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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수학적 창의성은 수학의 본질이며, 수학교육의 본질적인 목표, 내

용, 방법이다. 하지만 수학적 창의성 연구에서 일반 학생들과 관련

된 수학적 창의성의 의미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

족하고, 수학적 창의성 연구 분야 내에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관련된 연구가 적다. 또한 수학 교사들이 창의적인 수업에 대해

배우고 그것을 실현해 볼 기회가 적고, 창의적인 수업 자료도 부

족하며, 교과서 과제들은 학생들이 단순 암기나 절차적 지식을 사

용하는 낮은 수준의 인지적 노력만으로 해결 가능한 과제들이 대

부분이다.

한편 비형식적인 지식은 창의성과 관련이 있고, 비형식적 지식을

활용하는 것은 동기부여 측면과 개념적인 측면에서 생산적이기 때

문에 비형식적 지식을 수학 교수・학습을 위한 기초로써 사용하여

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수

학에서는 여전히 형식적 지식만을 강조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 과제를 다중해법과제로 변형하여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했을 때 학생들의 창의성을 함양

시킬 수 있는지와 학생들의 비형식적 지식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

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제시한 다중해

법을 통해 학생들의 풀이 순서와 창의성이 관련이 있는지, 다중해

법과제의 풀이에 나타난 유연성과 시각적 표현에 따라 학생들을

유형화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중해법에 드러난 창의성과 비형식

적 지식의 양상은 어떻게 되는지를 연구 문제로 삼았다.

학생들이 제시한 다중해법 순서를 분석한 결과 학생들은 첫 번째

와 두 번째 해법으로 쉽게 생각해낼 수 있고, 익숙하며,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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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결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수학적으로 의미 있

고, 희소성을 지녔으며, 유용성을 지닌 창의적인 해법은 대부분 학

생의 마지막 해법들이었다. 다양한 해법을 산출하기 위해 학생들

은 인지적 노력을 기울여 탐구하였고, 그 결과 여러 가지 창의적

인 해법이 산출되었다. 이를 통해 다중해법과제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을 함양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학생들의 해법에서 유연성과 시각적 표현을 분석하였고, 유연성

과 시각적 표현에 따라 학생들을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

룹별로 풀이 순서와 풀이 해법의 편중도, 선호하는 해법의 유형이

달랐으며, 문항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그룹별로 창의성을 분석한 결과 그룹1은 모든 문제에 대해 적극

적으로 탐구하였으며, 유창성과 유연성, 독창성, 정교성이 드러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표현 면에서도 기호적 표현뿐만

아니라 시각적 표현도 두루 사용하였다. 그룹2는 유창성과 유연성,

정교성이 드러나는 해법을 잘 제시하였지만, 독창성 측면에서는

그룹1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그룹3은 문제 해결 수준에서 형식적

인 지식을 활용하여 해를 구하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각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하였다. 그룹4는 전반적으로 함수를 이용한 해법

을 제시하는 데는 어려움을 보였지만 대안으로 산술적인 해법을

시도한 경우가 많았다. 이때의 해법은 유연성과 독창성, 정교성의

측면에서 나머지 그룹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비형식적 지식의 활용과 관련하여서 그룹1은 초반의 해법으로 주

로 형식적 지식을 활용한 해법을 제시하였으며, 추가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서 비형식적 지식을 활용하였는데, 이때의 비형식적 지

식은 창의성과 관련이 있었다. 그룹2와 그룹3은 비형식적 지식보

다는 형식적 지식 위주의 해법을 제시하였으며, 그룹4는 형식적

지식에 어려움을 드러낸 경우가 많았지만, 대안적인 해법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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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다양한 비형식적 지식을 활용하였다.

다중해법과제를 통해 학생들에게 학습 기회와 탐구 기회, 다양한

표현을 사용할 기회 그리고 창의성을 발현하고, 비형식적 지식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주요어 : 다중해법과제, 수학적 창의성, 비형식적 지식, 풀이 순서,

시각적 표현

학 번 : 2016-21563





- v -

목 차

국문초록 ······························································································· ⅰ

목차 ······································································································· ⅴ

표 목차 ································································································· ⅶ

그림 목차 ····························································································· ⅸ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문제 ···················································································· 4

Ⅱ. 문헌 분석 ····································································· 5

1. 다중해법과제 ············································································· 5

2. 수학적 창의성 ··········································································· 7

3. 비형식적 지식 ········································································· 11

Ⅲ. 연구 방법 ··································································· 13

1. 사례 연구 ················································································· 13

2. 연구 대상 및 연구 진행 절차 ············································ 14

3. 과제 및 수업 설계 ································································· 15

4.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 17

Ⅳ. 연구 결과 ··································································· 20

1. 다중해법과제의 풀이 순서와 창의성 ······························· 20

2. 유연성, 시각적 표현에 따른 학생 유형화 ······················ 30

2.1 유연성 ·························································································· 30



- vi -

2.2 시각적 표현 ················································································ 34

2.3 학생 유형화 ················································································ 38

3. 수학적 창의성과 비형식적 지식 ········································ 59

3.1 수학적 창의성 ············································································ 59

3.2 비형식적 지식 ············································································ 76

Ⅴ. 요약 및 결론 ····························································· 83

1. 요약 ···························································································· 83

2. 논의 및 결론 ··········································································· 87

참고문헌 ··············································································· 95

<부록> 활동지 ································································ 103

Abstract ············································································ 111



- vii -

표 목 차

<표 Ⅱ-1> 과제의 분류·········································································· 6

<표 Ⅲ-1> 연구 절차············································································ 14

<표 Ⅳ-1> 문제6의 해법······································································ 20

<표 Ⅳ-2> 문제6의 풀이 순서····························································· 21

<표 Ⅳ-3> 문제6의 풀이 순서와 해법 유형 비율····························· 22

<표 Ⅳ-4> 문제6의 풀이 순서와 해법 범주 비율····························· 24

<표 Ⅳ-5> 문제8의 해법······································································ 25

<표 Ⅳ-6> 문제8의 풀이 순서····························································· 26

<표 Ⅳ-7> 문제8의 풀이 순서와 해법 유형 비율····························· 27

<표 Ⅳ-8> 문제8의 풀이 순서와 해법 범주 비율····························· 28

<표 Ⅳ-9> 유연성 분석········································································ 31

<표 Ⅳ-10> S22의 문제6, 문제8의 해법············································ 33

<표 Ⅳ-11> S8의 문제6, 문제8의 해법·············································· 34

<표 Ⅳ-12> 문제8의 시각적 표현을 이용한 해법····························· 35

<표 Ⅳ-13> 유연성, 시각적 표현에 따른 학생 유형························ 38

<표 Ⅳ-14> 문제6, 문제8의 그룹별 해법 개수와 정교성 비율······· 39

<표 Ⅳ-15> 그룹1의 문제6의 풀이 순서와 해법 유형 비율············ 40

<표 Ⅳ-16> 그룹1의 문제6의 풀이 순서와 해법 범주 비율············ 41

<표 Ⅳ-17> 그룹2의 문제6의 풀이 순서와 해법 유형 비율············ 42

<표 Ⅳ-18> 그룹2의 문제6의 풀이 순서와 해법 범주 비율············ 43

<표 Ⅳ-19> 그룹3의 문제6의 풀이 순서와 해법 유형 비율············ 43

<표 Ⅳ-20> 그룹3의 문제6의 풀이 순서와 해법 범주 비율············ 44

<표 Ⅳ-21> 그룹4의 문제6의 풀이 순서와 해법 유형 비율············ 45

<표 Ⅳ-22> 그룹4의 문제6의 풀이 순서와 해법 범주 비율············ 46

<표 Ⅳ-23> 문제6의 첫 번째, 두 번째 해법의 수를 합친 비율····· 47



- viii -

<표 Ⅳ-24> 문제6의 해법 유형 선호도·············································· 48

<표 Ⅳ-25> 문제6의 해법 범주 선호도·············································· 49

<표 Ⅳ-26> 그룹1의 문제8의 풀이 순서와 해법 유형 비율············ 51

<표 Ⅳ-27> 그룹1의 문제8의 풀이 순서와 해법 범주 비율············ 52

<표 Ⅳ-28> 그룹2의 문제8의 풀이 순서와 해법 유형 비율············ 53

<표 Ⅳ-29> 그룹2의 문제8의 풀이 순서와 해법 범주 비율············ 53

<표 Ⅳ-30> 그룹3의 문제8의 풀이 순서와 해법 유형 비율············ 54

<표 Ⅳ-31> 그룹3의 문제8의 풀이 순서와 해법 범주 비율············ 55

<표 Ⅳ-32> 그룹4의 문제8의 풀이 순서와 해법 유형 비율············ 55

<표 Ⅳ-33> 그룹4의 문제8의 풀이 순서와 해법 범주 비율············ 56

<표 Ⅳ-34> 문제8의 첫 번째, 두 번째 해법의 수를 합친 비율····· 57

<표 Ⅳ-35> 문제8의 해법 유형 선호도·············································· 57

<표 Ⅳ-36> 문제8의 해법 범주 선호도·············································· 58

<표 Ⅳ-37> S13의 문제7의 해법························································ 61

<표 Ⅳ-38> S20의 문제8의 해법························································ 62

<표 Ⅳ-39> S7의 문제8의 해법·························································· 66

<표 Ⅳ-40> S19의 문제5의 해법························································ 69

<표 Ⅳ-41> S24의 문제6의 해법························································ 70

<표 Ⅳ-42> S8의 예제1의 해법·························································· 71

<표 Ⅳ-43> S8의 문제5의 해법·························································· 71

<표 Ⅳ-44> S13의 문제3의 해법························································ 76

<표 Ⅳ-45> S23의 문제1의 해법························································ 79



- ix -

그 림 목 차

[그림 Ⅲ-1] 활동지 과제 예시1 ························································ 15

[그림 Ⅲ-2] 활동지 과제 예시2 ························································ 16

[그림 Ⅲ-3] 문제6 ················································································ 17

[그림 Ⅲ-4] 문제8 ················································································ 17

[그림 Ⅳ-1] S12의 문제6의 해법 ····················································· 23

[그림 Ⅳ-2] S8의 문제8의 해법 ······················································· 29

[그림 Ⅳ-3] S22의 문제6, 문제8의 해법 ········································ 32

[그림 Ⅳ-4] S8의 문제6, 문제8의 해법 ·········································· 33

[그림 Ⅳ-5] S20, S22의 시각적 표현 ·············································· 36

[그림 Ⅳ-6] S7이 활동지에 작성한 시각적 표현 ························· 36

[그림 Ⅳ-7] S7이 발표할 때 사용한 시각적 표현 ······················· 36

[그림 Ⅳ-8] S13의 시각적 표현 ······················································· 37

[그림 Ⅳ-9] S3의 문제6의 해법 ······················································· 50

[그림 Ⅳ-10] S13의 문제7의 해법 ··················································· 60

[그림 Ⅳ-11] S20의 문제8의 해법 ··················································· 61

[그림 Ⅳ-12] S20의 예제1의 해법 ··················································· 63

[그림 Ⅳ-13] Double Number-line ·················································· 64

[그림 Ⅳ-14] S20의 표현 ··································································· 64

[그림 Ⅳ-15] S7이 활동지에 작성한 문제8의 해법 ····················· 65

[그림 Ⅳ-16] S7이 발표할 때 작성한 문제8의 해법 ··················· 65

[그림 Ⅳ-17] S20의 예제1의 해법 ··················································· 67

[그림 Ⅳ-18] S7의 예제2의 해법 ····················································· 68

[그림 Ⅳ-19] S19의 문제5의 해법 ··················································· 69

[그림 Ⅳ-20] S24의 문제6의 해법 ··················································· 69



- x -

[그림 Ⅳ-21] S8의 예제1의 해법 ····················································· 70

[그림 Ⅳ-22] S8의 문제5의 해법 ····················································· 71

[그림 Ⅳ-23] S8의 시각적 표현 ······················································· 72

[그림 Ⅳ-24] S8의 시각적 표현2 ····················································· 72

[그림 Ⅳ-25] S1의 예제1의 해법 ····················································· 73

[그림 Ⅳ-26] S1의 문제6의 해법 ····················································· 74

[그림 Ⅳ-27] S10의 문제6의 해법 ··················································· 74

[그림 Ⅳ-28] S1의 언어적 표현 ······················································· 75

[그림 Ⅳ-29] S14의 언어적 표현 ····················································· 75

[그림 Ⅳ-30] S13의 문제3의 해법 ··················································· 76

[그림 Ⅳ-31] S20의 예제1의 해법 ··················································· 78

[그림 Ⅳ-32] S23의 문제1의 해법 ··················································· 78

[그림 Ⅳ-33] S18의 문제1의 해법 ··················································· 80

[그림 Ⅳ-34] S1, S2의 비형식적 지식 ············································ 81

[그림 Ⅳ-35] S12의 비형식적 지식 ················································· 81



- 1 -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수학적 창의성은 수학의 본질(Mann, 2006)이며, 수학교육의 본질적인

목표, 내용, 방법(Leikin, 2009; 이경화, 2015)이기 때문에 수학교육 연구

자, 교육과정 개발자, 교사 모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는 주제이다.

하지만 수학적 창의성 연구는 주로 수학자들과 수학영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과 관련된 수학적 창의성의 의미와 구

체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김도한 외, 2010; 이경

화, 2015; 조연순 외, 2011). 또한 수학적 창의성 연구 분야 내에서는 교

육과정과 교과서에 관련된 수학적 창의성 연구가 저조하므로, 학교교육

측면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되어 왔다(최병훈, 방정숙, 2012).

교사 측면에서는 수학 교사들이 창의적인 수업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

을 알고 있지만, 창의적인 수업에 대해 배우고 그것을 실현해 볼 기회가

적고,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수업 자료가 부족하다(김도한

외, 2010; 이경화, 2015). 또한 창의적인 수업에 사용되는 도구는 특별한

재료이거나 일회성에 그치는 도구가 많기 때문에 일반 수업에서 수학적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는 수업을 지속해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 결과 수학적 창의성을 함양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수학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 그리고 방법은 수학적 창의성과 동떨어진 경

우가 있으며(이경화, 2015), 교사가 창의적 행동으로서 가치를 두는 것이

실제로는 창의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Beghetto & Kaufman, 2014).

과제를 선택하고 사용하는 것은 수학을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데 핵심적

이며, 과제의 특성에 따라 학습의 성격이 달라진다(Sullivan, Clarke, &

Clarke, 2016). 우리나라 교사들은 과제를 선택하고 사용할 때 교과서에

대한 의존도와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김민혁, 2013), 교과서의 과제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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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우 중요하지만 교과서 과제들은 학생들이 단순 암기나 절차적 지식

을 사용하는 낮은 수준의 인지적 노력만으로 해결 가능한 과제들이 대부

분이다(김미희, 김구연, 2013). 높은 수준의 인지적 노력을 요구하는 과제

일지라도 정형화되고 유형화됨으로써 결국은 절차적 지식을 통해 해결

가능한 과제로 변모하기도 한다. 백동현, 이경화(2017)는 학생들의 다중

해법을 분석한 연구에서 학생들이 처음에 제시한 해법은 쉽게 생각해낼

수 있고, 알고리즘에 의해 해결한 해법이지만, 나중에 제시한 해법은 창

의적인 해법임을 밝혔는데, 이는 다중해법과제를 통해 교과서 과제의 한

계를 극복하고, 다중해법과제가 수학적 창의성을 함양을 위한 수업 도구

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Ervynck(1991)은 수학적 창조(mathematical creation)를 위해 수학적 이

해, 직관, 통찰력을 강조하였다. 비형식적 지식은 직관과 깊은 관련이 있

고(Resnick, 1989; 백선수, 2004), 비형식적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

할 때 창의적인 해법을 산출하였다는 선행 연구(Baek, 1998; Resnick,

1989)를 통해 비형식적 지식과 창의성이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비형식적 지식을 활용하는 것은 동기부여 측면과 개념적인 측면에서

생산적이기 때문에(Resnick, 1989) 비형식적 지식을 수학 교수・학습을
위한 기초로써 사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Baroody, 1987; Baroody & Coslick, 1998; 김진호, 2002; 백선수, 2004).

하지만 학교 수학에서 지나치게 형식적 지식을 강조하다 보니 학생들은

직관을 활용해 문제 해결하는 것을 피하게 되며(Resnick, 1989), 교사와

학생 모두 비형식적 지식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형식적 지식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낮게 평가하기도 한다. 기존의 비형식적

지식에 관한 많은 연구(예를 들어, Baroody, 1987; Baroody & Coslick,

1998; 김진호, 2002; 백선수, 2004; 장혜원, 2009 등)에서 연구 대상은 초

등학생이고, 비형식적 지식은 형식적 지식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서의 가치만 강조되기에 연구 대상을 확대하고, 비형식적 지식 그 자체

로서의 가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 과제를 다중해법과제로 변형하여 일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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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한 후 학생들이 제시한 해법을 창의성과

비형식적 지식 측면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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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논문에서는 교과서 과제를 다중해법과제

로 변형하여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했을 때 학생들의 창의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지와 학생들의 비형식적 지식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2.1 다중해법과제의 풀이 순서와 창의성은 관련이 있는가?

2.2 유연성과 시각적 표현에 따라 학생들을 유형화 할 수 있는가?

2.3 다중해법과제의 풀이에 드러난 창의성, 비형식적 지식의 양상은 어떠

한가?

본 연구는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일상적인 수업에서 교과서 과제를 활

용하여 학생들의 수학적 창의성을 분석한다는 점과 중학교 학생들의 비

형식적 지식을 분석한다는 점,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 수학적 창의성 수

업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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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 분석

1. 다중해법과제

수학적 창의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다양한 해결 방법이 있는 문제는 학생들의 수학적 창의성을 관찰

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도구가 된다(Leikin, 2009; Leikin & Lev, 2007;

이경화, 2015). 창의성을 측정하고, 함양하기 위한 과제 유형으로 개방형

과제의 유용성이 잘 알려져 있고, 사용되고 있다(예를 들어, Ervynck,

1991; Krutetskii, 1976; Leikin, 2009; Leikin & Lev, 2007; Silver, 1997).

개방형 과제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서로 의미 차이가 존재하는데

Pehkonen(1997)은 과제에서 출발 상황과 목표 상황이 닫혀 있는지, 열려

있는지를 가지고 과제의 유형을 분류하였다(<표 Ⅱ-1>). 출발 상황과

목표 상황이 둘 다 닫혀 있으면 닫힌 과제(closed problems)가 되고, 그

렇지 않은 경우 열린 과제(open problems)가 된다. 열린 과제는 상황에

따라 개방형 과제로도 일컬어지는데, 이때의 개방형 과제는 닫힌 과제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과제이다. 한편 열린 문제는 다시 출발 상황과 목표

상황이 열려 있고, 닫혀 있음에 따라 세분되는데, 출발 상황은 닫혀 있지

만, 목표 상황이 열려 있는 과제를 개방형 과제(open-ended problems)라

한다(<표 Ⅱ-1>). 개방형 과제(open-ended problems)에서 목표 상황의

개방성을 다시 두 가지 상황으로 세분할 수 있는데, 답은 하나지만 해결

과정이 여러 개 인 것과 답과 해결 과정 모두 여러 개인 것이다(백동현,

이경화, 2017). Leikin(2009)은 문제 안에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라는 조

건이 명시되어 있는 과제를 다중해법과제(multiple solution task, MST)

로 정의하였는데, 다중해법과제는 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고, 답을 도출하

는 과정은 다양한 과제이므로, 답은 하나이고, 해결 과정이 열려 있는 개

방형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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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상황

목표
상황

닫힘

(정해져 있음)
열림

닫힘

(정해져

있음)

닫힌 과제

(closed problem)

개방형 과제, 실생활 과제,

탐구, 과제 장1), 과제

변형

열림
실생활 과제,

과제 변형

실생활 과제, 과제 변형,

프로젝트, 문제 만들기

<표 Ⅱ-1> 과제의 분류(Pehkonen, 1997, p. 9)

선행 연구에서 다중해법과제는 창의성을 평가하기 위해(Leikin, 2009;

이대현, 2014 등), 창의성을 함양하기 위해(Levav-Waynberg & Leikin,

2012 등), 선호하는 문제 해결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이수은, 2014; 정경

근, 2011), 풀이 순서와 학생들의 창의성을 분석하기 위해(백동현, 이경

화, 2017) 등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다중해법과제를 통해 학생들은 의미 있는 수학적 활동과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수준의 수학적 능력을 갖춘 학생들이 능력에 따

라 다양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학적 의사소통과 토론을 가

능케 하므로(Levav-Waynberg & Leikin, 2012; Sullivan, Clark, &

Clark, 2016; 도종훈, 2007), 일반 학생들의 창의성을 함양하기 위한 과제

로서 적합하다.

1) Pehkonen(1997)은 서로 연결된 과제들의 묶음을 과제 장(problem field)으로 정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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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학적 창의성

수학적 창의성의 의미는 맥락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통합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Sriraman, 2005; 이경화, 2015), 대부분의 정의에

서 ‘유용성(usefulness)'과 ’참신함(novelty)’의 의미는 포함된다(Haylock,

1997; Sriraman, Haavold, & Lee, 2014). 수학적 창의성의 정의는 '새롭

고 유용한 수학적 지식이나 수학적 관점을 만들어내는 능력과 과정'이라

는 최소한의 정의에 여러 다른 관점들을 추가하여 논의하는 단계에 있다

(이경화, 2015).

창의성 분야에서 위대한 역사적인 업적을 절대적 창의성(absolute

creativity), 그에 미치지는 못하는 발견, 발명 등을 상대적 창의성

(relative creativity)으로 분류하고, Kaufman & Beghetto(2009)가 이를

더 세분하여 4가지 수준(Big-C, Pro-c, little-c, mini-c)으로 분류하였다.

수학적 창의성 분야에서도 학교 수학에서의 창의성과 전문 수학 분야에

서의 창의성을 구분하고, 학교 수학에서의 창의성에 관심을 두는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예를 들어, Silver, 1997; Sriraman & Liljedahl,

2006; Leikin, 2009). 학교 수학에서 영재 학생의 창의성에 대한 연구(예

를 들어, 이정연, 이경화, 2010; 박진형, 김동원, 2016 등)나 영재 학생과

일반 학생의 창의성 비교 연구(예를 들어, 김은혜, 박만구, 2011; 이강섭,

황동주, 2007) 그리고 일반 학생의 창의성(이경화, 문성재, 송밝음, 2018;

조연순 외, 2011 등)에 대한 연구가 있지만, 일반 학생 내에서 그룹을

세분화하여 창의성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Torrence(1974)는 유창성과 유연성, 독창성, 정교성을 창의성의 평가요

소로 두었다. 유창성이란 아이디어의 연속성, 연속된 흐름,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의 사용을 의미하고, 유연성은 사고의 전환, 다른 방법으로

의 접근, 다양한 해법을 산출하는 것을 뜻한다. 독창성은 독창적인 사고

와 독창적인 산출물을 의미하며, 정교성은 아이디어를 묘사하고, 정교화

하며, 일반화하는 것을 뜻한다. Torrence 이래로 이 4가지 평가요소는

발산형 과제를 도구로 하여 수학적 창의성을 평가할 때 사용된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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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Leikin(2009)은 개방형 과제를 이용한 창의성 평가를 할 때, 유창성

은 산출된 해법의 개수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유연성은 해법의 범주 개

수를 가지고 평가하며, 독창성은 해법의 상대적인 빈도를 가지고 평가하

였다. 그리고 각 영역에 대하여 점수를 부여한 후 창의성 점수를 정량화

하였다.

창의성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과정과 결과를 같이 평가하는 방법과 결과

만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 신희영, 고은성, 이경화(2007)는 관찰을 통해

평가 대상자의 태도와 문제해결능력, 수학적 인지능력, 특이사항을 평가

하였으며, 관찰평가가 수학적 창의성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였다.

결과만을 평가하는 방법은 하나의 해법 또는 산출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발산적 사고에 의해 산출된 다양한 해법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Besemer & Treffinger(1981)는 하나의 산출물을 새로움(novelty)

과 해결(resolution), 정교성(elaboration)과 종합(synthesis)의 범주로 평

가를 하였다. Ervynck(1991)은 하나의 해법이라도 직관과 통찰에 의한

것이면 가장 창의적인 해법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수학적 창의성을 평

가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발산형 과제를 제시하고, 유창성과 유연성,

독창성, 정교성을 분석하는 것이다(이경화, 2015). 예를 들어,

Haylock(1987, 1997)은 문제 해결(problem solving), 문제 만들기

(problem posing), 재정의하기(redefinition) 등을 통해 유연성과 독창성,

적절성을 평가하였고, Silver(1997)는 문제 해결, 문제 만들기를 통해 유

창성, 유연성, 독창성을 평가하였다.

창의성의 측정과 창의성의 함양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에 일반 수학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창의성 함양과 관

련된 요인을 분석해야 한다. 선행 연구를 통해 일반 수학 수업에서 창의

성 함양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써 과제 요인과 교사 요인, 그리고

환경 요인을 선정하였다.

Sullivan, Clark, & Clark(2016)과 Sheffield(2006)는 맥락이 풍부하고 흥

미로워서 다양한 수준의 학생이 다양한 방법으로 탐구하고, 성찰하며, 의

사소통 할 수 있는 과제를 창의성 함양을 위한 과제의 특성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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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을 함양하기 위한 과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형은 개방형 과

제 해결(Silver, 1997; Sheffield, 2006; 권오남 외, 2005; 도종훈, 2007; 박

만구, 2011 등)과 문제 만들기(Sheffield, 2009; Silver, 1997; 이대현,

2012; 이상원, 2004 등)이다. Silver(1997)에 따르면, 학생들은 개방형 과

제를 다양하게 해석하고, 여러 아이디어를 산출해내며, 다양한 해법을 찾

아내면서 유창성을,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한 후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

해보면서 유연성을, 여러 가지 해법을 검토한 후 이와는 다른 해법을 만

들어봄으로써 독창성을 계발시킬 수 있다. 문제 만들기에서도 학생들은

다양한 문제를 만들어 내고, 그 문제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유창성을,

“What-if-not?” 전략을 사용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

제를 만들기 때문에 유연성을, 여러 문제를 만든 후 이와는 다른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독창성을 계발시킬 수 있다. Sullivan, Clark, &

Clark(2016)은 서로 다른 수준의 학생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과제 해

결이 가능하고, 개념의 주요한 측면에 주목하도록 하며, 문제 맥락을 조

사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일반화하고, 연결성을 찾고, 대안을 모색할 기

회를 허용하는 것을 개방형 과제의 장점으로 꼽았다.

한편 창의성 함양을 위해서는 창의적 과제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교수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하며(이경화, 문성재, 송밝음, 2018), 모든 학

생의 창의적인 잠재성을 끌어내는 것이 교사의 역할 중 하나이기 때문에

(Treffinger, 1989, 1991), 교사 요인은 창의성 함양을 위한 중요 요인이

다. 교사 요인 중에서 교사의 발문에 대한 연구들(예를 들어, 조진우 외,

2016; 한정민, 박만구, 2010)에서는 교사의 발문이 학생들의 사고를 자극

할 수 있게 개방성과 생산성, 공유성을 지녀야 한다고 하였으며, 교사의

태도와 역할과 관련된 연구들(예를 들어, Esquivel, 1995; 김도한 외,

2010)에서는 교사가 인본주의적이고, 관계에 가치를 두며, 창의적 성격을

지녀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과제를

사용 또는 개발하고, 학생의 사고 과정과 활동에 중점을 둔 수업을 진행

해야 한다고 하였다. 수업 환경과 관련한 연구들(예를 들어, Esquivel,

1995; 김도한 외, 2010; 방정숙, 2001)에 따르면 학생들이 수학적으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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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고, 판단하고, 의사소통하고, 증명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활동 등이

강조되고, 장려될 수 있을 때 학생들의 수학적 창의성을 함양시킬 수 있

다. 그리고 이런 환경은 수업 환경이 개방적이고 민주적이며, 안전할 때

그리고 학생 주도의 수업일 때 조성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

은 연구 결과들을 염두에 두고 수업을 설계하고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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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형식적 지식

선행 연구에서 비형식적 지식의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했는데, Becker

& Selter(1996)는 학교 밖에서 획득한 능력과 지식, 그리고 직접적인 지

도 없이 학교에서 개발한 개념들을, Baroody & Coslick(1998)은 학교에

서 가르치는 형식적인 지식과 대비 시켜 일상의 경험에 기초한 구체적

지식을 비형식적 정의로 정의하였다. 또한 Mack(2001)은 실생활 경험을

통해 개인이 구성하고 적용한 지식, 또는 정황적인 지식을 비형식적 지

식으로 정의하였고, 백선수(2004)는 형식적인 지도를 받기 이전에 실생

활 경험으로부터 획득한 지식과 사전 지식, 스스로 발명한 지식을 비형

식적 지식으로 정의하였다. 이 정의들에서는 공통으로 학교에서 형식적

지식을 배우기 이전에 스스로 획득한 지식을 비형식적 지식으로 보았다.

하지만 학생들은 형식적 지식을 배운 이후에도 비형식적 지식을 사용하

기도 하고(Carpenter, et al., 1999), 형식적 지식을 이용한 해법을 제시한

후 추가로 비형식적 지식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해법을 산출하는 사례들

(예를 들어, Leikin & Lev 2007; 이경화, 2015)이 발견되기도 하므로, 비

형식적 지식의 정의를 학교에서 형식적 지식을 배우기 이전의 지식으로

한정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비형식적 지식이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은 지식으로서 학생 스스로 발견 또는 발명한 직관

적인 지식을 뜻한다.

비형식적 지식은 학생들에게 친숙하고, 의미가 있으며, 형식적인 지식만

을 강요하는 환경보다 덜 위협적이고, 덜 억압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Baroody & Coslick, 1998; Becker & Selter, 1996). 따라서 학생들은 비

형식적 지식이 허용된 환경에서 더 자유롭고, 다양한 탐구를 시도할 수

있으며,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만의 창의적인 해법을 산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Resnick(1989)의 연구에서 학생들은 비형식적 지식

을 활용하여 셈하기를 하였고, 스스로 발견하고 구성한 방법의 성공을

통해 동기 부여 되었으며, 수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수와 셈하

기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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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복잡한 개념을 이해할 때 연속적이고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초기의 이해로 빈번히 돌아가며 이를 통하여 지식을 재구성하기

때문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초기 이해 그리고 이와 관련된 비형식적 지

식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Mack, 2001). 교사들은 학생의 비형

식적 지식을 파악함으로써 학생들의 이해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오개

념을 교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형식적 지식으로의 연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Baroody & Coslick, 1998; Mack, 2001).

비형식적 지식이 창의성을 보장하지는 않지만(이경화, 2015), 직관과 통

찰에 의한 해법 중에는 창의적인 해법이 많이 있고, 비형식적 지식은 직

관적인 지식(Resnick, 1989; 백선수. 2004)이기 때문에 창의성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Ervynck(1991)의 연구에서 디오판토스 문제를 직관과

통찰을 가지고 해결한 것과 Leikin, Koichu, & Berman(2009)의 연구에

서 언어 논리적으로 해법을 제시한 것은 비형식적 지식을 이용한 창의적

인 해법이다. 또한 Baek(1998)의 연구에도 학생 스스로 비형식적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알고리즘을 계발한 사례가 있다.

한편 여러 선행 연구(Baroody & Coslick, 1998; Mack, 2001; 김진호,

2002; 백선수, 2004; 이경화, 2015)에 따르면 비형식적 지식만으로는 형식

적 지식의 학습을 보장하지 못하고, 개념이 확장되거나 상황이 일반화되

었을 때는 비형식적 지식의 한계가 드러난다. 학생들이 비형식적 지식에

고착되면 새로운 학습에 방해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한계는 학교 현

장에서 비형식적 지식이 형식적 지식에 밀려 외면 받는 이유 중 하나이

다.

비형식적 지식에 대한 대다수의 연구는 초등학생의 산술에 관한 연구로

한정되어 있으며(Mack, 2001), 그중 대부분의 연구(예를 들어, Mack,

2001; 백선수, 2004; 장혜원, 2009)에서 비형식적 지식은 산술에 대한 형

식적 지식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 혹은 교두보의 역할만 부각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형식적 지식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중학

교 1학년 함수 문제의 해법에 나타난 비형식적 지식의 특징과 양상에 주

목하며, 이를 창의성과 관련지어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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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사례 연구

사례 연구에서는 특정 사례를 깊이 있게 분석하여 연구한다. 현상의 특

징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밝히고, 사례가

속해있는 부류의 특징적 양상을 파악해내는 연구가 사례연구이다(우정호

외, 2006). 본 연구의 목적은 교과서 과제를 다중해법과제로 변형하여 일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했을 때 학생들의 창의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지와 학생들의 비형식적 지식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파

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례 연구 방법을 통하여 수업에서 일반 학생

들의 다중해법과제의 해결 과정과 다중해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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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및 연구 진행 절차

본 연구의 참여자는 이 연구를 설계하고, 진행하는 수학교육 연구자이

자 중학교에서 수학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현직 교사 1명과 중학교 1학

년 1학급 학생 24명이다.2) 학생들은 1학기에 함수의 기본 개념에 대해

배웠고, 함수의 활용 부분에 관한 수업은 12월에 이 연구와 함께 진행되

었다.

수학적 창의성을 드러내는 것과 사회적 상호작용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

에(Sriraman, 2004; Liljedahl, 2009) 학급 구성원을 모둠으로 편성하였고,

동질적 집단보다는 이질적 집단에서 수학적 창의성이 잘 드러나기에 모

둠은 이전 성적을 이용하여 이질적 집단으로 구성했다.

연구가 진행된 과정은 아래와 같다. 수업은 2017년 12월 12일부터 20일

까지 총 6차시로 진행이 되었고, 학생들이 1학기에 함수를 배웠으므로,

첫 차시는 함수 전반에 대해 복습을 하였다.

날짜 연구 내용

2017.09 ~ 2017.12 문헌 연구 및 과제 선정, 연구 대상자 선정

2017.12 ~ 2017.12 수업 진행

2017.12 ~ 2019.06 결과 정리 및 해석

<표 Ⅲ-1> 연구 절차

2) 교수실험은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 진행하였다(IRB
No. 1711/003-022).



- 15 -

3. 과제 및 수업 설계

과제는 교과서의 과제를 활용하되, 함수의 기본 개념을 복습하는 부분

을 제외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다른 풀이 방법으로 해결해보자’ 또는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구해보라’는 조건을 덧붙였다. 또한 정규 수업

에서는 해당 학년과 단원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내용과 수준, 범위

를 지키는 가운데 수학적 창의성을 추구해야 하므로(이경화, 2015,

p.254), 활동지의 초반에는 [그림 Ⅲ-1]과 같이 먼저 함수를 이용하여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과제를 설계하고, 수업을 진행하였으며(전사 자

료), 이후에는 학생들이 제시하는 다중해법에 초점을 맞추어 조건을 제

거하였다([그림 Ⅲ-2]).

[그림 Ⅲ-1] 활동지 과제 예시1

화자 전사
교사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좋은 방법

을 취하면 되는데, 먼저 우리가 함수를 배우니까 함수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도 자유롭게, 여러 아

이디어 내는 것처럼 생각해낼 수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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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활동지 과제 예시2

수업 설계와 관련하여서는 학생들이 과제를 해결할 때 다양한 해법을

생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학생들이 찾아낸 해법은 전

체 학생들에게 해법을 공유하며, 제시된 해법과 다른 해법은 추가로 발

표하게 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탐색할 수 있게 교

사는 칭찬과 격려를 수시로 하며, 발표한 학생들에게는 도장 판에 교사

의 도장을 찍어 동기를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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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을 위해 수업 전 과정 녹화 및 조별 녹음, 학

생 면담, 학생의 활동지 수집 등을 수행하였다. 수업 중 녹화, 녹음된 자

료는 전사되어 분석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녹화, 녹음된 자료 및 학생들의 활동지를 중심으로 이루

어졌다.

먼저 문제6([그림 Ⅲ-3])과 문제8([그림 Ⅲ-4])의 학생들의 해법을 풀이

순서대로 정리하여, 풀이 순서에 따른 해법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림 Ⅲ-3] 문제6

[그림 Ⅲ-4] 문제8

또한 문제6과 문제8의 해법에서 유연성과 시각적 표현을 분석하였고,

이에 따라 학생들을 유형화하였다. 이후 유형화된 그룹별로 문항별 해법

의 개수와 범주의 개수, 정교성 비율 그리고 풀이 순서에 따른 해법의

비율, 해법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정교성의 속성에는 일반화할 수

있는 능력(송상헌, 2006; 이정연, 이경화, 2010)과 표현의 정교화

(Besemer & Treffinger, 1981; 이정연, 이경화, 2010; 홍주연, 한인기,

2014)가 있지만, 이 연구에서 다루는 과제는 일반화와 관련이 없기 때문

에 표현의 정교화만 분석하였다. 즉, 구체화되고, 조직화되어 있으며, 완

성도가 높을 때 정교성이 있는 해법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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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 평가 요소 중 유연성을 고려한 이유는 이 연구가 학생들의 창의

성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창의성 평가에 있어서 유창성이 미

치는 영향이 다른 요소보다는 미미하며(Leikin, 2009; 이대현, 2014), 유

연성이 발현된 경우 유창성 또한 반영되기 때문이다. 독창성을 분류 기

준으로 삼지 않은 이유 또한 이 연구가 평가 목적이 아니고, 독창성 자

체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

의 평가 대상자가 있는 경우 해법의 상대적인 비율로 희소성이 있는 답

을 독창적인 해법으로 간주하여 창의성을 평가하는데(Leikin, 2009; 이대

현, 2014), 희소성이 있는 답인 경우에도 수학적으로 의미가 없거나 유용

성이나 적절성이 낮은 경우가 있다.

유연성을 판단할 때는 두 가지 범주 이상의 해법을 제시하였을 때 유연

성이 발현된 해법으로 보았다. 그리고 두 문항 모두에 유연성을 보일 때,

강한 유연성, 그렇지 않은 경우 약한 유연성으로 분류하였다.

김연식, 장혜원(1996)은 표현 체계를 실제적 표현, 조작적 표현, 시각적

표현, 언어적 표현, 기호적 표현, 총 5개로 분류하였는데, 이 표현들은 수

준의 차이가 아니라 인지 양식과 관련된 선호에 의한 것이다. 이중 시각

적 표현은 구체적 그림이나 도형 표현뿐만 아니라 다이어그램이나 그래

프, 표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서의 표현을 의미하는데 본고에서도

넓은 의미로서의 시각적 표현을 사용하였다. 시각적 표현을 통해 새로운

접근을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고(김연식, 장혜원, 1996), 시각적 표현을

통해 규칙과 패턴을 발견하는 사례 연구(예를 들어, 이경화, 최남광, 송

상헌, 2007)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학적 개념은 추상화된 것이기 때

문에 주로 언어적, 기호적 표현으로 제시되어 왔고, 학교 수학에서도 학

생들에게 언어적, 기호적 표상으로 사고할 것을 장려해왔다(김연식, 장혜

원, 1996). 이러한 상황에서 시각적 표현을 사용해 해법을 제시하는 학생

들은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분석해보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유연성과 함께 시각적 표현 사용 여부를 학생들을 유형화하는 두 가지

축으로 설정하였다. 학생들을 유형화한 후에는 유형별로 수학적 창의성

과 비형식적 지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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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형식적 지식의 사용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학교에서 학습하지 않은 자

신만의 방법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한 경우 비형식적 지식을 사용한 것

으로 판단하였다. 예를 들어, 주어진 다중해법과제를 함수식과 비례식 등

과 같이 학교에서 학습한 수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해결한 경우 형식적

지식을 사용한 것이고, 자신만의 도구나 풀이 방법을 개발하여 사용한

경우 비형식적 지식을 사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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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다중해법과제의 풀이 순서와 창의성

이번 절에서는 첫 번째 연구 문제인 교과서 과제를 다중해법과제로 변

형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가에 답하고자 한다. 문

제6과 문제8에서의 학생들의 다중해법 풀이 순서를 분석하여 다중해법과

학생들의 풀이 순서 그리고 창의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범주 유형 해법

1
1 방정식(비례식)       

2 방정식(배율)       ×  

3 방정식
(분당 타수) 


       

2 4 함수식  




5 함수식   

3

6 산술식1
(수 조작) 타 분, 타 분, 타 분

7 산술식2
(수 조작)               

8 산술식3
(배율)



  ×   또는

×   ×  

4
9 산술식1

(타수당 분) 타수당 

분, 타는 분　

10 산술식2
(분당 타수) 분당 타, 타는 분

<표 Ⅳ-1> 문제6의 해법

<표 Ⅳ-1>은 문제6에 대한 학생들의 10가지 유형의 해법을 4가지 범

주로 분류한 것이다. 범주1에 속하는 해법들은 방정식을 이용한 대수적

해법들이고, 범주2에는 함수를 이용한 해법들이 포함된다. 범주3에 속하

는 해법들은 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수를 조작한 산술적 해법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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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범주4에는 기본단위를 이용한 산술적 해법들이 포함된다.

유형　
학생

범주1 범주2 범주3 범주4
계

(응답수)
1 2 3 4 5 6 7 8 9 10

방정식
1
방정식
2
방정식
3 함수1 함수2 산술1 산술2 산술3 산술1 산술2

S1 1 23) 2
S2 2 1 2
S3 1,3 2 3
S4 2 1 3
S5 2 3 1 2
S6 1 2 2
S7 4 1 3 2 4
S8 1 2 2
S9 1 2 2
S10 1 3 2 3
S11 1 1
S12 1 2 2
S13 2 4 1 3 5 5
S14 1 2 2
S15 1,2 3 3
S16 2 1 2
S17 0
S18 1,2 2
S19 2 1 3 3
S20 2 3 1 3
S21 0
S22 1 2 3 3
S23 2 3 1 3
S24 2 3 1 3
계
(유형) 18 2 2 4 7 1 1 14 1 7 57

계
(범주) 22 11 16 8 57

<표 Ⅳ-2> 문제6의 풀이 순서

문제6에서 학생들이 제시한 총 해법의 개수는 57개이다(<표 Ⅳ-2>).

S13은 가장 많은 해법을 산출하였고(5개), 모든 범주에 해당하는 해법을

3) 여기서 2는 S1의 두 번째 해법을 의미한다. S1은 두 번째 해법으로 범주3에 속
하는 유형6(산술1)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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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여, 유창성과 유연성을 드러내었다. 2명의 학생을 제외하고는 모두

1개 이상의 해법을 제시하였다.

순서

유형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합계

유형1 

(12.3%)4) 


(17.5%) 　 


(1.8%) 　 


(31.6%)

유형2 

(1.8%) 


(1.8%) 　 　 　 


(3.5%)

유형3 　 　 


(1.8%) 


(1.8%) 　 


(3.5%)

유형4 

(5.3%) 　 


(1.8%) 　 　 


(7.0%)

유형5 

(3.5%) 


(5.3%) 


(3.5%) 　 　 


(12.3%)

유형6 　 


(1.8%) 　 　 　 


(1.8%)

유형7 

(1.8%) 　 　 　 　 


(1.8%)

유형8 

(10.5%) 


(5.3%) 


(8.8%) 　 　 


(24.6%)

유형9 　 　 　 　 


(1.8%) 


(1.8%)

유형10 

(3.5%) 


(5.3%) 


(3.5%) 　 　 


(12.3%)

합계 

(38.6%) 


(36.8%) 


(19.3%) 


(3.5%) 


(1.8%) 


(100%)

<표 Ⅳ-3> 문제6의 풀이 순서와 해법 유형 비율

학생들의 해법은 유형1(18개, 31.6%)이 가장 많았고, 유형1과 유형8(14

개, 24.6%)을 합치면 전체 해법의 절반 이상(32개, 56.1%)이 된다. 특히,

학생들은 첫 번째 전략으로도 유형1(7개, 31.8%5))과 유형8(6개, 27.3%)

4) 

(12.3%)은 전체 57개의 해법 중 첫 번째 풀이이면서 유형1인 해법이 7개이고.

비율은 12.3%라는 것을 의미한다.
5) 전체 해법 공간에서 볼 때, 첫 번째 풀이이면서 유형1인 것의 비율은 표 Ⅳ-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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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많이 사용하였다. 유형1은 비례식을 이용한 해법으로서 학생들은 

또는 □를 사용하여 식을 세운 후 문제를 해결하였다. 비례식은 초등학

교 교육과정부터 나오고, 변수가 1개만 있으며, 간단하게 식을 세울 수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익숙하고, 자주 사용되는 전략이다. 유형8 또한 학

생들이 문자를 이용하지 않고, 배율을 이용해서 간단히 식을 세워 해결

할 수 있는 전략이다. 중학교 영재학생의 다중해법을 분석한 백동현, 이

경화(2017)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이 제시한 첫 번째 풀이 방법은 쉽게 생

각해낼 수 있고, 알고리즘에 의해 답을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이는

일반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문제6에서 가장 적게 제시된 유형은 유형6과 유형7, 그리고 유형9이며,

모두 1개씩(1.8%) 제시되었다. 유형6은 S1의 2가지 해법 중 두 번째 해

법이다. S1은 첫 번째 전략으로 비례식을 이용하였고(유형1), 추가로 수

를 조작해서 유형1과 다른 범주의 해법(유형6)을 제시하였다. 유형7은

S12의 2가지 해법 중 첫 번째 해법인데, 값을 차례대로 곱해봄으로써 답

을 구한 방법(예상과 확인)이며([그림 Ⅳ-1]), S12의 두 번째 해법(유형8)

은 첫 번째 해법에서 발견한 사실(5배)을 활용한 해법이다. 유형9는 S13

의 5가지 해법 중 다섯 번째 해법이다.

[그림 Ⅳ-1] S12의 문제6의 해법

나와 있는 것과 같이 

(12.3%)이지만, 첫 번째 풀이 중에서 유형1인 것의 비율

은 

(31.8%)이다.



- 24 -

유형6과 유형7, 유형9는 모두 희소성이 있는 해법이지만 모두 독창성

이 있는 해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특히 유형7은 값을 차례대로 곱함으

로써 답을 구하는 예상과 확인 전략인데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고, 희소

성이 있지만, 유용성(usefulness) 측면을 고려할 때에는 창의적인 해법이

아니다. 유형6은 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해 수를 조작함으로써 해법을 산

출하였으므로 유용성 있는 독창적인 해법이다. 일반적으로 유형5와 유형

10과 같이 독립변수로 시간을, 종속변수로 타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관점

을 전환하여 독립변수를 타수, 종속변수를 시간으로 풀이한 유형9 또한

독창적인 해법이다. 희소성이 있었던 유형6과 유형7, 유형9 중 독창성이

있는 해법은 유형6과 유형9이며, 이 풀이들은 S1과 S13의 마지막 해법

이다. 인지적 노력이 필요한 독창적인 해법은 풀이 순서에서 처음보다는

나중에 제시되었다.

순서

범주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합계

범주1 

(14.0%) 


(19.3%) 


(1.8%) 


(3.5%) 


(38.6%)

범주2 

(8.8%) 


(5.3%) 


(5.3%) 


(19.3%)

범주3 

(12.3%) 


(7.0%) 


(8.8%)　 


(28.1%)

범주4 

(3.5%) 


(5.3%) 


(3.5%) 


(1.8%) 


(14.0%)

합계 

(38.6%) 


(36.8%) 


(19.3%) 


(3.5%) 


(1.8%) 


(100%)

<표 Ⅳ-4> 문제6의 풀이 순서와 해법 범주 비율

<표 Ⅳ-4>에서 학생들의 해법은 유형1이 속한 범주1(22개, 38.6%)의

해법이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유형8이 속한 범주3(16개, 28.1%)의 해법

이 많다. 범주1과 범주3을 합치면 전체 해법의 절반 이상(38개, 66.7%)이

된다. 학생들은 첫 번째 전략으로도 범주1(8개, 36.4%)과 범주3(7,

31.8%)에 속하는 해법을 많이 사용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첫 번

째 사용한 전략은 전체 해법 공간에서 봤을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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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전략이다.

범주　번호 해법

1
1 방정식1(비례식)       

2 방정식2   

3 방정식3 를 가로와 세로 길이의 합　

2 4 함수식   




3

5 산술식1 × 


  × 


 

6 산술식2(배율) 배

7 산술식3 세로는 가로의 

배, × 


 

4
8 기하 정사각형 이용
9 기하 닮은 사각형 개 이용

<표 Ⅳ-5> 문제8의 해법

<표 Ⅳ-5>는 문제8에 대한 학생들의 9가지 유형의 해법을 4가지 범주

로 분류한 것이다. 범주1에 속하는 해법들은 방정식을 이용한 대수적 해

법들이고, 함수를 이용한 해법은 범주2이다. 범주3에 속하는 해법들은 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수를 조작한 산술적 해법들이고, 범주4에는 도

형 등 기하를 이용한 해법들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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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학생

범주1 범주2 범주3 범주4
계

(응답수)
1 2 3 4 5 6 7 8 9

방정식
1
방정식
2
방정식
3

함수
식

산술식
1

산술식
2
산술식
3 기하1 기하2

S1 1 1
S2 1 1
S3 1 1
S4 1 1
S5 1 1
S6 1 1
S7 1 2 3 3
S8 1,2 2
S9 1 1
S10 1 1
S11 0
S12 0
S13 1 2 3 4 4
S14 1 1
S15 1 1
S16 1 1
S17 1 1
S18 1 1
S19 1 2 2
S20 2 1 3 3
S21 0
S22 1 3 4 2 4
S23 1 2 2
S24 1 2 2

계(유형) 20 2 1 3 2 3 1 1 2 35
계(범주) 23 3 6 3 35

<표 Ⅳ-6> 문제8의 풀이 순서

문제8에서 학생들은 총 35개의 해법을 제시하였다(<표 Ⅳ-6>). 문제6

에서 57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해법의 개수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가장

많은 해법을 산출한 학생은 S13과 S22이고, 각각 4개의 해법을 산출하

였다. S13은 4개 범주에 해당하는 해법을 제시했지만, S22는 2가지 범주

에 속하는 해법을 산출하였다. 유창성 면에서는 같지만, 유연성 면에서

차이가 난다. 문제6의 <표 Ⅳ-2>에서는 각 학생이 다양한 해법을 제시

했지만, 문제8의 <표 Ⅳ-6>에서는 대부분의 학생이 1가지 해법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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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1가지 유형의 해법에 편중되었다.

순서

유형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합계

유형1 

(51.4%) 


(5.7%) 　 　 


(57.1%)

유형2 　 


(2.9%) 


(2.9%) 　 


(5.7%)

유형3 　 　 　 


(2.9%) 


(2.9%)

유형4 　 


(8.6%) 　 　 


(8.6%)

유형5 

(5.7%) 　 　 　 


(5.7%)

유형6 

(2.9%) 


(2.9%) 


(2.9%) 　 


(8.6%)

유형7 　 


(2.9%) 　 　 


(2.9%)

유형8 　 　 


(2.9%) 　 


(2.9%)

유형9 　 　 


(2.9%) 


(2.9%) 


(5.7%)

합계 

(60.0%) 


(22.9%) 


(11.4%) 


(5.7%) 


(100%)

<표 Ⅳ-7> 문제8의 풀이 순서와 해법 유형 비율

문제8에서 학생들이 제시한 해법은 유형1(20개, 57.1%)이 가장 많고, 이

는 전체 해법의 절반 이상이다(<표 Ⅳ-6>). 특히, 대부분의 학생은 첫

번째 전략으로 비례식을 이용한 방정식 풀이인 유형1(85.7%)을 사용하였

다. 문제6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선택한 첫 번째 풀이 전략은 전체

해법 공간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해법이다.

문제8에서 가장 적게 제시된 유형은 유형3과 유형7, 그리고 유형8이며,

모두 1개씩(2.9%) 제시되었다. 유형3은 S22의 4가지 해법 중 네 번째 해

법이고, 유형7은 S19의 2가지 해법 중 두 번째 해법이며, 유형8은 S7의

3가지 해법 중 마지막 해법이다. 세 유형 모두 희소성과 수학적 의미, 유

용성을 모두 갖추어서 독창적인 풀이다. 문제6에서와 마찬가지로 독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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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해법은 풀이 순서에서 나중에 제시된 해법들이다.

순서

범주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합계

범주1 

(51.4%) 


(8.6%) 


(2.9%) 


(2.9%) 


(65.7%)

범주2 　 


(8.6%) 　 　 


(8.6%)

범주3 

(8.6%) 


(5.7%) 


(2.9%)

　
　
　



(17.1%)

범주4 　
　

　
　 


(5.7%) 


(2.9%) 


(8.6%)

합계 

(60.0%) 


(22.9%) 


(11.4%) 


(5.7%) 


(100%)

<표 Ⅳ-8> 문제8의 풀이 순서와 해법 범주 비율

<표 Ⅳ-8>에서 학생들의 해법은 범주1(23개, 65.7%)의 해법이 가장 많

았다. 첫 번째 풀이만을 대상으로 할 때, 범주1을 제시한 해법은 총 18개

(85.7%)이며, 문제6에서의 첫 번째 풀이(36.4%)의 편중도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난다. 문제8에서도 첫 번째 사용한 전략은 전체 해법 공간에

서 봤을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선행 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Levav-Waynberg & Leikin, 2012; 백동현,

이경화, 2017) 다중해법과제를 이용한 수업 초기에 학생들은 어떻게 서

로 다른 해법을 산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시한 해법이 서로 다른 해법

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혼란을 겪는다. 이는 학생들이 다중해법

과제에 대한 경험이 적고, Cobb & Bauersfeld(1995)의 연구에서 학생들

이 다른 답을 구했지만, ‘교사가 기대하는 답’이라고 생각하는 답만 얘기

한 것과 같이 이전의 수업 경험 즉, 수업에서 교사와 다른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학습된 결과이다. 아래의 S24와 교사와의 대화는 함수

문제에서 변수를 바꾸어 해법을 제시해도 다중해법으로 인정이 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S18과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학생들이 다중해법산

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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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 전사
S24 선생님, 똑같은데 변수를 약간 다르게 설정했거든요

교사 아, 그런 것도 좋아요

S24 그냥 얘랑 얘랑 바꿔서

교사 응 시간을  , 모래양을 

S24 모래 무게를... 똑같은데 이게

S18 다른 방법이 없으면요?
교사 다른 방법이 없으면..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을지. 다른 친구들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다중해법과제를 이용한 수업을 진행함에 따라 학생들은 다중해

법과제와 다중해법을 산출하는 것에 익숙해졌다. [그림 Ⅳ-2]와 같이 비

례식의 계산 순서를 바꾸어 해법을 제시하는 방법도 다중해법으로 인정

된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그림 Ⅳ-2] S8의 문제8의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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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연성, 시각적 표현에 따른 학생 유형화

이번 절에서는 문제6과 문제8의 해법을 유연성과 시각적 표현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유형화한 후, 그룹별 해법과 범주, 풀

이 순서에 따른 해법, 해법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한다.

2.1 유연성

문제6과 문제8의 해법에서 유연성이 발현되었는지를 <표 Ⅳ-9>에 나

타내었다. 두 문제 모두에서 유연성이 드러났을 때 강한 유연성으로, 그

렇지 않은 경우 약한 유연성으로 분류하였다. 총 24명 중 7명의 학생

(S7, S13, S19, S20, S22, S23, S24)이 강한 유연성으로 분류되었고, 11명

은 한 문항에서 유연성을, 나머지 6명의 학생은 두 문항 모두에서 유연

성을 드러내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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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학생

문제6 문제8
해법의
개수

범주의
개수 유연성 해법의

개수
범주의
개수 유연성

S1 2 2 o 1 1
S2 2 1 1 1
S3 3 2 o 1 1
S4 3 3 o 1 1
S5 2 2 o 1 1
S6 2 2 o 1 1
S7 4 2 o 3 2 o
S8 2 1 2 1
S9 2 2 o 1 1
S10 3 3 o 1 1
S11 1 1 0 0
S12 2 1 0 0
S13 5 4 o 4 4 o
S14 2 2 o 1 1
S15 3 2 o 1 1
S16 2 2 o 1 1
S17 0 0 1 1
S18 2 1 1 1
S19 3 3 o 2 2 o
S20 3 2 o 3 3 o
S21 0 0 0 0
S22 3 3 o 4 2 o
S23 3 3 o 2 2 o
S24 3 3 o 2 2 o

<표 Ⅳ-9> 유연성 분석

문제6에서 학생들의 해법 평균 개수는 2.4개이고, 범주 평균 개수는 2.0

개이며, 문제8에 대한 전체 학생들의 해법 평균 개수는 1.5개이고, 범주

평균 개수는 1.3개이다. 문제8에서 유연성이 발현된 학생 수가 문제6에서

보다 적었다.

아래 그림과 표는 S22의 유연성 사례이다([그림 Ⅳ-3], <표 Ⅳ-10>).

S22는 문제6에서 3가지 범주에 속하는 3개의 해법을 제시하였고, 문제8

에서는 2가지 범주에 속하는 4가지 해법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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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S22의 문제8의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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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풀이 순서 풀이 방법

문제6
1 비례식을 이용한 방정식 풀이(범주1)
2 정비례 함수를 이용한 함수적 풀이(범주2)
3 분당 타수를 이용한 산술적 풀이(범주4)

문제8

1 비례식을 이용한 방정식 풀이(범주1)
2 배율을 이용한 산술적 풀이(범주3)
3 방정식을 이용한 풀이(범주1)
4 방정식을 이용한 풀이(범주1)

<표 Ⅳ-10> S22의 문제6, 문제8의 해법

아래 그림과 표는 유연성이 발현되지 않은 사례이다([그림 Ⅳ-4], <표

Ⅳ-11>). S8은 문제6과 문제8에서 각각 2가지 해법을 제시하였지만, 두

문항 모두에서 같은 범주에 속한 해법을 산출하였다.

[그림 Ⅳ-4] S8의 문제6, 문제8의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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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풀이 순서 풀이 방법

문제6
1 비례식을 이용한 방정식 풀이(범주1)
2 방정식을 활용한 풀이(범주1)

문제8
1 비례식을 이용한 방정식 풀이(범주1)
2 비례식을 이용한 방정식 풀이(범주1)

<표 Ⅳ-11> S8의 문제6, 문제8의 해법

2.2 시각적 표현

이번 절에서는 학생들이 문제8을 해결할 때 시각적 표현을 사용했는가

와 시각적 표현을 몇 번째 해법으로 제시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문제8에서 총 5명의 학생이 시각적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표 Ⅳ

-12>에 나타내었다. 학생들은 주어진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각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추가 해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시각

적 표현을 사용하였다. 김연식, 장혜원(1996)은 문제를 해결할 때 시각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개인의 선호 문제로 보았는데 문제8에서 첫 번째

해법으로 시각적 표현을 사용한 학생들(S8, S20, S22)은 주로 문제를 이

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시각적인 표현을 선호하였다. 이 문제 외에서도

S20과 S22는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시각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그림

Ⅳ-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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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시각적 표현 풀이 순서

S7 세 번째 풀이

S8 첫 번째 풀이

S13 네 번째 풀이

S20
첫 번째,

세 번째 풀이

S22
첫 번째,

네 번째 풀이

<표 Ⅳ-12> 문제8의 시각적 표현을 이용한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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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S20, S22의 시각적 표현

S7과 S13은 추가 해법을 찾기 위해서 시각적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각

각 마지막 해법으로 제시하였다. S7의 사례는 이경화, 최남광, 송상헌

(2007)의 연구에서 시각적 표현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던 사례와 유사하다. S7은 연구자와의 인터뷰에서 첫 번

째 풀이와 두 번째 풀이를 제시한 후 추가적인 해법을 산출하는 데에 어

려움을 겪어 그림을 그려보았다고 하였다.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인

직사각형에서 가로를 줄이고, 세로를 늘리는 표시([그림 Ⅳ-6])를

통해 주어진 직사각형을 정사각형으로 변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

어를 얻었다. S7은 [그림 Ⅳ-6]의 시각적 표현을 통해 구조에 대해 통찰

하였고, [그림 Ⅳ-7]의 시각적 표현을 사용해 발표하였다.

[그림 Ⅳ-6]

S7이 활동지에

작성한 시각적

표현

[그림 Ⅳ-7] S7이

발표할 때 사용한

시각적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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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3 또한 문제8 외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추가적인 해법을 구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시각적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림 Ⅳ-8]의 윗부분

에서는 네 번째 해법을 찾기 위해 시각적 표현(그림)을 이용하였고, 아랫

부분에서는 다섯 번째 해법을 찾기 위해 시각적 표현(그래프)을 사용하

였다.

[그림 Ⅳ-8] S13의 시각적 표현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학생들은 개인적 선호에 따라, 문제를 파

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시각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시각적 표현을 우선

으로 선호하지는 않지만, 추가적인 해법을 구하기 위해서 시각적 표현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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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학생 유형화

이번 절에서는 2.1절에서 분석한 유연성과 2.2절에서 분석한 시각적 표

현의 사용에 따라 학생들을 분류하고, 분류된 그룹별로 문제6과 문제8에

서 풀이 순서와 풀이 선호도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유연

성은 창의성의 평가요소이고, 학생들의 해법에서 시각적 표현은 희소성

과 유용성을 갖췄으며, 수학적으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독창성과 관련

이 있다. 따라서 창의성과 관련된 두 요소를 기준으로 학생들을 분류한

후 그룹별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유의미하다.

시각적 표현 사용 시각적 표현 사용 x

강한
유연성

그룹1
S7, S13, S20, S22

(4명)

그룹2
S19, S23, S24

(3명)

약한
유연성

그룹3
S8
(1명)

그룹4
S1, S2, S3, S4, S5,
S6, S9, S10, S11,
S12, S14, S15, S16,
S17, S18, S21
(16명)

<표 Ⅳ-13> 유연성, 시각적 표현에 따른 학생 유형

<표 Ⅳ-13>에서와 같이 그룹1은 강한 유연성을 보이고, 문제8에서 시

각적 표현을 사용한 학생들로서 총 4명의 학생이 이 그룹에 속하고, 그

룹2는 강한 유연성을 보이지만, 시각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기호적 표

현만 사용한 학생들로 총 3명의 학생이 이 그룹이다. 그룹3은 약한 유연

성을 보이지만 시각적 표현을 사용한 그룹이며 1명이 이 그룹에 해당하

고, 그룹4는 약한 유연성을 보이고, 시각적 표현을 사용하는 대신 기호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해법을 제시하지 않은 학생들로서 학급 전체 24명 중

16명이 이 그룹에 속한다.

<표 Ⅳ-14>는 문제6과 문제8에서 그룹별로 해법의 개수와 정교성의

비율을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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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그룹　

문제6 문제8

총
해법
개수

해법
평균
개수

범주
평균
개수

정교성
비율6)

총
해법
개수

해법
평균
개수

범주
평균
개수

정교성
비율

그룹1 15 3.8 2.8 86.7% 14 3.5 2.8 85.7%

그룹2 9 3 3 88.9% 6 2 2 83.3%

그룹3 2 2 1 50.0% 2 2 1 100%

그룹4 31 1.9 1.6 35.5% 13 0.8 0.8 61.5%

전체 57 2.4 2.0 57.9% 35 1.5 1.3 77.1%

<표 Ⅳ-14> 문제6, 문제8의 그룹별 해법 개수와 정교성 비율

문제6에서는 전체 해법 57개 중 15개(26.3%)의 해법이 그룹1에서, 31개

(54.4%)의 해법이 그룹4에서 나왔으며, 문제8에서는 전체 해법 35개 중

14개(40.0%)의 해법이 그룹1에서, 13개(37.1%)의 해법이 그룹4에서 나왔

다.

문제6에서는 그룹1과 그룹2보다 그룹3과 그룹4의 해법과 범주의 평균

개수가 적었고, 정교성이 낮았다. 특히 그룹4의 경우 평균 해법의 개수가

1.9개이지만 정교성의 비율은 35.5%로 매우 낮다. 문제8에서는 그룹4에

서 산출된 전체 해법의 평균 개수가 줄면서 그룹4의 정교성이 증가하였

고, 문제6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정교성 비율을 보였다.

강한 유연성으로 분류된 그룹1과 그룹2를 비교해보면 문제6에서는 그룹

1과 그룹2 간에 뚜렷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지만, 문제8에서는 그룹1이

그룹2보다 해법의 평균 개수는 1.5개, 범주의 평균 개수는 0.8개 많았다.

또한 문제6과 문제8에서 그룹1은 해법의 개수, 범주의 개수, 정교성의 비

율이 일정하게 유지됐지만, 그룹2에서는 해법의 개수와 범주의 개수가 1

개씩 감소하였다. 상대적으로 그룹2가 그룹1보다 문제 유형에 많은 영향

을 받았다. 뒤에서 다룰 풀이 순서에 따른 해법의 유형과 범주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두 그룹 간에 차이가 있었다.

다음은 문제6에서 그룹별로 풀이 순서에 따른 해법의 유형과 해법의 범

6) 정교성 비율 총 해법의 개수
정교성이 있는 해법의 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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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분석한 것이다.

순서

유형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합계

유형1 

(6.7%) 


(13.3%) 　 


(6.7%) 　 


(26.7%)

유형2 　 　 　 　 　 (0%)

유형3 　 　 


(6.7%) 


(6.7%) 　 


(13.3%)

유형4 

(6.7%) 　 　 　 


(6.7%)

유형5 

(13.3%) 


(6.7%) 　 　 


(20.0%)

유형6 　 　 　 　 　 (0%)

유형7 　 　 　 　 　 (0%)

유형8 　 


(13.3%) 　 　 


(13.3%)

유형9 　 　 　 　 


(6.7%) 


(6.7%)

유형10 


(6.7%) 


(6.7%) 　 　 


(13.3%)

합계 

(26.7%) 


(26.7%) 


(26.7%) 


(13.3%) 


(6.7%) 


(100%)

<표 Ⅳ-15> 그룹1의 문제6의 풀이 순서와 해법 유형 비율

<표 Ⅳ-15>에서 그룹1은 유형17)(26.7%)과 유형5(20.0%)를 이용한 해

법을 많이 제시하였으며, 첫 번째와 두 번째 풀이로도 유형1(37.5%8))과

유형5(37.5%)를 이용한 해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7) 유형1은 비례식을 이용한 방정식 풀이, 유형5는 함수식을 이용한 풀이다.
8) 그룹1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풀이는 총 8개 제시되었는데, 이중 유형1과 유형5
에 해당하는 해법의 개수는 각각 3개이기 때문에 각각 37.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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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범주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합계

범주1 

(6.7%) 


(13.3%) 


(6.7%) 


(13.3%)

　
　
　



(40.0%)

범주2 

(20.0%) 


(6.7%) 　

　
　
　 


(26.7%)

범주3 


(13.3%) 


(13.3%)

범주4 


(6.7%) 


(6.7%)

　
　
　



(6.7%) 


(20.0%)

합계 

(26.7%) 


(26.7%) 


(26.7%) 


(13.3%) 


(6.7%) 


(100%)

<표 Ⅳ-16> 그룹1의 문제6의 풀이 순서와 해법 범주 비율

범주를 이용한 분석(<표 Ⅳ-16>)에서도 유형1이 속하는 범주19)(40.0%)

과 유형5가 속하는 범주2(26.7%)의 해법을 가장 많이 제시하였으며, 첫

번째와 두 번째 풀이로도 범주1(37.5%)과 범주2(50.0%)에 속하는 해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9) 범주1은 방정식을 이용한 풀이, 범주2는 함수식을 이용한 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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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유형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합계

유형1 


(33.3%) 　 　 　 


(33.3%)

유형2 　 　 　 (0%)

유형3 　 　 　 　 (0%)

유형4 

(11.1%) 


(11.1%) 　 　 


(22.2%)

유형5 　 


(11.1%) 　 　 


(11.1%)

유형6 　 　 　 　 (0%)

유형7 　 　 　 (0%)

유형8 

(11.1%) 　 　 


(11.1%)

유형9 　 　 　 　 (0%)

유형10 

(11.1%) 


(11.1%) 　 　 


(22.2%)

합계 


(33.3%) 


(33.3%) 


(33.3%) (0%) (0%) 


(100%)

<표 Ⅳ-17> 그룹2의 문제6의 풀이 순서와 해법 유형 비율

<표 Ⅳ-17>에서 그룹2는 유형1(33.3%)과 유형410)(22.2%), 유형

10(22.2%)을 이용한 해법을 많이 제시하였으며, 첫 번째와 두 번째 풀이

로도 유형1(50.0%)과 유형4(16.7%), 유형10(16.7%)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였다.

10) 유형4는 함수식을 이용한 해법, 유형10은 분당 타수를 이용한 산술식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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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범주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합계

범주1 


(33.3%) 


(33.3%)

범주2 

(11.1%) 


(22.2%) 　

　
　
　 


(33.3%)

범주3 

(11.1%) 


(11.1%)

범주4 

(11.1%) 


(11.1%) 


(22.2%)

합계 


(33.3%) 


(33.3%) 


(33.3%) (0%) (0%) 


(100%)

<표 Ⅳ-18> 그룹2의 문제6의 풀이 순서와 해법 범주 비율

범주를 이용한 분석(<표 Ⅳ-18>)에서는 범주1(33.3%)과 범주2(33.3%)

의 해법을 가장 많이 제시하였으며, 첫 번째와 두 번째 풀이로는 범주

1(50.0%)의 해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순서

유형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합계

유형1 

(50.0%) 　 　 　 


(50.0%)

유형2 


(50.0%) 　 　 　 


(50.0%)

유형3 　 　 　 　 (0%)

유형4 　 　 (0%)

유형5 　 　 (0%)

유형6 　 　 　 　 (0%)

유형7 　 　 　 (0%)

유형8 　 　 (0%)

유형9 　 　 (0%)

유형10 　 　 (0%)

합계 


(50.0%) 


(50.0%) (0%) (0%) (0%) 


(100%)

<표 Ⅳ-19> 그룹3의 문제6의 풀이 순서와 해법 유형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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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9>에서 그룹3은 총 2가지 해법을 제시하였으며, 첫 번째 해법

으로는 유형1, 두 번째 해법으로는 유형2를 제시하였다.

순서

범주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합계

범주1 

(50.0%) 


(50.0%) 


(100%)

범주2 　
　

　
　 (0%)

범주3 　
　

　
　 (0%)

범주4
　
　
　

　
　
　

(0%)

합계 


(50.0%) 


(50.0%) (0%) (0%) (0%) 


(100%)

<표 Ⅳ-20> 그룹3의 문제6의 풀이 순서와 해법 범주 비율

그룹3에서 산출한 해법 모두 범주1에 속하는 해법이다(<표 Ⅳ-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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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유형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합계

유형1 

(16.1%) 


(16.1%) 　 　 　 


(32.3%)

유형2 

(3.2%) 　 　 


(3.2%)

유형3 　 　 (0%)

유형4 

(3.2%) 　 　 


(3.2%)

유형5 


(6.5%) 


(3.2%) 　 　 


(9.7%)

유형6 　 


(3.2%) 　 　 　 


(3.2%)

유형7 

(3.2%) 　 


(3.2%)

유형8 

(16.1%) 


(9.7%) 


(9.7%) 　 


(35.5%)

유형9 　 (0%)

유형10 

(3.2%) 


(6.5%) 　 


(9.7%)

합계 

(45.2%) 


(41.9%) 


(12.9%) (0%) (0%) 


(100%)

<표 Ⅳ-21> 그룹4의 문제6의 풀이 순서와 해법 유형 비율

<표 Ⅳ-21>에서 그룹4는 유형811)(35.5%)과 유형1(32.3%)을 이용한 해

법을 가장 많이 제시하였으며, 첫 번째와 두 번째 풀이로 유형1(37.0%)

과 유형8(29.6%)을 이용한 해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11) 유형8은 배율을 이용한 산술식 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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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범주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합계

범주1 

(19.4%) 


(16.1%) 


(35.5%)

범주2 

(3.2%) 


(6.5%) 


(3.2%) 


(12.9%)

범주3 

(19.4%) 


(12.9%) 


(9.7%) 


(41.9%)

범주4 

(3.2%) 


(6.5%) 


(9.7%)

합계 

(45.2%) 


(41.9%) 


(12.9%) (0%) (0%) 


(100%)

<표 Ⅳ-22> 그룹4의 문제6의 풀이 순서와 해법 범주 비율

범주를 이용한 분석(<표 Ⅳ-22>)에서는 유형8이 속하는 범주312)

(48.1%)과 범주1(35.5%)의 해법을 가장 많이 제시하였으며, 첫 번째와

두 번째 풀이로도 범주3(37.0%)과 범주1(40.7%)의 해법을 가장 많이 사

용하였다.

위에서 분석한 그룹별 풀이 순서에 따른 해법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해

법의 개수를 합쳐서 높은 비율이 나온 해법만 정리한 것이 <표 Ⅳ-23>

이다.13)

12) 범주3은 수를 조작하거나 배율을 이용하는 산술식 풀이다.
13) 그룹4를 제외하고는 그룹 당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그룹별로 산출한 해법의 수
가 적다. 또한 첫 번째와 두 번째 해법은 풀이 초반의 해법이기 때문에 분석에
의미가 있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해법의 수를 합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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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1 그룹2 그룹3 그룹4

유형
유형1(


, 37.5%)14)

유형5(

, 37.5%)

유형1(

, 50%)

유형4(

, 16.7%)

유형8(

, 16.7%)

유형10(

, 16.7%)

유형1(

, 50%)

유형2(

, 50%)

유형1(
 , 37.0%)

유형8(
 , 29.6%)

범주
범주2(


, 50%)

범주1(

, 37.5%)

범주1(

, 50%)

범주2(

, 16.7%)

범주3(

, 16.7%)

범주4(

, 16.7%)

범주1(

, 100%)

범주1(

, 40.7%)

범주3(

, 37.0%)

<표 Ⅳ-23> 문제6의 첫 번째, 두 번째 해법의 수를 합친 비율

모든 그룹에서 유형1을 첫 번째와 두 번째 해법으로 가장 많이 제시하

였다. 그룹을 유형화했을 때 유연성과 시각적 표현 면에서 가장 큰 차이

가 나는 그룹이 그룹1과 그룹4인데, 이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해법에서

도 차이가 있었다. 유형1을 제외하면, 그룹1은 유형5(함수식)를, 그룹4는

유형8(산술식)을 많이 제시하였다.

<표 Ⅳ-24>는 해법 유형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한 것이다.

14) 유형1(

, 37.5%)은 이 그룹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해법의 개수가 총 8개이고, 이 중

유형1에 해당하는 개수는 3개이다. 따라서 비율은 37.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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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전체 그룹1　 그룹2 그룹3 그룹4

1순위 유형1 31.6% 유형1 26.7% 유형1 33.3% 유형1 50.0% 유형8 35.5%

2순위 유형8 24.6% 유형5 20.0% 유형4 22.2% 유형2 50.0% 유형1 32.3%

3순위 유형5 12.3% 유형3 13.3% 유형10 22.2% 유형3 0.0% 유형5 9.7%

4순위 유형10 12.3% 유형8 13.3% 유형5 11.1% 유형4 0.0% 유형10 9.7%

5순위 유형4 7.0% 유형10 13.3% 유형8 11.1% 유형5 0.0% 유형2 3.2%

6순위 유형2 3.5% 유형4 6.7% 유형2 0.0% 유형6 0.0% 유형4 3.2%

7순위 유형3 3.5% 유형9 6.7% 유형3 0.0% 유형7 0.0% 유형6 3.2%

8순위 유형6 1.8% 유형2 0.0% 유형6 0.0% 유형8 0.0% 유형7 3.2%
9순위 유형7 1.8% 유형6 0.0% 유형7 0.0% 유형9 0.0% 유형3 0.0%
10순위 유형9 1.8% 유형7 0.0% 유형9 0.0% 유형10 0.0% 유형9 0.0%

<표 Ⅳ-24> 문제6의 해법 유형 선호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문제6에서는 전체 해법 57개 중 15개(26.3%)의 해

법이 그룹1에서, 31개(54.4%)의 해법이 그룹4에서 나왔으므로, 전체 비율

에서는 그룹4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유형1의

비율(31.6%)이 가장 높으며, 유형8의 비율(24.6%)이 2순위다. 그룹3을 제

외하고 그룹별 분석을 하면 다른 그룹보다 그룹4에서 특정 유형(유형8,

유형115))에 치우친 정도가 크다.

강한 유연성으로 분류된 그룹1과 그룹2를 비교해보면 <표 Ⅳ-14>에서

그룹1과 그룹2의 해법의 평균 개수는 각각 3.8개, 3개이고, 범주의 평균

개수는 각각 2.8개, 3개로 두 그룹 간의 차이가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하

지만 <표 Ⅳ-24>에서 각 그룹이 사용한 유형의 개수를 비교해보면 그

룹1에서는 7개 유형의 해법, 그룹2에서는 5개 유형의 해법이 사용되었고,

그룹2에서 특정 유형에 편중된 비율이 높다. 즉, 그룹1에서 더 다양한 유

형의 해법이 제시되었다.

15) 유형8은 배율을 이용한 산술식 풀이, 유형1은 비례식을 이용한 방정식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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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전체 그룹1 그룹2 그룹3 그룹4

1순위 범주1 38.6% 범주1 40.0% 범주1 33.3% 범주1 100.0% 범주3 41.9%

2순위 범주3 28.1% 범주2 26.7% 범주2 33.3% 범주2 0.0% 범주1 35.5%

3순위 범주2 19.3% 범주4 20.0% 범주4 22.2% 범주3 0.0% 범주2 12.9%

4순위 범주4 14.0% 범주3 13.3% 범주3 11.1% 범주4 0.0% 범주4 9.7%

<표 Ⅳ-25> 문제6의 해법 범주 선호도

풀이 순서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그룹4를 제외한 모든 그룹에서 범주

1(방정식)의 해법을 가장 선호하였고, 그룹4에서도 범주1은 범주3(산술

식)과 6.4%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표 Ⅳ-25>). 또한 모든 그룹

에서 범주1을 이용한 풀이의 비율이 범주2(함수식)를 이용한 풀이의 비

율보다 높게 나타난다. 전체적으로는 각각 38.6%, 19.3%이다. 1명이라서

특수성을 갖는 그룹3을 제외하면 그룹4에서 방정식과 함수식을 활용한

해법의 비율의 차이가 가장 크다. 범주3(산술식)에 속하는 해법을 그룹4

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였지만 다른 그룹에서는 가장 낮은 비율로 제시하

였다. 범주3은 산술식을 이용한 풀이로써 비형식적 지식을 활용한 풀이

다. 그룹4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형식적 지식을 많이 사용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Ⅳ-9]는 그룹4에 속하는 S3의 해법이다. 총 3

가지 해법을 제시하였고, 그중 첫 번째와 세 번째 해법이 범주3에 속하

는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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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9] S3의 문제6의 해법

강한 유연성으로 분류된 그룹1과 그룹2는 범주를 기준으로 비슷한 선호

도와 비율을 갖는다.

다음 표들은 문제8에서 그룹별로 풀이 순서에 따른 해법의 유형과 해법

의 범주를 분석한 것이다. 문제6과는 다르게 유형116)과 범주1에 해법들

이 편중되었다.

16) 유형1은 비례식을 이용한 방정식 풀이, 범주1은 방정식을 이용한 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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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유형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합계

유형1 

(21.4%) 


(7.1%) 　 　 


(28.6%)

유형2 　 


(7.1%) 


(7.1%) 　 


(14.3%)

유형3 　 　 　 


(7.1%) 


(7.1%)

유형4 　 


(7.1%) 　 　 


(7.1%)

유형5 

(7.1%) 　 　 　 


(7.1%)

유형6 　 


(7.1%) 


(7.1%) 　 


(14.3%)

유형7 　 　 　 　 (0%)

유형8 　 　 


(7.1%) 　 


(7.1%)

유형9 　 　 


(7.1%) 


(7.1%) 


(14.3%)

합계 

(28.6%) 


(28.6%) 


(28.6%) 


(14.3%) 


(100%)

<표 Ⅳ-26> 그룹1의 문제8의 풀이 순서와 해법 유형 비율

<표 Ⅳ-26>에서 그룹1은 전체적으로 유형1(28.6%)의 해법을 가장 많이

제시하였으며, 그다음으로 유형217)(14.3%), 유형6(14.3%), 유형9(14.3%)

의 해법을 산출하였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풀이로도 유형1(50.0%)의 해

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네 가지 유형(유형2, 유형418), 유

형5, 유형6)의 해법을 동일한 비율로 사용하였다(12.5%).

17) 유형2는 방정식 풀이, 유형6은 배율은 이용한 산술식 풀이, 유형9는 닮은 사각형
을 이용한 기하적 풀이다.

18) 유형4는 함수식을 이용한 풀이, 유형5는 산술식을 이용한 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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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범주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합계

범주1 

(21.4%) 


(14.3%) 


(7.1%) 


(14.3%) 


(57.1%)

범주2 　 


(7.1%) 　 　 


(7.1%)

범주3 

(7.1%) 


(7.1%) 


(7.1%)

　
　
　



(21.4%)

범주4 　
　

　
　 


(14.3%) 


(14.3%)

합계 

(28.6%) 


(28.6%) 


(28.6%) 


(14.3%) 


(100%)

<표 Ⅳ-27> 그룹1의 문제8의 풀이 순서와 해법 범주 비율

범주를 이용한 분석(<표 Ⅳ-27>)에서는 유형1이 속하는 범주1(57.1%)

의 해법을 가장 많이 제시하였으며, 범주319)(26.7%)의 해법이 그 뒤를

잇는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풀이로는 범주1(62.5%)과 범주3(25.0%)에 속

하는 해법을 많이 사용하였다.

19) 범주3은 산술식을 이용한 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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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유형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합계

유형1 

(50.0%) 　 　 


(50.0%)

유형2 　 　 　 (0%)
유형3 　 　 　 　 (0%)

유형4 　 


(33.3%) 　 　 


(33.3%)

유형5 　 　 　 (0%)
유형6 　 　 　 (0%)

유형7 　 


(16.7%)　 　 　 


(16.7%)　

유형8 　 　 　 　 (0%)
유형9 　 　 　 　 (0%)

합계 


(50.0%) 


(50.0%) (0%) (0%) 


(100%)

<표 Ⅳ-28> 그룹2의 문제8의 풀이 순서와 해법 유형 비율

<표 Ⅳ-28>에서 그룹2는 유형1(50.0%)의 해법을 가장 많이 제시하였으

며, 그다음으로 유형4(33.3%)의 해법을 산출하였다. 그룹2에서는 두 번째

풀이까지만 나왔으므로 첫 번째와 두 번째 풀이도 유형1(50.0%)의 해법

을 가장 많이 제시하고, 그다음으로 유형4(33.3%)의 해법을 제시하였다.

순서

범주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합계

범주1 

(50.0%)

　
　
　

　
　
　




(50.0%)

범주2 　 


(33.3%) 　 　 


(33.3%)

범주3 


(16.7%)　

　
　
　

　
　
　




(16.7%)　

범주4 　
　

　
　

　
　

　
　 (0%)

합계 


(50.0%) 


(50.0%) (0%) (0%) 


(100%)

<표 Ⅳ-29> 그룹2의 문제8의 풀이 순서와 해법 범주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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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를 이용한 분석(<표 Ⅳ-29>)에서 그룹2는 유형1이 속하는 범주

1(50.0%)의 해법을 가장 많이 제시하였으며, 범주220)(33.3%)의 해법이

그 뒤를 잇는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풀이 또한 범주1(50.0%)과 범주

2(33.3%)에 속하는 해법을 많이 사용하였다.

순서

유형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합계

유형1 

(50.0%) 


(50.0%) 　 　 


(100%)

유형2 (0%)

유형3 (0%)

유형4 (0%)

유형5 (0%)

유형6 (0%)

유형7 (0%)

유형8 (0%)

유형9 (0%)

합계 


(50.0%) 


(50.0%) (0%) (0%) 


(100%)

<표 Ⅳ-30> 그룹3의 문제8의 풀이 순서와 해법 유형 비율

그룹3은 총 2가지 해법을 제시하였으며(<표 Ⅳ-30>), 첫 번째 해법과

두 번째 해법 모두 유형1을 제시하였다.

20) 범주2는 함수식을 이용한 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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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범주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합계

범주1 

(50.0%) 


(50.0%)

　
　
　

　
　
　




(100%)

범주2 　 　 　 (0%)

범주3 (0%)

범주4 (0%)

합계 


(50.0%) 


(50.0%) (0%) (0%) 


(100%)

<표 Ⅳ-31> 그룹3의 문제8의 풀이 순서와 해법 범주 비율

그룹3에서 산출한 두 해법 모두 범주1에 속하는 해법이다(<표 Ⅳ-31>).

순서

유형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합계

유형1 

(84.6%) 


(84.6%)

유형2 (0%)

유형3 (0%)

유형4 (0%)

유형5 

(7.7%) 


(7.7%)

유형6 

(7.7%) 


(7.7%)

유형7 (0%)

유형8 (0%)

유형9 (0%)

합계 

(100%) (0%) (0%) (0%) 


(100%)

<표 Ⅳ-32> 그룹4의 문제8의 풀이 순서와 해법 유형 비율

<표 Ⅳ-32>에서 그룹4는 총 13개의 해법을 산출하였고, 모두 첫 번째

풀이만 제시하였으며, 대부분 유형1(84.6%)의 해법으로 풀이하였다. 그리

고 유형521)(7.7%)와 유형6(7.7%)의 해법은 1번씩 나타난다. 문제6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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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4가 총 27개의 해법을 산출하였고, 세 번째 풀이까지 산출한 학생이

총 4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 그룹4는 문제의 유형에 따라

반응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그룹에서는 첫 번째 풀이밖에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첫 번째 풀이로 유형1(84.6%)의 해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순서

범주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합계

범주1 

(84.6%)

　
　
　

　
　
　



(84.6%)

범주2 　 　 　 (0%)

범주3 

(15.4%)

　
　
　

　
　
　



(15.4%)　

범주4 　
　

　
　

　
　

　
　 (0%)

합계 

(100%) (0%) (0%) (0%) 


(100%)

<표 Ⅳ-33> 그룹4의 문제8의 풀이 순서와 해법 범주 비율

범주를 이용한 분석(<표 Ⅳ-33>)에서는 유형1이 속하는 범주1(84.6%)

의 해법이 가장 많았으며, 범주3(15.4%)의 해법이 그 뒤를 잇는다.

위에서 분석한 그룹별 풀이 순서에 따른 해법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해

법의 개수를 합쳐서 높은 비율이 나온 해법만 정리한 것이 <표 Ⅳ-34>

이다.

21) 유형5는 산술식을 이용한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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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1 그룹2 그룹3 그룹4

유형

유형1(

, 50.0%)

유형2, 4, 5, 6

(

, 12.5%)

유형1(

, 50.0%)

유형4(

, 33.3%)

유형1(

, 100.0%)

유형1(
 , 84.6%)

유형5(
 , 7.7%)

유형6(
 , 7.7%)

범주

범주1(

, 62.5%)

범주3(

, 25.0%)

범주1(

, 50%)

범주2(

, 33.3%)

범주1(

, 100%)

범주1(

, 84.6%)

범주3(

, 15.4%)

<표 Ⅳ-34> 문제8의 첫 번째, 두 번째 해법의 수를 합친 비율

모든 그룹에서 유형1을 첫 번째와 두 번째 해법으로 가장 많이 제시하

였다. 문제6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편중된 비율 면에서 차이가 있다. 문

제6에서는 유형1에 대한 비율이 그룹 순서대로 각각 37.5%, 50%, 50%,

37%이고, 문제8에서는 각각 50%, 50%, 100%, 84.6%이다.

<표 Ⅳ-35>는 해법 유형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한 것이다.

순위　 전체 그룹1　 그룹2 그룹3 그룹4

1순위 유형1 57.1% 유형1 28.6% 유형1 50.0% 유형1 100% 유형1 84.6%

2순위 유형4 8.6% 유형2 14.3% 유형4 33.3% 유형2 0.0% 유형5 7.7%

3순위 유형6 8.6% 유형6 14.3% 유형7 16.7% 유형3 0.0% 유형6 7.7%

4순위 유형2 5.7% 유형9 14.3% 유형2 0.0% 유형4 0.0% 유형2 0.0%

5순위 유형5 5.7% 유형3 7.1% 유형3 0.0% 유형5 0.0% 유형3 0.0%

6순위 유형9 5.7% 유형4 7.1% 유형5 0.0% 유형6 0.0% 유형4 0.0%

7순위 유형3 2.9% 유형5 7.1% 유형6 0.0% 유형7 0.0% 유형7 0.0%

8순위 유형7 2.9% 유형8 7.1% 유형8 0.0% 유형8 0.0% 유형8 0.0%

9순위 유형8 2.9% 유형7 0.0% 유형9 0.0% 유형9 0.0% 유형9 0.0%

<표 Ⅳ-35> 문제8의 해법 유형 선호도

문제8에서 총 해법의 개수가 35개인데, 절반 이상(57.1%)이 유형1이다

(<표 Ⅳ-35>). 문제6에서 총 해법의 개수가 57개이고, 가장 많이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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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의 비율이 31.6%인 것과 차이가 난다(<표 Ⅳ-24> 참고). 그룹1보

다는 그룹2, 3, 4에서 유형1의 해법에 편중된 비율이 높고, 문제6과 비교

했을 때도 그룹1보다는 그룹2, 3, 4에서 비율의 변화가 크다.22) 유형의

개수도 그룹1은 8개 유형, 그룹2는 3개, 그룹3은 1개, 그룹4는 3개 유형

을 제시하였는데, 문제6에서와 대비가 된다.23) 문제6에서는 구성원이 1

명인 그룹3을 제외한 모든 그룹에서 많은 수의 해법과 다양한 유형, 범

주의 해법을 제시했지만, 문제8에서는 그룹1을 제외한 모든 그룹에서 산

출된 해법의 개수와 유형의 종류, 범주의 종류가 적었다.

순위　 전체 그룹1 그룹2 그룹3 그룹4

1순위 범주1 38.6% 범주1 57.1% 범주1 50.0% 범주1 100% 범주1 84.6%

2순위 범주3 28.1% 범주3 21.4% 범주2 33.3% 범주2 0.0% 범주3 15.4%

3순위 범주2 19.3% 범주4 14.3% 범주3 16.7% 범주3 0.0% 범주2 0.0%

4순위 범주4 14.0% 범주2 7.1% 범주4 0.0% 범주4 0.0% 범주4 0.0%

<표 Ⅳ-36> 문제8의 해법 범주 선호도

Haylock(1997)은 특정 루틴 절차나 정형화된 반응을 계속 고집하는 현

상을 알고리즘에 대한 고착(algorithmic fixation)으로 정의하였다. 알고

리즘 고착은 그룹1보다는 그룹2, 3, 4에서 잘 일어났고, 문제6에서보다는

문제8에서 잘 일어났다. 문제8([그림 Ⅲ-4] 참고)에서는 문제에   라는

비율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비례식 풀이에 강하게 고착이 되어

추가적인 해법을 산출하지 못하였다. 즉, 문제의 지문 안에 특정 풀이 전

략을 유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을 때 학생들은 더욱 심한 고착 현상을 보

인다. 고착 현상은 개인적인 특성과 같은 내적인 요소에 의해 발생할 뿐

만 아니라 문제의 조건 또는 문제의 지문 등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22) 문제6에서 유형1의 해법 비율은 그룹 순서대로 했을 때, 26.7%, 33.3%, 50.0%,
35.5%이다.

23) 문제6에서 그룹1은 7개, 그룹2는 5개, 그룹3은 2개, 그룹4는 8개의 유형을 사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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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학적 창의성과 비형식적 지식

앞 절에서는 문제6, 문제8의 해법을 분석하였지만 이번 절에서는 총 6

차시의 수업 전체에서 수학적 창의성이 드러난 사례와 비형식적 지식의

활용 사례를 분석한다. 그룹별로 창의성 발현과 비형식적 지식의 활용

양상에 차이가 있었다.

3.1 수학적 창의성

그룹1의 학생들은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데에 강한 흥미를 보였으며,

적극적으로 탐구에 임하였고, 발견한 해법을 공유하는 데에 가장 활발하

였다. 아래 대화는 그러한 일화 중 일부이다.

화자 전사
S20 완전 신기해. 카아!! 특유해 인가 봐. 다른 거 또 있나?

(중략)
S7 아 대박 완전 기막힌 방법으로 풀었어. 아 대박.

(중략)
S7 이것도 기막힌 방법이 생각났어요.

창의적인 해법을 찾을 때, 이 유형의 학생들은 ‘신기하다’, ‘기막히다’,

‘대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발견의 기쁨을 표현하였고, 발견의 기쁨은

추가적인 해법을 찾는 내적 동기 부여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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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 전사
S7 선생님, 저 저번에 (발표)안 했어요.
교사 저번에 안 했니?
S23 OO이 많이 했어요.
S7 나 안 했어, 뭘 많이 해?
S20 야, 너는 안 해도 되잖아
S23 대신 도장이 몇 개인데?
S7 너도 했잖아 너도. 난 도장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S7의 발언과 같이 그룹1에 속하는 학생들은 도장의 개수가 충분한데도,

스스로 발견한 해법을 공유하고 발표하길 적극적으로 희망하였다. 또한,

그룹1은 유창성과 유연성, 독창성, 정교성이 발현된 해법을 다양하게 산

출하였는데 [그림 Ⅳ-10]은 S13의 창의성이 발현된 해법이다.

[그림 Ⅳ-10] S13의 문제7의 해법

S13은 <표 Ⅳ-37>과 같이 총 5가지의 방법으로 풀이를 시도하였으며,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한 방법은 성공하지 못해 총 4가지 해법을 제시하

였다. 함수와 대수, 산술의 각 범주에 속하는 해법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세 번째 풀이 방법은 반비례 문제에서 비례식을 사용한 창의적인 해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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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순서 풀이 방법
1 반비례 함수식 이용한 함수적 풀이
2 역수를 곱해서 구한 산술적 풀이
3 반비례의 비례식을 이용한 방정식 풀이
4 총 일의 양을 계산해 해결한 산술적 풀이
5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한 함수적 풀이

<표 Ⅳ-37> S13의 문제7의 해법

문제8에 대한 S20의 풀이에서는 첫 번째 풀이와 두 번째 풀이에서 유

연적인 사고(유연성)가 드러났다([그림 Ⅳ-11], <표 Ⅳ-38>). 첫 번째 풀

이를 보면 가로(3)와 세로(2)의 비율을 합친 ‘전체’(5)에서 가로가 차지하

는 비율(
 )을 이용해 전체 길이(30)를 구하고, 전체 길이(30)와 세로가

차지하는 비율(
 )을 이용해 세로의 길이(12)를 구하였다. 두 번째 풀이

에서는 가로와 세로 ‘각각’의 비율(3:2)에 초점을 맞춰 주어진 가로의 길

이(18)와 비례식을 이용해 세로의 길이를 구하였다. S20은 첫 번째 방법

에서는 전체와 부분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고, 두 번째 풀이에서는 부분

끼리의 관계에 주목하는 관점의 전환(유연성)을 보였다.

[그림 Ⅳ-11] S20의 문제8의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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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순서 풀이 방법
1 비율을 이용한 산술적 풀이
2 비례식을 이용한 대수적 풀이
3 직사각형 그림을 활용한 기하적 풀이

<표 Ⅳ-38> S20의 문제8의 해법

다음은 독창성의 사례이다. 많은 학자(Ervynck, 1991; Leikin, 2009;

Levav-Waynberg & Leikin, 2012; Mann, 2006; 이경화, 2015 등)가 창의

성의 요소 중에서 독창성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처럼 학생들

또한 아래의 대화에서와 같이 독창성의 가치를 높게 여기고, 독창적인

해법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상대방의 해법에 대해 평가를 할 때도

‘꼼수’를 사용한 방법보다는 ‘완전 새로운’ 방법에 좋은 반응을 보였다.

화자 전사
S20 야, 너, 답은 몇 개 구했어?
S7 다 구했는데, 3개
S20 3개?
S7 응. 왜? 뭐?
S20 꼼수 부렸어? 3번에서? 아니면 완전 새로운 거 구했어?
S7 꼼수를 왜 부려? 난 너 같지 않아.

[그림 Ⅳ-12]의 풀이 방법2, 3은 S20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면서 새로

운 표현 도구를 사용한 사례이며, 전사 자료는 이 도구를 활용한 해법

(풀이 방법3)을 발표한 S20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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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2] S20의 예제1의 해법

화자 전사

S20 얘가 만약 10이라고 치면 얘가 2을 곱해주면 220 이잖아요. 그

러니까 얘를 또 80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계산 쉽게 하려고. 그

럼 얘를 8을 곱하면 1760이니까, 0을 빼주면 176이 되요. 

S20은 풀이 방법2, 3에서 선의 아랫부분에 거리(㎞)를 적고, 선의 윗부

분에는 연료량(L)을 적은 후, 수치를 변형시키면서 과제를 해결하였다.

이 선은 Darr & Fisher(2004)의 연구에서 학생들이 비율과 실제 값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유용하게 사용한 Double Number-line과 유사하다

([그림 Ⅳ-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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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3] Double Number-line (Darr & Fisher, 2004, p.5)

[그림 Ⅳ-14]

S20의 표현

[그림 Ⅳ-13]의 과제를 해결할 때 선의 아래쪽에는 비율을 일정한 간격

으로 적고, 위쪽에는 비율에 대응되는 실제 값을 적음으로써 답을 구할

수 있다. Double Number-line에서는 한 개의 축(선)에 여러 값이 대응되

는 반면, S20의 도구에서는 한 개의 선에 한 쌍의 값만 대응된다. 두 도

구 모두 축(선)을 경계로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서로 다른 단위의 값을

적을 수 있다는 유용성 측면에서 수학적으로 의미 있는 도구이다. 교육

과정에서 Double Number-line을 학습하지 않았지만, S20은 필요에 따라

유용한 도구를 고안하여 풀이하였다. 이후에도 S20은 [그림 Ⅳ-14]와 같

이 다른 과제에서도 이 도구를 유용하게 사용하였다.

이번에는 풀이 방법 면에서 독창적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Ⅳ-15]는 S7의 활동지에 기록된 내용이며, 이 중 세 번째 풀이 방법을

발표한 것이 [그림 Ⅳ-1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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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5] S7이 활동지에 작성한 문제8의 해법

[그림 Ⅳ-16] S7이

발표할 때 작성한

문제8의 해법

아래 전사 자료는 S7의 해법 설명이며, <표 Ⅳ-39>는 S7이 활동지에

풀이한 것을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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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 전사
S7 3:2를, 직사각형이니까 정사각형으로 만들려면 3:2를 2.5:2.5로

만들어야 해요. 그러면 3에서 -0.5를 해야지 2.5가 되고, 2에서

+0.5가 되어야지 2.5가 되요. 그래서 0.5가 전체 3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봤더니 3 곱하기 
 을 해야 0.5가 되요 그래서 3과

18은 같은 관계니까 18 곱하기 
을 했더니 3이 됐어요. 그래서

18-3을 했더니 한 변의 길이가 15인 정사각형이 됐어요. 아까

18-3 했었으니까 여기서는 네모 더하기 3을 해야 15가 되잖아

요. 그래서 세로의 길이가 12가 됐어요.

백동현, 이경화(2017)의 연구에서 학생들의 나중 해법이 유연성이 높고,

독창적이었는데, S7의 사례([그림 Ⅳ-15])에서도 마찬가지이다. S7의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일반적인 대수적 풀이이며, 세 번째 풀이는 대수에서

기하로 관점이 전환되었고(유연성), 직사각형을 정사각형으로 전환한 후

다시 직사각형에 적용한 독창적인 해법이다(독창성).

풀이 순서 풀이 방법
1 비례식을 이용한 대수적 풀이
2 방정식을 이용한 대수적 풀이
3 직사각형과 정사각형 그림을 활용한 기하적 풀이

<표 Ⅳ-39> S7의 문제8의 해법

다음 사례들은 정교성과 관련된 것들이다. 첫 번째 사례는 S20의 발표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림 Ⅳ-17]은 S20이 예제1의 풀이 방법에

대해 발표한 두 가지 해법이고, 전사 자료는 S20이 발표한 내용이다.

[그림 Ⅳ-17]에서 왼쪽이 S20이 첫 번째 제시한 해법이고, 오른쪽이 두

번째 제시한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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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7] S20의 예제1의 해법

화자 전사
S20 얘가 만약 10이라고 치면 얘가 2를 곱해주면 220이잖아요. 그

니까 얘를 또 80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계산 쉽게 하려고. 그럼

얘를 8을 곱하면 1760이니까, 0을 빼주면 176이 되요. 사실은

원래 더 간단한 걸 하려고 했는데 얘가 이미 나와서

교사 그럼 원래 하려던 것을 보여줄래요? OO이(방법)?

S20 미안해. 이거 원래 5이잖아요. 110이니까 얘를 5로 나누면 1이

니깐 나누면 22. 8을 곱해주면 176

S20은 처음에 발표하려고 했던 풀이24)가 S8의 해법과 같다고 생각을

하여 다른 풀이25)를 제시하였다. 풀이 방법을 발표한 후 다른 해법이 존

재한다고 언급하였고, 교사의 허락을 받아 두 번째 해법을 보였다. S20

은 나중에 제시한 풀이가 정교하게 다듬어져 더 간단한 풀이라는 것(정

교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나중 해법을 더 선호하였다.

[그림 Ⅳ-18]의 왼쪽 위에서부터 반시계방향으로 S7의 풀이 방법1, 풀

이 방법2, 풀이 방법2를 발표한 내용이다.

24) [그림 Ⅳ-17]의 오른쪽 풀이
25) [그림 Ⅳ-17]의 왼쪽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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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8] S7의 예제2의 해법

첫 번째 풀이 방법에서 S7은 방정식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였다. 방정

식의 좌변인 16×45가 30의 배수가 됨을 확인하였고, 이를 이용해 두 번

째 풀이 방법을 제시하였다. 16×45를 인수로 분해하였고, 마찬가지로 30

도 인수로 분해하였다. S7의 활동지에는 여기까지만 기록이 되어 풀이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S7이 칠판에서 발표한 내용에는 이렇게

분해한 의도가 잘 드러난다([그림 Ⅳ-18]). 이렇게 분해함으로써 방정식

의 좌변과 우변에 2와 15가 공통 인수로 남게 되고, 공통 인수를 소거하

면 남은 수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된다. 공통 인수를 소거하는 데에 목

적이 있으므로 각각의 수를 소인수분해 하지도 않았다. 즉, S7은 첫 번

째 풀이에서 방정식의 양변의 특징을 발견하였고, 이를 활용해 양변을

한 번에 소거하는 간결성을 추구하였다(정교성).

그룹2의 경우 대부분의 문제에서 [그림 Ⅳ-19], [그림 Ⅳ-20]과 같이 유

창성과 유연성, 정교성이 드러나는 해법을 제시하였으나, 그룹1과 비교했

을 때는 독창적인 해법이 적었으며, 해법을 표현할 때는 주로 기호적 표

현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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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9] S19의 문제5의 해법

풀이 순서 풀이 방법
1 비례식을 이용한 방정식 풀이
2 함수를 이용한 풀이

<표 Ⅳ-40> S19의 문제5의 해법

[그림 Ⅳ-20] S24의 문제6의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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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순서 풀이 방법
1 비율을 이용한 산술적 풀이
2 비례식을 이용한 방정식 풀이
3 함수를 이용한 풀이

<표 Ⅳ-41> S24의 문제6의 해법

그룹3에 속하는 S8은 창의성 측면에서 문항에 따라 불규칙한 반응을

보였다. [그림 Ⅳ-21]의 예제1에서 S8은 함수 외에 3개의 해법을 추가로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와 세 번째 풀이는 기본 단위를 이용한 산술적 풀

이고, 두 번째 해법은 비례식을 이용한 대수적 풀이다. 두 번째 해법은

등호 사용에 오류가 있는, 정교성이 낮은 해법이다.

[그림 Ⅳ-21] S8의 예제1의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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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순서 풀이 방법
1 기본단위를 이용한 산술적 풀이
2 비례식을 이용한 방정식 풀이
3 기본단위를 이용한 산술적 풀이

<표 Ⅳ-42> S8의 예제1의 해법

문제5에서는 대수적, 산술적, 함수적 3가지 범주의 해법을 제시하였고,

해법의 정교성도 높았다([그림 Ⅳ-22]).

[그림 Ⅳ-22] S8의 문제5의 해법

풀이 순서 풀이 방법
1 비례식을 이용한 방정식 풀이
2 비율을 이용한 산술적 풀이
3 함수를 이용한 풀이

<표 Ⅳ-43> S8의 문제5의 해법

그룹3의 S8은 다른 그룹의 학생들보다 시각적 표현의 사용 빈도가 높

았다. S8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시각적 표현을

사용하거나([그림 Ⅳ-23]), 해법을 표현하기 위해서 시각적 표현을 이용

하였다([그림 Ⅳ-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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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3] S8의 시각적 표현

S8은 해법을 제시할 때 화살표나 선 등의 시각적 표현을 이용해 각 수

의 관계 또는 식의 전개 흐름을 나타내었다([그림 Ⅳ-24]).

[그림 Ⅳ-24] S8의 시각적 표현2

그룹4에 속하는 학생들은 형식적인 지식보다 비형식적 지식을 이용하여

추가 해법을 제시하였다. 함수를 이용한 풀이의 수가 적었으며, 대신 산

술적 조작을 이용한 해법이 많았다. 다른 그룹보다 유연성과 독창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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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성이 낮았지만 그룹4의 학생들 중에는 다양한 해법을 산출하기 위해

수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림 Ⅳ-25] S1의 예제1의 해법

[그림 Ⅳ-25]의 풀이 방법2를 보면 풀이의 정교성과 계산의 효율성이

낮지만 수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여 해를 찾아가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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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6] S1의 문제6의 해법

문제6에서도 S1은 비례식을 이용한 방정식 풀이를 제시한 후 추가적인

해법으로 수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여 해법을 산출하였다([그림 Ⅳ-26]).

[그림 Ⅳ-27]의 S10의 해법은 S1의 사례([그림 Ⅳ-25], [그림 Ⅳ-26])보

다 계산의 효율성과 정교성이 높은 사례이다. S10은 비례식을 이용한 방

정식 풀이를 한 후 기본 단위를 이용한 해법과 배율을 이용한 해법을 제

시하였다.

[그림 Ⅳ-27] S10의 문제6의 해법

또한 다른 그룹에 비해 언어적 표현([그림 Ⅳ-28], [그림 Ⅳ-29])을 이용

한 해법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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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8] S1의 언어적 표현

[그림 Ⅳ-29] S14의 언어적 표현

종합해보면, 그룹1은 모든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구하였고, 유창성

과 유연성, 독창성, 정교성이 드러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표

현 면에서도 기호적 표현뿐만 아니라 시각적 표현도 잘 사용하였다. 그

룹2는 유창성과 유연성, 정교성이 드러나는 해법을 잘 제시하였지만 독

창성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한 면을 보였다. 1명(S8)의 해법을 분석하는

것이어서 그것을 통해 그룹3의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

만 제시된 해법만으로 분석했을 때, 그룹3은 문제 해결 수준에서 형식적

인 해를 잘 구하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와 해법 표현을 위하여 시각적

인 표현을 자주 사용하였다. 그룹4는 전반적으로 함수를 이용한 해법을

제시하는 데는 어려움을 보였지만 대안으로 산술적인 해법을 시도한 경

우가 많았다. 또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여 유창성을 드러냈지만 유연성

과 독창성, 정교성의 측면에서는 나머지 그룹보다 낮은 수준의 해법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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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비형식적 지식

그룹1에 속한 학생들은 형식적 지식과 비형식적 지식을 모두 활용해 문

제를 해결한 경우가 많았다. 먼저 그룹1의 학생들에게 익숙한 함수 또는

방정식을 이용해 풀이를 한 후, 추가적인 해법을 제시할 때 비형식적 지

식을 이용하였다. 이때의 해법은 독창적인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S13은 문제3에서 반비례 함수를 이용한 해법을 구한 후 추가로 3개의

해법을 제시했는데([그림 Ⅳ-30]), 이 중 첫 번째와 세 번째의 해법이 비

형식적 지식을 활용한 해법이다.

[그림 Ⅳ-30] S13의 문제3의 해법

풀이 순서 풀이 방법
1 비율을 이용한 산술적 풀이
2 총량을 이용한 산술적 풀이
3 반비례의 비례식을 이용한 방정식 풀이

<표 Ⅳ-44> S13의 문제3의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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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풀이는 비율을 이용한 해법인데 ×


 이고, 반비례 상황

이므로, 

의 역수인 


를 L에 곱하여 L를 구하였다. 세 번째 풀이는

반비례 상황에 비례식을 적용한 독창적인 해법이다. 아래 전사한 내용은

세 번째 풀이에 대한 S13의 설명이다.

화자 전사
S13 80분에서 60분이 됐으니깐 60/80 인데 이게 비가 반비례니까 두 수

를 바꿔야 되서, 60:80=3:□가 되어 □= 4

S13은 정비례 개념 때 배운 비례식과 반비례 개념을 연결하였다. 매 분

넣는 물의 양과 수조를 가득 채우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반비례 관계이

기 때문에 비례식에서 두 수의 자리 순서를 뒤바꾸었다. 정규 교육과정

에서 비례식은 정비례 문제일 때만 다루는데, S13은 정비례 관계일 때의

비례식 구조를 변형하여 반비례 문제에 비례식을 적용하였다. 독창성의

사례에서 언급한 S20의 새로운 도구를 이용한 해법 또한 비형식적 지식

을 활용한 해법이다([그림 Ⅳ-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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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1] S20의 예제1의 해법

그룹2는 그룹1보다 비형식적 지식의 활용 정도가 낮았으며, 비형식적

지식을 활용한 해법이 독창적인 해법인 경우도 적었다. [그림 Ⅳ-32]는

그룹2에 속하는 S23의 해법인데 문제1에서 정비례 함수를 이용한 해법

을 구한 후 추가로 3개의 해법을 제시하였다(<표 Ⅳ-45>).

[그림 Ⅳ-32] S23의 문제1의 해법



- 79 -

풀이 순서 풀이 방법
1 기본 단위를 이용한 산술적 풀이
2 비례식을 이용한 방정식 풀이
3 수 조작을 통한 산술적 풀이

<표 Ⅳ-45> S23의 문제1의 해법

이 중 세 번째 해법이 비형식적 지식(수 조작)을 활용한 해법이다. 그룹

3에서는 유의미한 비형식적 지식의 활용 사례가 없었다. 각 문제에 대한

해법의 수가 적었고, 산출된 다중해법들은 형식적 지식을 활용한 해법이

었다. 그룹4는 그룹1과 다른 양상으로 비형식적 지식을 활용하였다. 그룹

4에 속하는 학생 중에는 함수식이나 대수식 등 기호적 표현을 사용해 문

제를 해결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많았으며, 이들은 다른 방법

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사례로서 주어진 과제에

대해 S18과 교사가 나눈 대화(전사 자료), S18의 활동지([그림 Ⅳ-33]),

S18의 발표 내용(전사 자료)이다.

화자 전사
S18 근데 꼭   써야 되요?
교사 네.   이용해서 한 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S18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교사 우선 우리가 함수를 연습하는 것이니깐 함수로 풀고
S18 다 풀긴 했는데
교사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거야
S18 휴.. (한숨) 함수로 못하겠어..그냥 푸는 건 쉬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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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3] S18의 문제1의 해법

화자 전사
S18 먼저 일단은 27톤을 넘지 않게 일단은 6에다 4를 곱해서 24를 만들

고, 그 다음에 2시간에 4를 곱하면 8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6 나누기

2를 해요 그럼 3톤이 되고, 24톤에 3톤을 더하면 27톤. 그리고  2시

간 나누기 2를 하면 1이 되고, 8시간 더하기 1시간을 하면 9시간
교사 아 오케이. 이 아이디어도 좋은데 6에서 6톤을 27톤으로 맞춘 거지?
S18 네
교사 6에서 4배해서 24톤 만들고, 3톤은 6톤의 반절이니깐 1시간. 이렇게

해서. 아주 좋고.

S18은 함수식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어려움을 나타냈으며,

활동지에서도 함수식을 이용해서는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그림 Ⅳ

-33]의 윗부분). 대신 자신의 비형식적 지식을 활용하여 산술적인 방법

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그림 Ⅳ-33]의 아랫부분). 이와 같이 그룹4에서

는 비형식적 지식을 이용하여 수를 조작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많았다

([그림 Ⅳ-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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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4] S1, S2의 비형식적 지식

비형식적 지식의 또 다른 예로 예상과 확인 전략이 있었다([그림 Ⅳ

-35]). S12는 수를 규칙적으로 변화시키면서 해를 구하였다.

[그림 Ⅳ-35] S12의 비형식적 지식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함수에 대한 형식적 지식을 갖추지 못한 학

생들은 자신만의 방법(비형식적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과제를 다중해법과제로 변형함으로써 이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기회와

수업에 같이 참여하고 다른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었다.

종합하면, 그룹1은 초반의 해법으로 형식적 지식을 활용한 해법을 제시

하였으며, 추가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서 비형식적 지식을 활용해 창의적

인 해법을 산출하였다. 그룹2와 그룹3은 비형식적 지식보다는 형식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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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위주의 해법을 제시하였다. 그룹4는 형식적 지식에 어려움을 드러낸

경우가 많았고, 대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비형식적 지식을 활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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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 과제를 다중해법과제로 변형하여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했을 때 학생들의 창의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지와 학생

들의 비형식적 지식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고찰해보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풀이 순서와 창의성은 관련이 있는지, 유연성

과 시각적 표현에 따라 학생들을 유형화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중해법

에 드러난 창의성과 비형식적 지식의 양상은 어떻게 되는지를 연구 문제

로 정하였다.

연구를 위해 중학교 1학년 1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6차시에 걸쳐 수업

을 진행하였고, 함수의 활용 부분의 교과서 과제를 ‘다른 풀이 방법으로

해결해보자’ 또는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구해보라’는 조건을 덧붙여

다중해법과제로 변형하였다. 학생들 배치는 성적을 기준으로 하여 이질

적 모둠으로 하였다.

먼저, 문제6과 문제8에서 학생들의 다중해법의 풀이 순서와 해법 유형

및 범주를 분석함으로써 다중해법과제의 풀이 순서와 창의성이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문제6에서 학생들이 첫 번째 해법으로 가장 많이

제시한 유형1은 전체 해법 공간에서도 가장 비율이 높은 해법으로서 학

생들이 쉽게 생각하고, 알고리즘에 의해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학생들

에게 익숙한 풀이 방법이었다. 반면 가장 적게 제시된 해법은 유형6과

유형7, 유형9인데, 유형7의 해법은 희소성과 수학적 의미는 있지만, 유용

성은 낮은 해법이다. 유형6과 유형9는 희소성과 수학적 의미, 유용성 모

두 갖춘 독창적인 해법으로서 각 학생의 마지막 해법이었다.

문제8에서 학생들이 첫 번째 해법으로 가장 많이 제시한 유형1은 전체

해법 공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컸고, 학생들에게 익숙한, 알고리즘

에 의해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풀이 방법이었다. 문제6과 비교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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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산출한 전체 해법의 개수가 적었고, 특정 해법에 편중된 비율

이 높았다. 가장 적게 제시된 해법은 유형3과 유형7, 유형8인데 세 유형

의 해법 모두 희소성과 수학적 의미, 유용성을 갖춘 독창적인 해법이며,

각 학생의 마지막 해법이다.

두 번째로 학생들의 해법에서 유연성의 발현 여부와 시각적 표현의 사

용 여부를 분석한 후 학생들을 유형화하였다. 유형화된 그룹별로 문항별

해법의 개수와 범주의 개수, 정교성 비율 그리고 풀이 순서에 따른 해법

의 비율, 해법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유연성과 관련하여서는 두 문제 모두에서 유연성이 드러났을 때, 강한

유연성으로 분류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 약한 유연성으로 분류하였다.

문제6에서 학생들의 해법 평균 개수는 2.4개이고, 범주 평균 개수는 2.0

개이며, 문제8에서 학생들의 해법 평균 개수는 1.5개이고, 범주 평균 개

수는 1.3개이다. 24명의 학생 중 7명의 학생이 강한 유연성으로, 나머지

학생들은 약한 유연성으로 분류되었다.

시각적 표현은 문제8에서 학생들이 구체적인 그림이나 도형 또는 다이

어그램이나 그래프, 표 등을 사용했는지를 분석하였다. 총 5명의 학생이

시각적 표현을 사용하여 풀이를 하였는데, 시각적 표현을 사용한 풀이

순서에 따라 시각적 표현의 쓰임이 달랐다. 첫 번째 해법으로 시각적 표

현을 사용한 학생들은 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시각적인 표

현을 사용하였으며, 마지막 해법으로 시각적 표현을 사용한 학생들은 추

가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사용하였다.

유연성과 시각적 표현에 따라 학생들을 유형화한 결과 강한 유연성을

보이고, 시각적 표현을 사용한 그룹1에 4명의 학생이 속했다. 강한 유연

성을 보이지만, 시각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그룹2에는 3명의 학생이

속했고, 약한 유연성을 보이고, 시각적 표현을 사용한 그룹3에는 1명, 약

한 유연성을 보이고, 시각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그룹4에는 16명이 속

했다.

문항별 해법의 개수와 범주의 개수, 정교성 비율을 그룹별로 비교하였

을 때, 문제6에서는 그룹1과 그룹2보다 그룹3과 그룹4의 해법과 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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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개수가 적었고, 정교성이 낮았다. 문제8에서는 그룹1이 나머지 그룹

보다 해법과 범주의 평균 개수가 많았다. 그룹4의 경우 산출된 해법의

평균 개수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정교성이 증가하였다. 강한 유연성

으로 분류된 그룹1과 그룹2를 비교해보면 문제6에서는 그룹 간에 뚜렷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지만, 문제8에서는 그룹1이 그룹2보다 해법의 평균

개수는 1.5개, 범주의 평균 개수는 0.8개 많았다. 또한 문제6과 문제8에서

그룹1은 해법의 개수, 범주의 개수, 정교성의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된 반

면, 그룹2에서는 문제8의 해법의 개수와 범주의 개수가 1개씩 감소하였

다.

문제6에서 풀이 순서에 따른 해법의 유형과 해법의 범주를 분석한 결

과, 모든 그룹에서 유형1을 풀이 초반의 해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그룹1과 그룹4가 유연성과 시각적 표현 면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그

룹인데, 이들의 초반 해법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유형1을 제외하면, 그룹

1은 유형5(함수식)를, 그룹4는 유형8(산술식)을 많이 제시하였다. 유형별

해법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그룹4에서 특정 유형(유형8, 유형1)에

치우친 정도가 컸다. 강한 유연성으로 분류된 그룹1과 그룹2를 비교했을

때는 사용한 해법의 유형 개수와 유형에 편중된 비율을 근거로, 그룹1에

서 더 다양한 유형의 해법이 산출되었다.

문제8에서 풀이 순서에 따른 해법의 유형과 해법의 범주를 분석한 결과

모든 그룹에서 유형1을 첫 번째 해법으로 가장 많이 제시하였다. 모든

그룹에서 첫 번째 해법이 유형1에 편중된 비율이 문제6에서보다 높았으

며, 특히 그룹4에서는 84.6%에 달했다. 유형별 해법에 대한 선호도를 분

석한 결과 그룹1보다는 그룹2, 3, 4에서 유형1에 편중된 비율이 높고, 문

제6과 비교했을 때도 그룹1보다는 그룹2, 3, 4에서 선호도 편중 비율의

변화가 크고, 산출된 해법의 개수와 유형의 종류, 범주의 종류가 적었다.

강한 유연성으로 분류되는 그룹1과 그룹2를 비교했을 때, 선호 유형과

범주에서 차이가 났다.

창의성 발현과 비형식적 지식의 활용 양상은 그룹별로 차이가 있었다.

그룹1은 모든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구하였으며, 유창성과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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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창성, 정교성이 드러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표현 면에서도

기호적 표현뿐만 아니라 시각적 표현도 두루 사용하였다. 그룹2는 유창

성과 유연성, 정교성이 드러나는 해법을 잘 제시하였지만, 독창성 측면에

서는 그룹1보다 낮았다. 그룹3은 문제 해결 수준에서 형식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해를 구하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각적인 표현을 자주 사

용하였다. 그룹4는 전반적으로 함수를 이용한 해법을 제시하는 데는 어

려움을 보였지만 대안으로 산술적인 해법을 시도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여 유창성을 드러냈지만, 유연성과 독창성, 정교성

의 측면에서는 나머지 그룹보다 수준이 낮았다.

비형식적 지식의 활용 면에서 그룹1은 초반의 해법으로 주로 형식적 지

식을 활용한 해법을 제시하였으며, 추가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서 비형식

적 지식을 활용하였다. 그룹2와 그룹3은 비형식적 지식보다는 형식적 지

식 위주의 해법을 제시하였다. 그룹4는 형식적 지식에 어려움을 드러낸

경우가 많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비형식적 지식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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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 및 결론

이 절에서는 앞에서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수학적 창의성과 다중해법과

제 그리고 비형식적 지식, 시각적 표현과 관련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박종원, 지경준(2015)의 연구에서 학생과 교사 그리고 교육학자 간에 창

의성에 대한 인식과 관점이 달랐던 것처럼 이 수업에서도 창의적인 해법

에 대해 교사의 관점과 학생의 관점에 차이가 있었다. 학생들은 독창적

이고 기발한 해법을 창의적인 해법으로 인정을 하였고, 독창성이 결여된

해법에 대해서는 ‘꼼수’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유창성과 유연성 그리고

정교성이 발현된 해법 또한 창의적인 해법으로 간주하는 교사의 입장과

달랐다. 학생이 독창적인 해법만 창의적인 해법으로 간주하는 관점을 가

지고 있을 때 본인의 창의성을 간과할 수 있고, 창의성에 대한 접근 가

능성도 낮아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학생들은 교사가 기대하는 답

이라고 생각하는 답만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Cobb & Bauersfeld, 1995).

교사가 창의성을 독창성 측면에서만 바라볼 때 의도치 않게 학생들의 창

의적인 해법을 간과하거나 무시할 수 있으며, 창의성 교육을 실천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혜숙 외(2012)의 연구에서 교사들이 창

의성 교육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창의성 교육의 실천에 대해서는 부정

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창의성 개념과 창의적인 수업에 대한 인식을 전

환함으로써 창의적 수업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교

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적 창의성 개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수학적 창의성 평가와 관련하여 해법의 희소성이 창의성을 보장하지 못

했다. 영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백동현, 이경화(2017)의 연구에서는 희

소성이 있는 해법은 독창적인 해법이었다. Leikin의 많은 연구(예를 들

어, Leikin & Lev, 2007; Leikin, 2009)에서 또한 평가 대상이 10명 이상

일 경우 상대적 희소성을 가지고 독창성을 평가하였다. 희소성이 있지만,

수학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해법이 있을 수 있기에 이대현(2014)은 수학

적으로 유의미하고, 비 관습적이며, 희소성을 충족시키는 해법을 독창적

인 해법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S12의 예상과 확인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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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해법은 수학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비 관습적이며, 희소성 또한

충족시키지만, 창의성 평가의 큰 축 중의 하나인 유용성을 고려했을 때,

창의적인 해법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독창성을 평가

할 때는 유용성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중해법과제를 활용한 수학적 창의성 평가는 주로 Leikin의 평가 방법

을 쓰지만, 평가의 목적이 다를 때는 평가 기준이 달라야 한다. 예를 들

어 수학적 창의성 평가의 목적이 영재 선발과 같이 선별에 있고, 이를

위해 수학적 창의성을 측정한다면 절대적인 기준에 의하여 유창성과 유

연성, 독창성, 정교성 등을 평가하는 기존의 평가 도구를 사용하면 된다.

하지만 수학적 창의성 평가의 목적이 창의성 함양을 위한 것이라면 평가

의 기준이 각 개인에게 있고, 본인에게 유의미하여야 한다. 즉, 기존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을 뛰어넘을 때 창의성이 함양된다. 상대적으

로 유연성이 있고, 독창적인 해법일 지라도 그러한 해법이 본인이 선호

하는 풀이이고, 익숙하며, 알고리즘에 의한 것이라면 본인에게는 창의적

인 해법이 아니다. 수학적 창의성 함양을 위한 평가에서는 개인의 인지

적 노력(Lithner, 2008)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다중해법과제와 관련된 논의이다. 문제6과 문제8에서 학생들이

제시한 다중해법 순서를 분석한 결과 학생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해법

으로 쉽게 생각해낼 수 있고, 익숙하며, 알고리즘으로 해결 가능한 해법

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수학적으로 의미 있고, 희소성을 지녔으며, 유용

성을 지닌 독창적인 해법은 대부분 학생의 마지막 해법들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백동현, 이경화(2017)의 연구에서 영재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나

타났으며, Haylock(1987, 1997)과 Lithner(2008)는 본 연구에서 학생들이

첫 번째, 두 번째 해법으로 제시한 풀이를 모방에 의한 풀이 또는 알고

리즘에 의한 풀이로 명명하였다. 학생들은 인지적 노력 없이 이전의 경

험에 의존하여 알고리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

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창의성을 드러낼 기회를 거의 얻지 못한다

(Haylock, 1987). 따라서 창의성을 발현할 기회와 다양한 표현의 사용 기

회, 그리고 새로운 해법을 탐구할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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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과제를 다중해법과제로 변형하였고, 다중해법

과제를 통해 학생들에게 학습 기회와 탐구 기회, 다양한 표현을 사용할

기회 그리고 창의성을 발현할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연구 결과, 다양한

창의성 사례와 비형식적 지식의 활용 사례가 있었다. 수학적 지식이 수

학적 창의성 발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수학적 창의성을 추구하는 때에

만 그리하기 때문에(이경화, 2015), 일반 과제를 다중해법과제로 변형함

으로써 학생들의 창의성을 함양시킬 수 있다.

다중해법과제의 역할은 그룹별로 달랐다. 형식적 지식의 사용과 기호적

표현에 익숙한 그룹1과 그룹2는 비형식적 지식을 포함한 다양한 지식을

활용해 추가 해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다중해법과제는 그룹1에게 강한

탐구 욕구와 내재적 동기를 불러 일으켰고 이를 기반으로 그룹1의 학생

들은 창의적인 해법을 다양하게 산출하였다. 형식적 지식, 기호적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그룹3과 그룹4는 다중해법과제를 해결할 때, 시각적 표현

이나 비형식적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고, 자신만의 새로운 해

법을 산출하는 경험을 하였다. 문제 해결에서의 성공 경험과 자신만의

해법 산출 경험은 특히 그룹4의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표에 임할 수 있게 하였다. 흥미나 즐거움, 만족감, 도전 정신 등을 통

해 동기 부여될 때, 창의성이 더 증폭된다는 사실(Erbas & Bas, 2015)은

다중해법과제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선행 연구를 분석한 결과 수학적 능력을 갖춘 학생들이 다양한 해법을

산출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한 가지는 다중해법 산출 방법과 관련된 것이

었다(Levav-Waynberg & Leikin, 2012; 백동현, 이경화, 2017). 학생들은

어떻게 서로 다른 해법을 산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시한 해법이 서로

다른 해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는 교사의

지도와 다중해법의 사례 교육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다중해법을 산출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사실이다(이경화,

2015). 한 가지 해법으로도 문제 해결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해법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도 하고, 선발을 위한 평가가 아닌 일반 수업 상황에

서는 다중해법과제에 임하는 학생들의 태도가 소극적일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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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수업에서 다중해법과제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는 학생들이 다양한 해법을 탐구할 수 있게 동기 부여 하는 것이 중요하

며, 수많은 연구자(예를 들어, Amabile, 1996; Hennessey, 2003; Runco

& McGarva, 2013) 또한 창조적 과정에서 동기 부여의 중요성을 언급하

였다(Erbas & Bas, 2015).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동기 부여를 위하여 발

표하는 학생들에게 수행평가와 관련된 도장을 찍어 주었다. 하지만 S7의

사례(전사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그룹1에 속하는 학생 중 일부는 도장

을 받기보다는 본인이 찾아낸 새로운 해법을 발표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

였다. 마치 수학자들이 수학적으로 새로운 내용을 발견하였을 때, 그 사

실을 수학자 집단에 공표하고 그들의 인정을 받아 수학적 사실로 인정받

는 것처럼 학생들은 스스로 발견한 해법을 다른 학생들과 교사 앞에서

발표하고, 인정받기를 원했다. 다른 학생들과 교사의 인정과 칭찬은 또

다른 외재적 동기로 작용하였으며, 이러한 외재적 동기와 즐거움, 도전

의식, 흥미, 호기심의 내재적 동기는 서로 시너지로 작용하여 학생들이

창의적 해법을 산출하는 큰 원동력이 되었다(Amabile, 1993).

또한 다양한 해법의 공유는 발표자 외의 학생들에게 학습의 기회가 되

었다. 예를 들어, 함수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

생은 산술적인 방법이나 대수적인 방법을 배워서 다른 문제의 풀이에 적

용하였다. 반비례 상황에서의 비례식 풀이나 S20의 새로운 도구는 발표

이후에 다른 학생들의 풀이 사례에도 나타났다. 즉, 다중해법과제는 개인

의 창의성을 발현시키고, 비형식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만, 그 다중해법을 공유할 때 다른 학생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부여하는

수단이 되어 쓰임새가 확장된다. 수학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사소

통하는 것과 같은 수학적 사고 양식은 그와 같은 활동이 강조되고 환영

받는 교실 상황에서 제대로 학습될 수 있다(방정숙, 2001). 다중해법과제

를 이용한 수업에서 학생들은 새로운 해법의 탐구와 발견, 그리고 해법

의 공유를 통해 수학적 사고 양식을 배울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수학 성적 대신 유연성과 시각적 표현에 따라 학생들을 유

형화 하였다. 그룹별로 풀이 순서, 선호도, 창의성의 발현 정도와 비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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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식의 사용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이를 통해 각 그룹에 요구되는

그리고 요구할 수 있는 창의성과 비형식적 지식 그리고 수학적 지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문제6에서보다 문제8에서 그룹1과 나머

지 그룹 간의 해법에 차이가 컸다. Haylock(1997)은 루틴 절차나 정형화

된 반응을 계속 고집하는 현상을 알고리즘에 대한 고착(algorithmic

fixation)으로 정의하였는데, 학생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고, 익숙한 방

법, 또는 공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알고리즘에 대한 고착이다. 백

동현, 이경화(2017)는 고착에서 벗어나는 정도를 통해 창의성을 측정

(Haylock, 1987, 1997)할 때 학생들에게 익숙하고, 정형화된 알고리즘이

있는 과제를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였는데, 문제6과 문제8 둘 다

학생들에게 익숙하고, 정형화된 알고리즘이 있는 과제이며, 학생들의 해

법은 특정 유형에 편중되었다. 문제8의 지문 안에 특정 풀이 전략을 유

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을 때 학생들은 더 심한 고착 현상을 보였으며,

그룹1과 나머지 그룹이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따라서 고착에 벗어나는

정도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을 측정하는 평가 도구를 만들 때는 평가

도구의 지문이 학생들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비형식적 지식과 관련된 논의이다. 선행 연구(Baroody, 1987;

Baroody & Coslick, 1998; 김진호, 2002; 백선수, 2004; 장혜원, 2009)에

서 비형식적 지식은 형식적 지식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

가 부각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비형식적 지식 그 자체로서의 가치에 주

목하였다. Baek(1998)의 연구에서 학생들에게 형식적인 지식을 가르치지

않고 비형식적 지식을 사용할 기회를 부여했을 때, 학생들은 자기만의

알고리즘을 개발하였고, 알고리즘을 만들면서 수에 대한 감각을 향상시

킬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는데, 수업에서 비형

식적 지식을 통해 직관과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

(Resnick, 1989; 백선수, 2004)의 결과와 같이 형식적 지식을 갖춘 학생

들은 비형식적 지식을 활용하여 구조에 대한 통찰을 얻거나 창의적인 해

법을 추가로 산출할 수 있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S13이 반비례 문

제에서 비례식을 적용하는 것이나 S20이 문제를 해결할 때 새로운 도구



- 92 -

를 활용하여 해법을 제시한 것 그리고 S7이 수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여

규칙성을 발견한 것이 그에 해당한다. 또한 그룹4의 형식적 지식을 갖추

지 못한 학생들은 비형식적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S18의 사

례와 같이 수를 조작함으로써 자신만의 방법으로 해법을 산출하는 성공

경험을 하였다. 하지만 비형식적 지식이 많다는 것이 형식적 수학의 학

습을 보장해주지 못하고(김진호, 2002; 이경화, 2015), 비형식적 지식에만

머무르고 의존할 시 개념적 발달에 어려움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Resnick, 1989), 여러 선행 연구(Baroody, 1987; Baroody & Coslick,

1998; 김진호, 2002; 백선수, 2004)에서 제언하는 바와 같이 비형식적 지

식을 토대로 형식적 지식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지도해야 할 것이다.

비형식적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한 성공 경험은 학생들에게 동기

를 부여하기 때문에(Resnick, 1989), 그룹4에 속하는 학생들이 형식적 지

식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비형식적 지식이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에게 가치가 있지만, 교사들은

가르치는 단원에서 다루어야 하는 내용과 수업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학생

들의 비형식적 지식을 간과하기 쉽다. 즉, 형식적 지식으로 이루어진 단

원 목표와 기호적 표현을 강조하게 되고, 학생들 또한 교사의 기대에 부

응하여 형식적 지식으로 이루어진 해법만 산출한다(Cobb & Bauersfeld,

1995). 또한 형식적 지식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주어진 문제에 도전

조차 하지 못한다. 비형식적 지식은 사회・문화적인 요인들에 의해 제약

되기도, 촉진되기도 한다는 Becker & Selter(1996)의 주장을 통해 비형

식적 지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사와 교육과정 개발자 등 수학교육 관

련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학교 수학에서 시각적 표현보다는 기호적・상징적 표현을 강조하기 때

문에(김연식, 장혜원, 1996), 본 연구에서도 학생들은 시각적 표현보다는

기호적・상징적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시각적 표현의 사용은 두

가지 경우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시각적 표현을 선호하는 학생

들이 제시한 것들로써 김연식, 장혜원(1996)이 시각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와 관련된 것으로 본 것과 부합한 경우다. 이들은 문제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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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시각적 표현을 사용하였고, 해법을 표현

할 때도 시각적 표현을 이용하였다. 두 번째는 추가 해법을 찾기 위해서

시각적 표현을 사용한 사례들이다. 이경화, 최남광, 송상헌(2007)의 연구

에서 시각적 표현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구조를 파악할 수 있

었던 사례와 같이 S7은 시각적 표현을 통해 구조를 통찰할 수 있었고,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에 접근하여 창의적인 해법을 산출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통해 학교 수학에서 기호적 표현뿐만 아니라 시각적

표현도 장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중학교 1학년 1학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6차시 수업을 분석한 것이므로, 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그룹3에 속하는 학생 수가 1명이므로, 그룹3의

특징 및 사례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는 후속 연구들이 계속된다면 다중해법과제를 이용한 일반 수업의

가능성과 잠재성을 더욱 깊이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중해법과제와 관련한 후속 연구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사

전・사후 창의성 검사를 통해 다중해법과제를 이용한 수업이 개인의 창

의성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일반 수업과 다중

해법과제를 이용한 수업을 비교하여, 학생들의 내용 이해 및 학습 동기,

창의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다중해

법과제를 해결하면서 학생들의 메타인지 기능이 활성화되는 사례들이 있

었는데, 다중해법과제를 통해 학생들의 메타인지를 활성화하고 메타인지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앞으로 다양한 내용

영역과 타 연구 분야에서도 다중해법과제를 활용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

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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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thematical Creativity and

Informal Knowledge Shown in

the Solution of Multiple

Solution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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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ematical creativity is the essence of mathematics, the essential

goal, content and method in mathematics education. However,

mathematical creativity studies on the meaning and specific methods

of mathematical creativity regarding ordinary students is very scarce,

and only few studies are related to curriculum and textbook within

the field of mathematical creativity research.

Also, math teachers have fewer opportunities to learn about creative

classes and implement them. They also lack creative teaching

materials, and textbook assignments are mostly filled with the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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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students can solve with low-level cognitive efforts using simple

memorization or procedural knowledge.

On the other hand, although there have been constant arguments

that informal knowledge should be used as a basis for mathematics

teaching and learning, because it is related to creativity and that

utilizing it is productive in terms of motivation and concept, school

mathematics still emphasizes formal knowledge only.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find out, when the ordinary textbook

tasks are transformed into the multiple solution tasks in the class,

whether the students' creativity could be fostered and what the

students' informal knowledge means in that class. For this, the

research questions are whether the order of solving tasks is related

to mathematical creativity, whether students can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flexibility and visual representation shown in the

solution of multiple solution tasks, and what aspects of creativity and

informal knowledge are revealed in the multiple solutions.

Analyzing the order of multiple solutions presented by students, it

could be found out that the first and second solutions that the

students presented were the ones that could be easily thought of and

were familiar and could be solved with algorithms. Especially those

that were mathematically meaningful, scarce, and useful creative

solutions were the most of the students' last ones.

In order to produce a variety of solutions, the students explored

them with cognitive efforts, and as a result, a number of creative

solutions were produced. This shows that the multiple solution tasks

can foster the students’ creativity.

Flexibility and visual representation in students’ solutions were

analyzed and the students were classified into four types according to

them. In those groups,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order of sol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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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s, biases of solutions and types of preferred solutions.

Analyzing creativity of the groups showed that Group 1 actively

explored all the tasks and presented various solutions that revealed

fluency, flexibility, originality and elaboration. They also used visual

representation as well as symbolic representation in terms of

representation. Group 2 presented solutions that reveal fluency,

flexibility and elaboration, but the quality of originality was lower

than Group 1. Group 3 used formal knowledge and visual

representation frequently to solve the task. Group 4 had difficulty in

presenting solutions using function across the board, but they often

tried to use arithmetic solutions as alternatives. In that case, the

solutions were at a low level compared to the other groups in terms

of flexibility, originality and elaboration.

Regarding the use of informal knowledge, Group 1 presented

solutions using formal knowledge mainly as an initial solution and

utilized informal knowledge to find additional solutions. This

additional solutions were mostly creative. Group 2 and Group 3

presented formal knowledge-oriented solutions rather than informal

knowledge, and Group 4 often revealed difficulties in using formal

knowledge, but used various informal knowledge to produce

alternative solutions.

Through multiple solution tasks, students were given opportunities

to learn and explore, use various expressions, express creativity, and

utilize informal knowledge.

keywords : Multiple Solution Task, Mathematical Creativity,

Informal knowledge, Order of Solutions, Visual

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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