard of mathematical gifted creativity program and developed the 10 periods games based on the 
mathematically gifted creative problem solving(MG-CPS) model. And, to find out the change of students' 
creativity, the test based on the developed program and 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was conducted 
on 20 gifted students. Analysis of data using Leikin's evaluation model of mathematical creativity with 
Leikin's scoring and categorization frame revealed that gifted students's creativity is improved via the 
number-operation games.

ZDM Classification : D43

2000 Mathematics Subject Classification : 97D40

Key Words : number-operation game, elementary gifted stud

ent, creativity, Leikin's model

✝ Corresponding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