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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집단창의성 발현을 위한 활동으로 수학적 모델링 활동을 제안하고, 개발 연구의 예비설계와
교수실험 단계에 해당하는 수업 설계 과정 및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이론적 검토를 통해 집단
창의성의 의미와 발현과정, 발현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뒤, 집단창의성 발현과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둘
째,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수학적 모델링에서 집단창의성 발현 가능성과 집단창의성 발현이 수학적 모델링에 미
칠 수 있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후 수학적 모델링 과제와 교수·학습과정안, 그리고 활동지 등의 구체적인 자료
를 개발한 뒤, 전문가 평가와 교수실험을 통해 내용 타당성과 실제 적용가능성을 높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에
서는 집단창의성 발현과정 모델과 수학적 모델링 과정을 토대로, 집단창의성 발현을 위한 수학적 모델링 수업을
설계하였다.
핵심어: 집단창의성, 수학적 모델링, 상호작용, 창의적 시너지, 수업 설계
ABSTRACT. In this study, we propose mathematical modeling activities as an activity to develop group creativity, and
present a lesson design process and its results corresponding to the preliminary design and teaching experiment stage
of a development study. The details are as follows. First, through the theoretical review, the meaning of group
creativity, the development process of group creativity, an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development were identified.
Next, we present the model of the group creativity development process. Second, through the analysis of previous
research, we confirmed the possibility of group creativity in mathematical modeling, and the positive effect of group
creativity on mathematical modeling. Based on these discussions, we developed the mathematical modeling task, the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 plan, and the student's worksheets. In this sense, it is noted that through the evaluation
of the experts and the teaching experiment, the validity and the applicability of the contents were improved. As a
result, we designed a mathematical modeling instruction for group creativity.
KEY WORDS: group creativity, mathematical modeling, interaction, creative synergy, instruction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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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Jung & Lee(2018)는 집단

수학교육에서 수학 활동의 사회문화적인 측면

창의성 발현 시 나타나는 집단 내 상호작용의 특

을 인정하여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수학

징을 논의하고, 나아가 집단창의성 발현을 위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그동안 사회적 구성

교수·학습 방안으로 수학적 모델링을 제시한 바

주의를 비롯한 여러 수학교육 연구자들에 의해

있다. 이는 수학적 모델링이 소집단 중심의 활동

널리 인정되어 왔다(Cobb, 1994; Kaiser & Stender,

으로 수행된다는 Vorhölter, Krüger, & Wendt

2013; Redmond, Brown, & Sheehy, 2013). 이는

(2017), Kaiser(2007), Vorhölter(2018)의 관점을 강

학생들의 수학 활동을 개인의 심리적 측면에서

조한 것으로, 주로 개인 창의성 교육을 위한 교

보는 관점을 초월한 것으로, 수학 학습에서 사회

수·학습 방안으로 제시되어온 수학적 모델링의

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교육적 의미를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한

있다. 학생들 사이의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 소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Jung & Lee(2018)의 연

집단 활동에 대한 관심은 수학적 창의성 연구로

구 역시 집단창의성 발현을 위한 수학적 모델링

도 이어진다. 최근 노벨상 공동수상자 수의 증가

수업 구성 방안이나 교수·학습지도안 등의 구체

와 함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집단창의성 역시

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본

소집단 내 상호작용이라는 수학 활동의 사회문

연구에서는 학교수학에서 집단창의성 발현을 위

화적인 측면을 강조한 교수 학습 활동으로 볼

한 교수 학습 방안으로 수학적 모델링을 제시한

수 있다(Kim & Song, 2012; Zhou & Luo, 2012).

뒤, 집단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 수학적 모델링

ㆍ

ㆍ

그동안 집단창의성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자 한다. 이는 집단창의성이

집단창의성의 개념 및 구성요소에 대한 논의

발현되는 실제적 교육 가능성 확보를 위해 프로

(Woodman, Sawyer, & Griffin, 1993; Zhou & Luo,

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Cho & Jin(2016)의 제

2012), 집단창의성 발현과정에 대한 논의(Sawyer,

언을 따르는 것이기도 하다.

2007; Sung & Lee, 2017), 집단창의성 발현에 영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수학적 모델링에서

향 미치는 요인에 대한 논의(Paulus, 2000)가 주

나타나는 집단 활동 결과와 관련한 최근의 연구

로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는 개인 창의성과의 차

동향 및 수학적 모델링에서 집단창의성 발현사

별화를 시도함으로써 집단창의성의 개념과 발현

례, 그리고 집단창의성에 영향 미치는 요인에 대

과정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하

한 연구결과와 교수 학습과정안 구성 시의 고

지만, 이와 동시에, 실제 학교수학에서 집단창의

려사항 등을 바탕으로 집단창의성 발현을 위한

성 발현을 위한 구체적인 수업설계안 혹은 프로

수학적 모델링 프로그램을 설계하고자 한다. 이

그램 구성 연구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편이라는

는 예비설계, 교수실험, 회고분석 단계로 이루어

점에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지는 개발 연구의 세 단계 중 첫 번째와 두 번

특히, 집단창의성과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가 주

째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다. 좀 더 구체

로 특징과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분석에 그치고

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개발의

있는바, 교육 현장에서의 실제 적용을 지원할 수

예비설계와 교수실험을 통해, 집단창의성 발현을

있는 수업 프로그램 구성과 관련한 연구의 필요

위한 수학적 모델링 교수 학습과정안을 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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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때, 교수 학습과정안은 학급 내 집단 구

근으로 옮겨지고 있다(Zhou & Luo, 2012). 먼저,

성 방안과 집단창의성 발현과정, 그리고 수학적

개인주의적 접근은 창의적인 개인의 인지적, 심

모델링 과제와 수학적 모델링의 각 단계에서 집

리적 특징에 초점을 둔다(Sawyer, 2012). 이들은

단창의성 발현을 위한 발문이 제시된 활동지를

창의성을 개인의 인지 구성 과정으로 본다(Cobb,

포함한다.

1994). 반면, 사회문화적 접근은 창의성이 발현
되는 집단과 집단 내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다

II. 이론적 배경

(Cobb, 1994; Sawyer, 2012). 개인이 아닌 집단
내 협력의 맥락에서 창의성이 발현된다고 보는
것인데, 이에 따르면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창의

이 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논한다. 첫째, 집
단창의성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집단창의성 발

성을 이끌어내는 핵심요인이 된다(Kim & Song,
2012; Nijstad & Paulus, 2003).

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세 가지 유형의 상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창의적 과정은 그 자체

호작용과 집단창의성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

가 사회적이기 때문에 협력적인 성격을 가질 수

인을 확인한다. 둘째, 수학적 모델링 과정에서의

밖에 없다(Hong, 2016). 이는 수학 활동의 사회

집단창의성 발현 가능성을 논의하고, 발현된 집

문화적 본질과도 연결되는데, Cobb(1994)은 수학

단창의성이 수학적 모델링 활동에 미치는 영향

지식이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상호 교섭을 통하

을 확인한다.

여 개개인에게 구성되고 조정 활동을 통해 하나
의 합의된 영역으로 구축되는 것이며, 합의된 영

1. 집단창의성

역은 조정 활동에 의해 끊임없이 재창조되거나
수정된다고 생각하였다. 즉, 사회적 산물인 수학

여기에서의 논의는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창

지식은 물리적, 사회적 세계의 맥락에서 인간 경

의성, 개인 창의성과 차별화되는 특징으로서 집

험의 설명이라는 공유된 기능에 의해 연결되어

단 내 상호작용과 창의적 시너지를 기반으로 하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Csikszentmihalyi(1999) 역

는 집단창의성의 의미, 그리고 집단창의성 발현

시 창의성을 ‘개인, 분야, 영역’의 상호작용, 다

에 영향 미치는 요인의 분석에 초점을 맞춘다.

시 말해 ‘개인의 경험, 사회체계, 문화’의 상호작

이는 수학적 모델링에서 집단창의성 발현과정을

용으로 간주하였다. 이는 창의성을 개인을 넘어

제시하고, 집단창의성 관점에서 수학적 모델링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으로 간

교수·학습과정안과 활동지를 설계하는 토대가

주했음을 의미한다.

될 것이다.

Cobb(1994), Zhou & Luo(2012) 등의 연구자들
은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강조하는 상호작용에

가.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창의성

주목하여, 학급 안에 존재하고 있는 학교수학의
사회적 상호작용 메커니즘에 주목하였다. 이들은

창의성 연구는 크게 개인주의적 접근과 사회

사회적 상호작용 수업을 지지하는데, 소집단 협

문화적 접근으로 나뉘며, 1990년대 이후 창의성

력학습은 그 한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연구는 개인주의적 접근으로부터 사회문화적 접

(Hwang, Na, Choi, Park, Yim, & Seo,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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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kszentmihalyi(1999) 또한 학교수학에서 창의성

제시한다(Kim, 2018; Paulus, 2000; Woodman et

교육이 교실이라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발생하

al., 1993). 본 연구 역시 이와 같은 관점을 받아

기 때문에, 집단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들여, 집단창의성을 집단 내 구성원들에 의해 제

받는다고 하였다. 이 같은 관점의 이동은 사회에

시된 사고가 상호작용을 통해 공유되어 가는 과

서 집단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 맥락과

정 또는 그 과정에서 변환을 거쳐 창의적 시너

도 연결된다.

지를 갖게 된 결과물로 정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 역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창의성을

집단 내 상호작용은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바라보고자 한다. 이는 창의성 발현 시 집단의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 즉, 사회적 맥락에서의

역할과 집단 내 상호작용을 핵심 요소로 인식하

검증과 구성원들의 합의를 포함하는 과정을 의

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아래에서

미한다(Paulus & Nijstad, 2003; Zhou & Luo,

는 집단창의성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012).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보의 교환,
발전, 검증, 합의는 창의적 시너지를 발생시킴으

나. 집단창의성의 의미

로써

집단창의성

발현에

기여한다(Leadbeater,

2008). 이는 집단창의성이 단순히 개인의 창의적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창의성 연구는 개인 창

사고능력의 합이 아님을 강조하는 선행연구

의성 보다 집단창의성에 초점을 둔다(Paulus,

(Bissola

2003). 이에 따라, 개인의 인지적, 심리적 특성

Ragauskaitė, 2017; Vorhölter, 2018)와 그 맥락을

변화를 분석단위로 하는 개인 창의성과 달리, 집

같이 한다. 집단창의성은 집단 구성원의 상호작

단창의성은 집단의 창의성 발현과정과 맥락을

용 속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뛰어난 산

분석단위로 한다.

출을 해내는 집단 수준의 창의적 시너지를 지니

집단창의성을 논의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제시

&

Imperatori,

2011;

Pakeltienė

&

게 되는 것이다(Kim, 2018).

하는 주된 특징은 집단창의성이 집단 내 구성원

이때, 창의적 시너지란 개인의 문제 해결보다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집단의 문제 해결이 더 효과적이라는 집단의 효

창의적 시너지가 발생한다는 점이다(Paulus &

과성, 그리고 집단 구성원들의 상호작용과정 속

Nijstad, 2003; Woodman et al., 1993). 이러한 특

에서 형성되는 집단 수준의 지식이라는 두 가지

징은 개인 창의성과 구별되는 집단창의성의 특

의미로 볼 수 있다(Kim, 2017). 즉, 창의적 시너

징으로도 볼 수 있다. 예컨대, 상호작용과 관련

지는 상호작용 과정과 결과의 두 측면에서 나타

하여 Woodman et al(1993)은 집단창의성이 개인

나는 효과를 아우르는 것으로, 집단의 활동 과정

창의성을 필요로 하긴 하나, 집단 구성원 간의

과 그 결과에서 나타나는 개인보다 뛰어난 집단

상호작용에 따라 그 결과가 서로 다르게 형성될

수준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혹은 지식의 구

수 있으므로 개인 창의성과는 차별화됨을 제시

성으로 볼 수 있다(Pakeltienė & Ragauskaitė,

하였다.

2017). 이는 창의적 시너지가 개인이 가진 창의

여러 연구에서는 개인 창의성과 차별화되는

성의 단순 합이 아닌, 역동적인 집단이 지닌 창

특징인 집단 내 상호작용과 그로 인한 창의적

의성의 확장 가능성을 의미한다. 창의적 시너지

시너지 발생을 집단창의성의 정의로 연결지어

의 이와 같은 의미는 집단창의성의 필요성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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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될 수 있도록 한다. 즉, 상호작용 과정은 지식
공유 과정으로서, 지식공유를 통해 집단창의성

다. 집단창의성 발현을 위한 상호작용의 유형
과 효과

발현에 기여한다. 이때의 지식공유는 창의적 시
너지를 일으키는 원천으로, 집단창의성 발현을
위해서는 지식공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집단창의성 발현과정으로

(Cho & Jin, 2016; Paulus, 2000; Paulus & Nijstad,

볼 수 있는 집단 내 상호작용은 상호보완적 상

2003). 지식공유를 통해 개인이 보유한 지식을

호작용, 갈등 기반 상호작용, 메타인지적 상호작

집단 전반에 공유함으로써 지식의 이용과 응용

용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능성을 극대화하여 집단의 능력을 강화시킬

(Nemeth, Brown, & Rogers, 2001; Nemeth &

수 있기 때문이다(Grant, 1996).

Nemeth-Brown, 2003; Paulus & Nijstad, 2003;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집단창의성은 상호보완

Paulus & Yang, 2000). 먼저, 상호보완적 상호작

적, 갈등 기반, 메타인지적 상호작용의 동시적,

용은 집단 내 다양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상호작

순환적 발생으로 발현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

용으로, 집단 구성원의 다양성에 근거한 인지적

은 상호작용의 발생은, 집단창의성 발현을 위해

사고의 다양성을 집단 내에서 누적적으로 공유

서는 집단 내 개인이 아닌 집단 수준에서 지식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또한, 갈등 기반 상호작

을 확장하고 구조화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기

용은 기존의 견해와 불일치하거나 대치되는 견

도 하다. 집단창의성의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

해로 인해 갈등이 유발되는 과정으로, 집단 내

이, 집단의 활동은 집단 구성원 개개인의 무의미

사고의 다양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반대 견해의

한 행동이 아닌, 하나의 공동 목표를 보유한 집

존재를 드러낸다. 마지막으로, 메타인지적 상호

단 구성원들의 인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작용은 앞의 두 가지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난

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집단 내 사고의 다양성과 갈등을 조정 및 검증

수 있다(Climer, 2016).

하는 비판적 사고과정을 의미한다.
이들 세 가지 유형의 상호작용은 선형적으로

라. 집단창의성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작용하지 않으며, 동시적, 순환적으로 작용한다.
예컨대, 사고의 다양성 자체가 사고의 재결합 등

앞에서 집단창의성 발현과정이 곧 상호보완적,

을 통해 발산적 사고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갈

갈등 기반, 메타인지적 상호작용의 복합적인 발생

등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이끌어냄으로써 발산

과정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집단창의성 발현에 영

적 사고를 유발하고 집단창의성을 발현시킬 수

향 미치는 요인 확인을 위해 위의 세 가지 유형의

있다. 실제로, 집단창의성 발현과정을 관찰한

상호작용 발생에 영향 미치는 요인 확인이 필요함

Jung & Lee(2018)에서는 상호보완적, 갈등 기반,

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집단창의성과 관련한

메타인지적 상호작용이 순환적으로 연결된 상태

대부분의 선행연구 역시 집단창의성에 영향 미치는

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요인을 상호작용과 관련지어 제시하고 있다(Choi &

집단 내 상호작용은 집단 구성원이 지닌 다양

Thompson, 2005; Woodman et al., 1993; Zhou &

한 관점의 사고를 이끌어내고 집단 수준에서 공

Luo, 2012). 즉, 집단창의성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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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요인들이 상호보완적, 갈등 기반, 메타인지

성원의 인지적 다양성 고려 시, 학습 수준의 다

적 상호작용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야 한다.

양성보다 구성원의 사고방식과 수학적 문제해결

집단창의성 발현에 영향 미치는 주요 요인은

경험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 요구된다.

크게 집단 외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적

집단창의성 발현에 영향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

요인과 집단 내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구성

한 이들 요인은 우선적으로 상호보완적 상호작용

원 요인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맥락적 요

을 유도함으로써 집단 내 사고의 다양성을 높일

인은 자유로운 토론 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

수 있다. 동시에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갈등 기반

고를 공유하는 데 편안하고 개방적 분위기가 주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나아가 제시된 사고들을

어졌을 때 자유로운 토론 환경이 마련된다(Luria,

검증해 봄으로써 메타인지적 상호작용을 일으킬

Sriraman, & Kaufman, 2017). 선행연구(Paulus &

수 있다. 인지적 다양성을 보유한 구성원들에 의

Yang, 2000; Sawyer, 2012; Siau, 1995)에서는 이

한 다양한 사고의 공유는 집단 구성원 간 인지적

를 위한 방안으로 브레인스토밍 혹은 브레인 라

자극을 제공한다(Paulus, 2000). 나아가 다른 개인

이팅을 제안하기도 한다.

이 혼자 생각해보지 못한 범주의 사고를 하게 하

집단 구성원 요인은 집단 내 구성원의 다양성
을 의미한다. 집단 구성원이 지닌 자원, 관점, 지

는 창의적 시너지를 유발한다(Csikszentmihalyi &
Sawyer, 1995; Paulus & Yang, 2000).

식 등과 관련한 인지적 다양성과 다양성에 대한
구성원들의 태도가 집단 내 상호작용, 나아가 집
단창의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Kim

마. 집단창의성 발현과정 모델

&

Song, 2012; Sung & Lee, 2017). 이는 구성원들이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집단창의성 발현과

동일한 관점을 소유한 동질적인 집단에 비해 서

정 모델을 제시하면 Figure 1과 같다. Figure 1의

로 다른 관점을 지닌 이질적인 집단의 구성이 집

모델은 투입 요소로서 집단창의성 발현에 영향

단창의성 발현에 더 효과적임을 의미한다(Sawyer,

미치는 요인, 집단창의성 발현과정으로서 세 가

2007). 다만, 이질적인 집단의 구성 자체가 아닌,

지 유형의 상호작용, 그리고 과정 측면에서의 창

이질적인 집단 내 서로 다른 관점의 공유가 집단

의적 시너지라고 할 수 있는 집단 내 상호작용

창의성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와 관련하여

과정에서 나타나는 집단 수준의 확장된 지식 구

Cho & Jin(2016)과 Paulus(2000)는 집단 구성원

성, 결과 측면에서의 창의적 시너지라고 할 수

개개인의 역량보다 지식공유 자체가 더 중요함을

있는 집단의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포함한다. 말

언급하며, 지식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성원

하자면, Figure 1의 모델로부터, 집단창의성이란

들의 태도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집단 내적 요인인 구성원의 인지적 다양성을 바

Chiu(2008)를 비롯한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학습

탕으로, 집단 외적 요인인 개방적 상호작용 환경

수준의 차이가 클 경우 오히려 상호작용이 발생

속에서 상호보완적, 갈등 기반, 메타인지적 상호

하기 힘들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구성원

작용이 동시적,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과정과 그

간 학습 수준의 차이가 큰 경우 학습 수준이 높

결과로 나타나는 창의적 시너지라고 할 수 있다.

은 학생의 뜻에 따라 집단의 활동이 결정될 수

Figure 1의 모델은 집단창의성 발현을 위한 투

있음을 우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구

입 요소, 과정 요소, 결과 요소의 구체적인 내용

2019, Vol. 29, No. 1

ㆍ

정 혜 윤 이 경 화

163

Figure 1. A model for the development process of group creativity
과 그들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개인 창의성과

창의성이 수학적 모델링 활동에 효과적인 영향

차별화되는 집단창의성의 내용 요소에 초점을

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한다.

둔 측면은 주로 개인의 기여를 중심으로 개인

수학적 모델링은 실세계 현상을 수학적으로 해

창의성과의 연결성을 제시한 Sung & Lee(2017),

석하는 활동으로, 실세계 탐구로부터 최종 모델 산

Paulus & Nijstad(2003)의 집단창의성 발현과정

출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로 구성된 문제해결과

모델과 차별화된다. 또한, 과정 요소에서 세 가

정을 의미한다(Doerr, 2007; English, 2006; Palsdottir

지 유형의 상호작용과 함께 과정 측면의 창의적

& Sriraman, 2017). 각 단계는 필요에 따라 반복,

시너지 발생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순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Figure 2 참고).

집단창의성에서의 투입과 산출 측면을 강조한
Siau(1995)의 모델과 차별화된다.

2. 수학적 모델링에서의 집단창의성
여기에서는 수학 학습의 맥락에서 집단창의성
을 논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수학 학습 맥락
에서 집단창의성 발현 도구로서 수학적 모델링
의 의미와 가능성을 확인한다. 그리고 수학적 모
델링을 이용한 집단창의성 발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집단 내 상호작용과 창의적 시너지를
살펴본다. 결과적으로,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집
단창의성 발현을 경험할 수 있으며, 발현된 집단

Figure 2. Mathematical modeling process(Jung,
Lee, Baek, Jung, & Lim., 2018)
가. 집단창의성 발현 도구로서 수학적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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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창의성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집단 내 공

이들 선행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

유된 목표가 주어져야 한다(Climer, 2016). 이는

례를 통해, 집단창의성 발현을 위한 세 가지 유형

곧 집단 구성원들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 과

의 상호작용, 즉, 집단 내 상호보완적, 갈등 기반,

제가 주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리고 메타인지적 상호작용에 기반하여 지식공

최근 Kim(2018)는 공동 과제가 갖추어야 할 특

유를 마주할 수 있는 수학적 모델링 과정을 살펴

징을 수학 학습의 맥락에서 제안한 바 있다.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논의는 집단창의성 발현

Kim(2018)에 의하면, 수학 학습에서 집단창의성

도구로서 수학적 모델링의 적절성을 이론적 측면

발현을 위한 과제는 학생들의 탐구를 촉발하는 과

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집창의성 발현을 위한 수

제, 구조화되지 않았거나 다양한 예 공간을 개발할

학적 모델링 수업설계의 토대가 된다.

수 있는 과제로, 구조화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학을 탐구하고, 다양한 표현과 설명을 위해

나. 수학적 모델링을 이용한 집단창의성 발현

활발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부족한 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과 창의적 시

보를 채워야 하는 문제,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하고

너지

문제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는 문제, 다양한 해법
이 존재하는 문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을

집단을 구성하여 수학적 모델링 활동을 수행

선택하고 다양한 전략을 시도할 수 있는 문제 등

한 여러 선행연구(Galbraith & Stillman, 2006;

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Kim, 2018).

Kim & Kim, 2004; Shin & Lee, 2004)를 살펴보

한편, 수학교육 분야의 여러 연구자들은 수학

면, 앞에서 제시한 세 가지 유형의 상호작용이

적 모델링 과제를 통해 수학적 탐구를 이끌어

특정한 단계에서 단계적으로 나타나기보다 전

낼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Jung et al., 2018). 더

과정에 걸쳐 동시적, 순환적으로 나타남을 예상

불어, 수학적 모델링 과제가 지닌 특징으로 주로

할 수 있다. 이는 집단창의성 발현 시 세 가지

비구조화된 상황인 현실 세계와의 연결성 및 문

유형의 상호작용이 동시적, 순환적으로 나타나는

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표현과 해결 방법이 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Figure 2

시된다(Blum & Ferri, 2009; English, 2006). 이와

에서 수학적 모델링의 각 단계가 순환적으로 나

같은 과제의 특징은 Kim(2018)이 제시한 집단창

타나는 맥락과도 연결된다.

의성 발현을 위한 과제의 특성과 일치한다. 이는

수학적 모델링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실세

곧, 수학 학습의 맥락에서 집단창의성 발현의 도

계의 불확실한 상황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방

구로서 수학적 모델링이 적절함을 의미한다.

식으로 해석되고 표현될 수 있는 수학적 모델링

수학적 모델링 활동을 논의한 여러 선행연구

과제를 접하게 된다(English, 2006; Kaiser, 2007).

(Kaiser, 2007; Vorhölter, 2018; Vorhölter et al.,

그리고 수학적 모델링 과제를 접한 학생들은 각

2017)에서는 집단 구성을 통한 모델링 활동을 제

자 나름의 수학적 모델을 발산적으로 생성하고

시한다. 나아가 이들 연구에서는 집단 중심의 수

자 한다(Blum & Ferri, 2009). 이와 같은 상황은

학적 모델링 활동이 이루어질 때 그 과정과 결과

수학적 모델의 구성 시 집단 구성원이 지닌 다

물에서 개인의 모델링 활동과 차별화되는 창의적

양한 관점과 지식, 자원 등이 수집될 수 있는 상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래에서는

황, 즉, 집단 내 사고의 다양성에 기반한 상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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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적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

‘수학적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기’와 ‘요소 사이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Lee & Yi(2012)의 경우,

의 관계 찾기’는 단순화하기를 통해 선정된 주

3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집단 활동을 통해 수학

요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해보

적 모델링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는 활동이다. Galbraith & Stillman(2006)에 따르

세 가지 형태의 수학적 모델이 다양하게 제시되

면 집단 구성원들은 주어진 상황에 맞는 적절한

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 모델의 타당성을

모델 형성을 위해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해당

검토함으로써 집단 구성원 간의 적극적인 상호

과정을 반복적으로 시행한다. 예를 들어, 집단

작용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였다.

구성원들은 적절한 모델이 제시되기 전까지 서

이처럼 수학적 모델링 과제가 갖는 특징으로

로 다른 요소에 집중하거나 서로 다른 수학적

서 다양한 관점에서의 해석 가능성은 상호보완

표현을 하기도 하며, 때로는 요소 사이의 서로

적 상호작용을 통해 사고의 다양성을 이끌어 냄

다른 관계를 제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모습은 수

으로써 집단 내 지식공유를 유도한다. 즉, 구성

학적 모델링 과정에서 집단 내 구성원들의 다양

원들은 무엇이 문제이며, 문제에 영향 미치는 요

한 의견이 제시됨과 동시에 의견 불일치로 인한

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 및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공유함으로써 집단의 사고를 확장 시킬 수 있게
된다(Artzt & Armour-Thomas, 1992).

위의 논의는 수학적 모델링 중 적절한 방안을 선
택해야 하는 과정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집단 내

수학적 모델링 과정의 여러 활동은 실세계 맥

사고의 불일치로 갈등 기반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락 단순화를 위한 주요 요인 선택 및 수학적 모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Lesh, Cramer,

델 도출을 위한 적절한 수학적 표현 선정, 그리

Doerr, Post, & Zawojewski(2003)는 수학적 모델 도

고 주요 요인 간 관계 설정과 수학적 모델 선택

출 이전에 겪게 되는 여러 시행착오 과정이 적절한

등 적절한 방안에 대한 끊임없는 선택과 수정의

모델 형성을 위한 관점의 전환이 발생할 수 있는

반복으로 이루어진다(Jung et al., 2018; Park &

상황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또한, 반복적인 시행착

Lee, 2014). 이는 적절한 방안에 대한 구성원 간

오의 과정은 집단 구성원들로 하여금 다양한 의견

합의가 반복되는 과정으로, 서로 다른 관점을 지

들을 세련화 하거나 검증하는 활동을 하고 앞선 갈

닌 구성원 간의 집단 내 의견 불일치로 인한 갈

등들을 해결함으로써 점점 더 정교화된 수학적 모

등과 해결이 반복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델을 도출할 수 있게 한다(Hwang, 2007; Vorhölter

구체적으로, Kim & Kim(2004)은 수학적 모델링

et al., 2017). 결과적으로, 수학적 모델링 활동은 갈

과정의 ‘단순화하기’에서 집단 구성원들이 주요

등 기반 상호작용의 상황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해

요인을 중심으로 수학적 모델 형성에 포함될 핵

결하기 위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관점의 전환, 의견

심적인 조건 혹은 변수들을 단순화해 나간다고

의 세련화와 검증 및 수학적 모델의 정교화라는 창

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집단 구성원들 사이

의적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에 주요 요인의 선택 기준과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이 도출한 수학적 모델은 수학적 결과

요인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거나, 의견

를 통해 실세계에 다시 적용되는 과정에서 비판

불일치로 인한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에 직면하고 타당성 검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보였다(Kim & Kim, 2004).

즉, 실세계 적용 단계에서 학생들의 메타인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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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Lee &
Yi(2012)은 비판적 사고를 통해 도출한 해가 현

III. 연구방법

실적으로 부합하지 않음을 현실에 반사시켜 이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집단창의성 발

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학생들은 이 과정에

현을 위한 수학적 모델링 수업과 관련한 연구는

서 구성된 모델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모델

지금까지 보고된 연구에서 찾아보기 힘든 상황

을 폐기한 뒤 더 정교화된 수학적 모델을 도출

이다. 이는 수학교육연구에서 해당 주제의 교수

하였는데, 이는 메타인지적 상호작용을 나타낸

실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나

다. 이러한 메타인지적 상호작용은 Galbraith &

아가 집단창의성 발현을 위한 수학적 모델링 수

Stillman(2006), Shin & Lee(2004) 등의 다른 선행

업을 위해 필요한 교수·학습과정안의 구성에 대

연구에서도 발견된다.

한 체계적인 논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보여

메타인지적 상호작용은 정교화된 수학적 모델

준다. 이에, 본 연구는 집단창의성과 수학적 모

을 도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델링, 그리고 수업설계 연구를 바탕으로 집단창

Jung & Lee(2018)는 수학적 모델을 도출하는 과

의성 발현을 위한 수학적 모델링 수업을 설계하

정에서 집단 내 메타인지적 상호작용이 발생한

고자 하는바, 개발 연구가 본 연구의 목적에 가

사례와 발생하지 않은 사례를 각각 제시하였다.

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이 장에

더불어, 메타인지적 상호작용이 발생한 경우 그

서는 개발 연구에 대한 안내와 함께 연구절차를

렇지 않은 경우보다 수학적 모델이 더 정교화되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되는 예비설계와 교

고 표현이 다양하게 제시됨을 보였다. 메타인지

수실험 과정은 Chong(2005)이 제시한 프로그램

적 상호작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집단 구성원

개발의 미시적 순환과정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

의 다양한 사고가 수학적 모델에 반영되지 못하
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1. 개발 연구

위의 논의를 종합하여 수학적 모델링을 이용
한 집단창의성 발현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
과 창의적 시너지를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개발 연구란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교과과정
개발을 위해 적절한 이론을 바탕으로 체계적으
로 수업을 설계하고 평가하며, 그 과정을 가능한

Table 1. Interaction and creative synergy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group creativity in
mathematical modeling activities
상호작용 유형

창의적 시너지

상호보완적

- 집단의 사고 확장

갈등 기반

- 관점의 전환
- 사고 검증과 타당화
- 모델의 정교화

메타인지적

- 모델의 정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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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세하고 솔직하게 기록하고 보고하는 연구
로, 예비설계, 교수실험, 회고분석 단계로 이루어
진다(Chong, 2005). 특히, 개발 연구의 과정 중
예비설계 단계는 기존 교과과정의 한계점을 분
석하고, 새로운 교과과정 개발을 위해 학습 목
표, 교수 활동 순서, 학생들의 가설 학습경로 등
을 포함한 일차적 국소적 교수이론을 추측하는
단계이다(Jung et al., 2018).
예비설계 단계에서 교사는 사고실험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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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반응을 예상한다. 사고실험이란, 학습

고, 개발은 궤적인 수업 과정이 개발되는 단계이

목표를 명시하고 이에 도달하기 위한 교수·학습

며, 검증은 전문가 집단의 프로그램 내용 타당도

과정이 수업에서 어떻게 구체화 될 것인지에 대

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단계이다(Han, 2013).

해 연구자가 미리 계획하는 것이다(Gravemeijer,

또한, 실행은 프로그램의 적용이 이루어지는 단

1998). Lee(2016)는 프로이덴탈의 표현을 빌려 이

계이고, 평가는 프로그램 수정 및 개선을 위하여

를 상상에 의존하는 개념적인 연구라고 하였다.

수업에 참여한 교사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프로

즉, 수업에서 실제로 교수·학습 과정이 어떻게

그램 평가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을 최종 수정 및

진행될지에 대해 마음속으로 생각해보는 것으로,

보완하는 단계이다(Han, 2013). 이를 개발 연구의

사고실험의 결과 학생들의 가설 학습경로가 구

과정과 비교해보면, 예비설계 단계에는 준비, 개

성되며 이후 실제 교수실험을 통해 자료가 수정,

발, 검증이 속하며, 교수실험 단계에는 실행이,

보완되기도 한다(Woo, Chong Park, Lee, Kim, &

회고분석 단계에는 평가가 속한다고 볼 수 있다.

Na et al., 2014).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예비설계와 교구실험의 구

개발 연구는 매일매일의 미시적 순환과정이

체적인 과정으로 준비, 개발, 검증, 실행, 전문가

모여 장기적인 거시적 순환과정을 구성하는 것

평가와 실행결과를 토대로 각각 프로그램을 수

으로 나타난다(Chong, 2005). 사고실험과 교수실

정하는 다음의 6단계를 수행한다(Figure 3 참고).

험의 미시적 순환과정을 통해 가설적 국소 수업
이론을 계속 수정해 나가며, 교수실험과 회고분
석의 전체 과정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됨으로
써 국소 수업 이론이 출현하는 거시적 순환과정
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사
고실험을 통해 교수·학습과정안을 설계하고 그
에 따른 교수실험을 진행하는 것은 미시적 순환
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후 교수실험
과 회고분석이 반복적으로 구성될 때 거시적 순
환과정을 구성한다고 말할 수 있다.

Figure 3. Research process in the preliminary
design phase

2. 연구 설계

첫 번째 준비단계에서는 선행연구와 교육과정

ㆍ

수업 계열을 구성함으로써 교과과정을 설계하

분석 등의 이론적 검토를 통해 교수 학습과정

는 등 프로그램 개발을 수행한 선행연구에 따르

안 개발에 필요한 요인을 살펴본다. 두 번째 개

면,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 절차는 크게 준비,

발 단계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요인들을 토대로

개발, 검증, 실행, 평가의 5단계로 구성된다(Han,

집단창의성 발현을 위한 교수 학습과정안을 개

2013; Pang & Kim, 2016; Yu & Yun, 2017). 이

발한다. 세 번째 검증 단계에서는 개발된 교수·

때 준비는 프로그램 주제 선정 및 학습 내용 조

학습과정안의 내용 타당도에 대하여 수학교육

직을 위한 교육과정 분석이 이루어지는 단계이

연구자이자 현장 교사로 활동 중인 전문가들로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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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평가받는다. 네 번째 수정 단계에서는 전문

해 국내외의 관련 학술지에서 자료를 검색하였다.

가 평가를 토대로 필요한 부분을 수정 및 개선

그 결과, 창의성과 사회적 구성주의를 강조하

하여 교수실험을 위한 교수 학습과정안을 제시

는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과제 및 수업으로 수학

한다. 다섯째 실행 단계에서는 전문가 평가를 거

적 모델링 활동이 적합하며, 수학적 모델링 활동

쳐 수정된 교수 학습과정안을 이용한 교수실험

을 통해 집단창의성 교육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수정 단계에

있었다. 나아가 집단창의성 교육을 위한 수학적

서는 교수실험을 토대로 필요한 부분을 수정 및

모델링 수업설계의 초점으로 집단 내 ‘상호보완

개선하여 최종 교수 학습과정안을 제시한다.

적 상호작용’, ‘갈등 기반 상호작용’, ‘메타인지적

ㆍ

ㆍ

ㆍ

연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과 관련하여, 개발 연

상호작용’을 위한 활동 구성이 필요함을 확인하

구의 경우 진행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해

였다. 더불어, 해당 활동들을 구성하기 위해 집

석이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단의 맥락적 측면과 집단 구성원 측면에서의 적

다(Woo et al., 2014). Gravemeijer(1998)는 이를

절한 조치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들 세 가지

‘추적 가능성’이라고 하였는데, 개발과 연구의

수업설계의 초점과 이에 따른 수업설계 요소의

순환과정을 다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보

제안은 본 연구에서 추측해 나가는 일차적 국소

고함으로써 연구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

적 교수이론, 즉, 특정 주제에 대한 지도를 위해

이다. 이를 참고하여, 아래에서 제시하는 단계별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되는 활동들과 그 활동들

연구방법과 다음 장에서 제시하는 연구결과에서

사이의 관련성을 포함하는 교수학적 논의의 출

는 연구의 진행 과정을 자세히 기술하도록 한다.

발점이 된다(Lee, 2016).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
는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하였다.

3. 단계별 연구방법

ㆍ

나. 2단계 : 교수 학습과정안 개발
가. 1단계 : 선행연구, 교육과정 분석
예비설계 시에는 학습 목표, 수업 활동, 학생
개발 연구는 개발과 연구의 결합으로 그 결과

들의 학습경로에 대한 사고실험이 드러나야 한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정당화가 중요한데, 이론

다(Gravemeijer, 1998). 이는 예비설계 과정 중 교

분석은 정당화의 기초가 된다(Woo et al., 2014).

수 학습과정안 개발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드러

본 연구 역시 교수 학습과정안 개발 및 개발된

날 수 있다. Lee(2012), Han(2013) 등 교수·학습과

교수 학습과정안의 정당화를 위하여 집단창의

정안 개발을 수행한 선행연구에서도 수업 목표

성, 수학적 모델링과 관련한 교육과정 및 선행연

와 과제, 그리고 수업이 진행됨에 따른 학생의

구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선행연구 분석을

수업 활동 과정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수

위하여 모델링, 수학적 모델링, 창의성, 수학적

업을 설계, 계획하는 과정은 교사가 학습경로를

창의성,

mathematical

구상하는 과정을 포함하며, 학습경로가 수업설계

modeling, creativity, mathematical creativity, group

의 틀이 되기도 한다(Simon & Tzur, 2004). 이에

creativity 등을 키워드로 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

따라 수업설계 과정에서 학습경로가 반영된 틀

원, 대학교 도서관, 학술정보 검색 엔진 등을 통

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선행연구(Simon,

ㆍ

ㆍ

집단창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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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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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을 위한 교사의 역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는 학습경로가 반영된 수업설계 시 학습 목표와

이때, 학생들의 경우 사고의 다양성, 갈등, 비판

과제 및 수업설계의 핵심 아이디어, 그리고 학생

적 검토를 촉진할 수 있는 역할분담(role play)을

들의 학습 활동과 학습경로에 대한 설명 등이

구성한다. 활동에 참여하는 협력자들과의 사회적

포함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

관계 측면에서, 집단 구성원들에게 각각의 사회적

는 수업 목표 설정, 과제 구성, 수업 활동 구성,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활동 중 사고의 다양성과

학습경로에 대한 사고실험, 수정 및 보완의 5단

갈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Cho & Jin,

계로 이어지는 절차에 따라 교수 학습과정안을

2016; Nemeth & Nemeth-Brown, 2003). Jung &

개발한다(Figure 4 참고).

Lee(2018) 역시 학생들에게 의견 추가, 의견 반박,

ㆍ

의견 비판자의 역할을 각각 부여함으로써 상호보
완적, 갈등 기반, 메타인지적 상호작용을 지속적
으로 유도할 수 있어야 함을 제안한 바 있다.
교사의 경우, 집단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촉
진하는 안내자로서 역할 해야 한다. Jung &
Lee(2018)가 제시한 수학적 모델링 활동에서 집
단 구성원 사이에 비 상호작용이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면, 동료인 집단 구성원과의 상호작용보다
교사에 의존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에 근거
할 때, 교사는 개인 활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안
Figure 4. Research procedure for development

내자가 아니라, 집단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촉

of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 plan

진하는 안내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의견
을 갖고 있니?”라는 발문보다는 “어떤 의견을

먼저, 수업 목표는 본 연구의 목표와 연결되는
것으로, ‘수학적 모델링 활동을 통한 집단창의성

들었니?”와 같은 발문을 통해 집단 내 상호작용
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발현’이다. 이에 따라, 과제는 수학적 모델링 과

이후, 학생들의 상호작용 과정을 포함하는 교

제의 특징을 반영한 과제로 구성한다. 그리고 수

실 상황을 미리 생각해보는 사고실험을 진행하

업설계의 핵심 아이디어는 Figure 1에서 제시한

면서 과제와 수업 활동을 반복적으로 수정 및

상호보완적, 갈등 기반, 메타인지적 상호작용을

보완한다. 사고실험 결과는 학생들의 다양한 학

위한 활동 구성이 된다. 핵심 아이디어에 기반

습경로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기술한다(Woo et

한 활동이 구성될 때, 학생들의 학습경로는

al., 2014).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학적 모델링 과

Figure 2에 제시된 수학적 모델링 활동 경로를

제에 내포된 수학적 내용을 검토한다. 본 연구의

따라 세 가지 유형의 상호작용이 순환적으로 발

경우, 수학적 모델링 과제가 과자별로 제공되는

생하면서 나타나게 된다. 이는 곧, 수학적 모델

데이터의 분석을 요구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막

링 과정에서 세 가지 유형의 상호작용을 유도할

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와 같은 데이터의 수집

수 있는 학생 활동의 구성, 그리고 학생 활동의

시 요구되는 통계 내용과 평균, 가중 평균 등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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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분석 시 요구되는 여러 가지 통계 내용을

전문가 집단의 교사들은 수학적 모델링과 집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통계적 수치를

단 활동 중심 창의성 교육의 현장 적용 방안에

이용한 풀이과정에 대한 사고실험을 수행하였다.

대해 꾸준히 연구해온 교사들이다. 이들은 현장

교수학습 활동 및 구체적인 활동지는 선행연구에

경험을 바탕으로 교사연구회와 수학교육 연구

서 살펴볼 수 있는 학생들의 반응 및 연구자들의

프로젝트 및 학술지 투고, 학회 발표와 같은 연

실제 학교에서의 교수 경험을 참고하여 구성하였

구 활동을 통해 수학적 모델링과 집단창의성의

다. 본 연구의 과제는 Lesh & Doerr(2012)의 연구를

교육적 효과 및 현장 적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

참고 및 수정한 과제로, 선행연구에 제시된 학생들

왔다. 전문가 집단에게는 설문지 작성을 위해 필

의 반응을 참고하였다. 더불어, 학생 간의 편차를

요한 학생 활동지, 학생들의 가설학습 경로가 제

고려하여, 문제 해결 단계별로 학생들에게 제공할

시된 교사용 안내서, 교수 학습과정안과 Table

수 있는 가능 프롬프트와 확장 프롬프트를 추가로

4에 제시된 학생용 설문지, 그리고 수학적 모델

구성하였다(Sullivan, Mousley, & Zevenbergen, 2006).

링에서 집단창의성 발현사례가 제시된 선행연구

마지막으로, 활동지의 문항은 수학적 모델링 과정

자료가 함께 제공되었다. 전문가 집단은 Table 3

에 맞추어 제작되었으며, 또한 구성원 간의 사고

에 제시된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한 객관식 15

공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문항과 주관식 1문항 등 총 16개의 문항으로 구

ㆍ

다. 3단계와 4단계 : 전문가 평가 및 교수 학
습과정안 수정

ㆍ

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평가한다.
설문 문항은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수행한 Han(2013)을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Han
(2013)에 따르면,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평가

예비설계 단계에서 연구자가 개발한 프로그램
에 대한 전문가의 논의 자료는 매우 중요하다.

는 프로그램의 목적과 개념 및 활동 준거에 맞
추어 항목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동료 연구자의 비판적인 검토는 개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집단창의성 발현을 위한 수

의 내적 타당도를 높여준다(Woo et al., 2014). 본

학적 모델링 프로그램’ 설계로, 전문가 대상 설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개발한 교수 학습과정안

문조사는 크게 ‘수학적 모델링 활동’과 ‘집단창

과 활동지의 내용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학

의성 발현’의 두 범주로 구성된다. 먼저, ‘수학적

교사이자 수학교육 분야 연구자로서 활동 중인

모델링 활동’은 다시 ‘수학적 모델링 과제’와 ‘수

전문가들을 아래의 Table 2와 같이 선정하였다.

학적 모델링 과정’의 두 가지 하위범주로 구성

ㆍ

된다. ‘수학적 모델링 과제’는 수학적 모델링 과
제의 개념 및 준거에 맞는 과제가 제시되었는지

Table 2. Expert group
전문가

경력

여부를 평가하기 위함으로, Blum & Ferri(2009)

A

교사 15년, 박사 수료

와 English(2006)가 제시한 수학적 모델링 과제의

B

교사 4년, 박사 과정

특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수학적 모

C

교사 5년, 석사

D

교사 4년, 석사 수료

E

교사 4년, 석사 수료

델링 과정’은 Figure 2의 8단계로 구성된 수학적
모델링 과정에 맞추어 활동이 구성되었는지 여
부를 평가하기 위함으로, ‘과정 안내’, ‘수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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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xpert group questionnaire for verifying validity of contents
범주
상위
범주

하위
범주

번
최하위
호
범주

수학적 모델링
과제

수학적
모델링
활동 수학적
모델링
과정
발현에
영향
미치는
요인

귀하는 다음 의견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개수

1 수학적 모델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실세계 상황이 제시되었는가?
2 다양한 풀이가 가능한 과제가 제시되었는가?

3

3 다양한 답이 가능한 과제가 제시되었는가?

과정
안내

4 수학적 모델링의 각 과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발문이 제시되었는가?

수정,
보완

5

환경

6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가?

1

집단
구성

7 3~4인의 집단 구성을 통한 활동에 부합하는가?

1

역할
분담

8 학생들의 역할분담(의견 추가, 의견 반박, 의견 평가)이 잘 이루어졌는가?

1

전 과정에서 학생들이 모델링 활동을 점검하고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도록 설
계되었는가?

2

9 집단 내 상호보완적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게 설계되었는가?
집단
창의성
발현

10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사고가 공유될 수 있게 설계되었는가?

발현
과정

상호
작용

11 집단 내 갈등 기반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게 설계되었는가?
12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 설계되었는가?
13 집단 내 메타인지적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게 설계되었는가?
14

메타인지적 상호작용을 통해 집단 내 사고를 점검하고 정교화할 수 있게 설
계되었는가?

안내자
활동의 전 과정에서 교사가 집단 내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안내자
15
역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가?
자유 응답

6

16 위의 문항 외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합

완’의 두 가지 최하위범주로 구성된다.

1
1
16

Luo(2012)의 논의를 토대로 ‘상호작용’과 ‘(교사)

‘집단창의성 발현’ 범주는 본 연구의 이론적

안내자 역할’의 두 가지 최하위범주로 구성된다.

배경에서 살펴본 집단창의성 발현을 위한 요소

이때, 학생 역할의 경우, 의견 추가, 반박, 평가

와 발현과정이 프로그램에 잘 반영되었는지 여

의 세 가지 역할 부여가, 교사 역할의 경우 상호

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해당 범주는

작용을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이 잘 반영되었는

선행 연구자들이 집단창의성 발현 시 주목해야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상호작

할 요소로 언급한 ‘발현에 영향 미치는 요인’과

용의 경우, 상호보완적, 갈등 기반, 메타인지적

‘발현과정’의 두 가지 하위 범주로 구성된다. 특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는지

히, ‘발현에 영향 미치는 요인’ 범주는 Luria et

여부를 평가의 초점으로 둔다.

al(2017), Sawyer(2012)의 논의를 토대로 다시 ‘환

위와 같은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구성된 설문

경’, ‘집단 구성’, ‘(학생) 역할분담’의 세 가지 최

문항은 이후 수학교육 연구자를 포함한 연구공

하위

범주는

동체에서의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검토되

Paulus(2000, 2003), Woodman et al(1993), Zhou &

었다. 특히, 연구공동체에서는 문항이 본 연구의

범주로

구성되며,

‘발현과정’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in Mathematics

집단창의성 발현을 위한 수학적 모델링 수업의 설계

172

목표 및 선행 연구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응답자

서 강화되어야 할 상호작용을 확인하고 주된 상

를 고려한 문항의 구체성 여부를 검토 받았다.

호작용과 학생들의 역할분담을 수정 및 보완하

Table 3에 제시된 설문지는 연구공동체의 검토를

는데 반영되었다.

통해 완성된 최종 설문지이다.
Table 3에 제시된 설문지를 통해 전문가 집단

IV. 연구결과

에서 제시한 프로그램의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
은 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에 참고 자료로 활
용되었다. 객관식 문항의 경우, 평가 결과의 평

이 장에서는 연구방법에서 제시한 연구절차

균값이 3점 이하면 프로그램의 내용 타당성이

(Figure 3 참고)에 맞추어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1단계에 해당하는 선행연구, 교육과정 분석은 이

내용을 수정하였다. 자유 응답에 제시된 전문가

론적 배경에서 제시하였으므로, 이후 단계에 해

의 의견은 되도록 반영하고자 하였다.

당하는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ㆍ

라. 5단계와 6단계 : 교수실험 및 교수 학습
과정안 수정

ㆍ

2단계에 해당하는 교수 학습과정안 개발 과정
을 제시한다. 이때, Figure 4의 연구 과정에 맞추
어 구성된 과제와 과제 해결 과정에서 나타날

ㆍ

수 있는 가설학습경로에 대한 사고실험, 집단 구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수정된 교수 학습과정

성을 위한 설문지를 제시한다. 둘째, 3, 4단계에

안은 서울시 소재 일반 중학교 3학년 학급에 적

해당하는 Table 3의 평가지를 이용한 전문가 평

용되었다. 45분씩 3차시에 걸쳐 일반 수업시간에

가 결과와 평가 결과를 토대로 확인한 교수·학

적용한 후, 수업 녹화 및 녹음 자료, 수업 관찰

습과정안의 수정 방향을 제시한다. 셋째, 5, 6단

노트, 학생 활동지를 참고하여 학생들의 집단창

계에 해당하는 교수실험과 그 결과를 토대로 확

의성 발현과정으로서 세 가지 유형의 상호작용

인한 교수 학습과정안의 수정 방향을 제시한다.

과 창의적 시너지를 관찰하였다. 특히, 수학적

2단계에서 개발된 교수 학습과정안은 전문가

모델링 과정에 맞추어 구성된 활동지의 각 문항

평가와 교수실험 결과를 반영한 뒤 6단계의 연

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예상한 답과 상호작용이

구결과로 제시한다.

ㆍ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학생들의 역할분담이 잘
수행되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두고 관찰하였다.
현장 적용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1. 교수

ㆍ

ㆍ학습과정안 개발
ㆍ

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에 반영되었다. 첫째,

이 절에서는 교수 학습과정안의 구성요소로

각 문항에 대한 예상 반응을 확인하고 가능 프

서 수학적 모델링 과제와 과제 해결 과정에 대

롬프트와 확장 프롬프트를 풍부하게 제시하는

한 사고실험, 학생들의 역할분담을 위한 설문지

데 반영되었다. 둘째, Figure 1에 제시된 투입요

구성을 제시한다. 개발된 교수 학습과정안과 활

소인 구성원의 인지적 다양성과 개방적인 상호

동지는 다음 절에서 전문가 평가와 교수실험 결

작용 환경이 적절했는지 확인하고, 이들 투입요

과에 따라 수정된 최종안으로 제시한다.

소를 보완하는 데 반영되었다. 셋째, 각 문항에
2019, Vol. 29,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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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과자에 대해 소개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싶은데, 과자 2개만 추천해 주면 좋겠어. 내

수학적 모델링 과제는 그 특징에 따라 유형화

가 과자를 리뷰하는 기준은 아래의 세 가지인데,

될 수 있으며, 수업의 참여자와 목적에 따라 적

이 기준에 맞게 네가 추천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

절한 유형의 과제가 설계되어야 한다(Maaβ,
2010). Bruder 역시 수학적 모델링 과제를 주어

아.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인 만큼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좋겠고. …’
기준 1. 살이 많이 찌는 간식은 피한다.

진 상황의 고정성, 모델 선택의 다양성, 결과의

기준 2. 건강을 위해 유해성분을 확인하는 편

다양성 여부에 맞추어 유형화할 수 있음을 보였

이다.

다(Maaβ, 2010, p. 293에서 재인용).

기준 3. 양에 비해 너무 비싼 과자는 좋아하지

본 연구는 일반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않는다.

수학적 모델링 활동을 통한 집단창의성 발현이

이메일을 본 예진이는 여러분에게 Yeony에게 추

목적으로, 이를 위해 모델링 과제를 해결하는 과

천할 과자를 함께 찾아달라고 하였습니다. 주어진 5

정에서 상호보완적, 갈등 기반, 메타인지적 상호

개의 과자에 적힌 정보를 위 기준에 맞추어 분석한

작용이 발생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뒤, 우리나라 최고의 과자 2개를 추천하는 편지를
타당한 이유와 함께 작성해봅시다.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수학적 모델링 과제
는 하나의 정해진 모델이 아닌 다양한 모델의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모델을 탐색하고 해석함으로써 사고의
다양성을 촉진함과 동시에 서로 다른 해석 사이
의 갈등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제시된 의견을
비판적으로 평가 및 종합할 수 있는 기회가 제
공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Bruder
는 주어진 상황만 고정된 채 모델 선택과 결과
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는 과제를 복잡한 과
제로 명명한 바 있다(Maaβ, 2010, p. 293에서 재
인용). 즉, 본 연구는 Bruder가 유형화한 과제 중
복잡한 과제를 설계하고자 한다.

Figure 5. Mathematical modeling task
Figure 5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세계 상황이
주어진 데이터 모델링 과제로, 데이터 수집과 분
석 과정에서 평균, 가중평균, 그래프, 표 등 다양
한 통계적 개념과 수학적 표현이 사용될 수 있
다. 즉, 데이터 분석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모델
에 근거하여 다양하게 해석되고 다양한 답이 도
출될 수 있는 복잡한 과제이다. 아래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Ministry of Education, 2015)과 선
행연구(Lesh & Doerr, 2012; Lesh & English,
2010)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수학적 모델링 과정
에 따른 과제 해결 경로와 과제 해결 경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 갈등 기반, 메타인

[최고의 과자 찾기] 이번 겨울에 혼자 미국으로
여행을 간 예진이는 호스텔에서 미국 친구 Yeony를
만났습니다. 얘기를 나누고 친해진 후 알고 보니,

지적 상호작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학생의
가설학습경로에 대한 사고실험 결과이기도 하다.

Yeony는 과자를 리뷰하여 영상을 올리는 유명 유튜

먼저, 학생들은 Figure 5의 각 조건을 살펴보

버였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예진이는 Yeony

기 위해 과자에 제시된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할

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수 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기준을 해결하기
위해 열량, 지방, 탄수화물 등의 데이터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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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실생활 맥락에서의 초기

하기에 가장 적합한 집단의 크기로 2명~4명을

데이터 수집은 상호보완적 상호작용을 통해 풍

제안한다. 이와 더불어,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는

부해진다. 이후 단순화를 위해 여러 데이터 중

집단창의성 발현을 위한 수학적 모델링 수업설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선별하게 되는데, 집단 내

계 시 학생들에게 3가지 서로 다른 역할 부여가

구성원에 따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이터에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집단창의성 발

차이가 발생하고 이는 갈등 기반 상호작용으로

현을 위한 수학적 모델링 활동 시 3~4명의 학생

이어진다. 이때, 학생들은 과자별 데이터의 분포

으로 구성된 집단 조직이 요구된다고 판단할 수

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메타인지적 상호작용을

있다.

통해 가장 적절한 데이터 선별을 할 수 있다. 예

다음으로, 질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Figure 1에

를 들어, 막대그래프와 꺾은선그래프, 표 등으로

서는 다양한 인지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로 집단

수집한 자료를 표현해 본 결과, 과자별 열량은

이 구성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서로 다른

과자마다 차이가 크지만, 지방은 차이가 작기 때

3가지 역할 부여에 각각 어울리는 성향의 학생

문에 지방보다 열량을 과자 선택 기준으로 선정

들로 집단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구에서는 수업 활동을 구성하기 전에 수업 활동

같은 방식으로 Yeony가 제시한 세 개의 기준마

을 이끌어가는 집단 구성원의 인지적 다양성과

다 확인해야 하는 과자의 데이터와 그 순위를

역할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구

추출한 뒤, 최고의 과자 선정을 위한 수학적 모

성하였다. 설문지는 선행 연구를 토대로 구성되

델을 도출하게 된다. 학생들은 순위를 종합하기

었으며, 구성된 설문지는 연구공동체와 Table 4

위해 수학적 모델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때 평

의 전문가에 의해 두 단계에 걸쳐 검토되었다.

균, 최빈값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상호보완적

Table 4에 제시된 설문지는 두 단계 검토를 통해

상호작용이 발생한다. 이후 각 수학적 모델에 따

완성된 최종 설문지이다.

라 선택되는 과자 역시 달라지면서, 모델 선택의

먼저, 설문 문항은 지금까지의 논의에 비추어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학생들은 이후 다양한 모

학생들의 ‘수학 인지적 영역 측면의 다양성’과

델의 함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메타인지적

‘소집단 활동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두 가지 범

상호작용을 통해 각 집단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주로 구분하였다. 각 범주는 다시 하위 범주로

판단되는 과자를 최고의 과자로 추천하게 된다.

구성되는데, ‘수학 인지적 영역 측면의 다양성’
범주는 ‘수학적 모델링 역량’, ‘수학적 의사소통

나. 집단 구성

능력’의 2개 범주로 나누어진다. ‘수학적 모델링
역량’은 수학적 모델링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집단 구성은 수업 활동의 시작 전 수행되어야

능력과 태도를 의미한다(Kaiser, 2017). 이는 크게

하는 것으로, 성공적인 집단 활동을 위해서는 집

개인의 부분역량과 메타인지 역량 및 집단의 메

단 구성원에 대한 양적, 질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타인지

요구된다. 먼저, 양적인 측면에서, 선행연구(Cho

Vorhölter et al., 2017). 이에 따라, ‘수학적 모델

& Jin, 2016; Kang & Kang, 2006)는 학교 상황에

링 역량’ 범주 역시 다시 최하위 범주로 ‘개인의

서 수학적 모델링, 집단창의성 발현 등의 활동을

부분역량’ 및 ‘개인의 메타인지역량’과 ‘집단의

2019, Vol. 29,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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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ormulation of a questionnaire for group composition
상위
범주

범주
하위
범주

최하위
범주

(개인)
부분
역량

수학
인지적
영역

나는 실생활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
나는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구별할 수 있다.
나는 문제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
나는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정보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문제를 풀기 위해 적당한 수학적 표현(식, 그래프, 표, 도형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나는 수학적 개념을 이용해서 실생활 문제를 풀 수 있다.

문항
개수

9

나는 수학적 결론을 실생활 상황에 맞추어 설명할 수 있다.

수학적
모델링
역량
(개인)
메타인
지역량
(집단)
메타인
지역량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
소집단 활동
경험

소집단
활동
경험

귀하는 다음 의견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의사소통 방식

나는 문제를 푼 과정이 올바른지 검토할 수 있다.
나는 문제풀이가 옳지 않다고 생각되면 풀이과정을 다시 살펴보면서 잘못된
곳을 찾을 수 있다.
나는 문제를 풀 때 풀이의 전체 과정을 먼저 생각해볼 수 있다.
나는 문제를 풀면서 나의 행동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나는 친구의 풀이와 나의 풀이를 비교할 수 있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문제를 풀면서 전체 과정을 같이 예상해볼 수 있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문제를 풀면서 풀이과정에 대해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선택한 최종 풀이 외에 다른 풀이에 대해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
나는 문제풀이과정을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다.
나는 수학적 표현(식, 그래프, 표, 도형 등)을 이용해서 문제풀이과정을 친구에
게 설명할 수 있다.
수학 시간에 친구와 도움을 주고받으며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다.
수학 시간에 모둠 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다.
모둠활동을 할 때, 나는 내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모둠활동을 할 때, 나는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든다.
모둠활동을 할 때, 나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유사한 생각을 떠올릴 수 있다.
모둠활동을 할 때, 나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내 생각을 유지할
수 있다.
모둠활동을 할 때, 나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모둠활동을 할 때, 나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 타당한지 점검할 수 있다.
모둠활동 중 문제풀이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나는
주로 (같은 모둠의 친구/ 선생님)의 의견을 듣는 편이다.
모둠활동을 할 때, 나는 다른 구성원의 의견에 대해 주로 (비슷한 의견을 제시
/ 반대의견을 제시/ 여러 의견을 비판적으로 평가 혹은 종합)하는 편이다.
총합

메타인지적 모델링 역량’으로 나누어진다.

3

3

2

2

8

27

자신의 사고과정을 통제하는 역량을 의미한다

개인의 부분역량이란 모델링 과정의 각 단계

(Maaβ, 2006). 그리고 집단의 메타인지적 모델링

를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역량을 의미하며, 개

역량이란 집단이 보유한 인지적 능력으로, 수학

인의 메타인지역량이란 자신의 생각을 생각하고

적 모델링을 수행할 수 있는 집단의 수학적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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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링 역량을 의미한다(Vorhölter et al., 2017). 개

마지막으로, ‘소집단 활동 경험의 다양성’ 범

인의 부분역량과 메타인지적 역량이 모델링 과

주는 다시 ‘소집단 활동 경험’과 ‘의사소통 방식’

정의 각 단계를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모델링

의 2개 범주로 구성된다. ‘소집단 활동 경험’은

역량을 의미한다면, 집단의 메타인지적 모델링

소집단 활동의 경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역량은 집단 자체가 지닌 역량을 의미한다

집단 구성원 모두 소집단 활동을 경험하지 않은

(Vorhölter, 2018). 이들 두 역량과 관련하여,

경우, 집단 내 의견을 제시하고 타인의 의견을

Vorhölter(2018)는 집단의 모델링 역량이 개인 역

수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경험의

량을 합한 것 이상의 역량임을 강조하며, 성공적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의

인 모델링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이 아닌

사소통 방식’은 집단 내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집단의 모델링 역량, 즉, 집단의 메타인지적 모

분위기 조성 및 학생들의 역할 부여와 관련된다.

델링 역량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Chalmers(2009)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분위기에 대한 확인은 사

역시 그동안 집단 내 개인의 역량에 집중함으로

고 공유를 위해 자유로운 토론환경이 필요하다

써 집단 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지식 생성의 역

는 Paulus & Yang(2000)의 의견을 따른 것이다.

동성을 놓쳤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들

의사소통 방식은 Nemeth & Nemeth-Brown(2003)

은 성공적인 수학적 모델링 활동을 위해 학생들

와 Cho & Jin(2016) 등이 제안한 역할분담을 위

이 자신의 지식과 모델링 역량을 집단 내에서

해, 학생들이 소집단 활동에 참여하는 태도를 확

함께 나누고, 계획하고 점검해야 함을 강조한다

인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역할 부

(Artzt & Armour-Thomas, 1992).

여를 할 때 학생들의 성향에 가장 적절한 역할

집단 구성을 통해 모델링 활동을 수행하고자

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하는 본 연구는 이들 선행연구의 관점을 받아들

각 문항의 언어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쉽게 읽

여, 개인의 ‘부분역량’, ‘메타인지역량’과 ‘집단의

고 답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였다. 예컨대, 소

메타인지적 모델링 역량’을 설문 문항에 포함하

집단 활동보다 모둠 활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였다. 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Table 4와 같다. 이

는 경우가 많다는 동료 교사들의 조언을 바탕으

들 설문 문항은 Maaβ(2006)와 Vorhölter et al

로, 학생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소집단 활

(2017) 및 Vorhölter(2018)를 참고, 변형하였다.

동을 모둠 활동으로 변경하여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이란 수학적

각 범주의 문항 수는 선행연구의 제언을 참고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수학적 용어나 기호를 이

하여 선정하였다. Paulus(2000)는 이질적인 집단

용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다양한 수학적 표현

의 구성 자체가 아닌 이질적인 집단 내 서로 다

으로 나타내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

른 관점의 공유가 중요하다고 한 바 있다. 이들

을 의미한다(Oh & Oh, 2009). 집단 내 상호작용

의 제언에 따라, 본 연구 역시 집단 구성 시 개

을 위해서는 집단 구성원의 의사소통이 필수적

인의 역량의 다양성보다 집단 활동 경험과 역량

으로 요구된다. 특히, Lesh & Doerr(2012)에 따르

의 다양성 확인에 좀 더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면 수학적 모델링 과제 해결 시 다양한 수학적

그 결과, Table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개인의

표현을 이용한 의사소통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

역량을 보여주는 개인 부분역량과 개인 메타인

한 학생의 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지역량의 문항(12문항)보다 집단 메타인지역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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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것이다.

유형을 다양화하였다. 문항은 대부분 5점 척도의
리커트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하위 범주 중

2. 수정된 교수

ㆍ학습과정안과 활동지

‘소집단 활동 경험’에 속하는 문항은 경험 여부
선택 문항으로, ‘의사소통 방식’의 마지막 두 문

여기에서는 전문가 평가와 교수실험 결과에

항은 괄호 안의 내용 중 가장 적절한 내용을 선

따라 수정된 교수 학습과정안과 구체적인 활동

택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지를 제시한다. 활동지는 앞 절에서 제시한 수학

ㆍ

이론적 검토를 토대로 구성된 설문지는 수학

적 모델링 과제에 대한 학생들의 가설학습경로

교육 연구자를 포함한 수학연구공동체에서의 수

를 안내하는 발문으로 구성되었다.1) 그리고 교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검토되었다. 이후, 개

수 학습과정안은 가설학습경로에 대한 사고실

발된 교수 학습과정안에 대한 전문가 평가에서

험 및 교수실험 결과에 맞추어 설계된 수업 과

함께 검토되었다. 두 번에 걸친 검토를 통해 문

정을 제시한다.

ㆍ

ㆍ

항이 학생들의 인지적 다양성을 확인하는 데 적
절한 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특히, 학생들의 역

가. 전문가 평가 결과 및 수정

할분담을 위해 사고 제시자, 사고 반박자, 사고
검토자를 확인하는 데 적절한 지 여부를 확인하
였다.

Table 2의 평가문항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는 Table 5와 같다.

Table 4는 집단 구성 및 집단창의성 발현과정
분석을 위한 설문지로, 집단 구성을 위해 설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때, 우선적
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의사소통 방식으로, 해
당 결과에 따라 학생들의 역할분담을 정한다. 이
는 수학적 모델링을 통한 집단창의성 발현 시
상호작용을 통한 다양한 사고 공유가 핵심적이
라는 Sawyer(2007)의 견해를 따른 것이다. 이후,
한 집단에 각 역할분담에 속한 학생들이 최소
한 명씩 배치되도록 한다. 이때 수학 인지적 영
역을 고려하여 배치하는데, 특히 소집단 메타인
지 역량과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이 다양한 학생
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집단창의성
발현을 위해 개인의 역량보다 집단의 역량과 집

Table 5. Evaluation results of expert group
문항
1
2
3
4
5
6
7

평균
5
4.6
5
4.2
4
4.2
4.6

표준편차
0
0.89
0
0.84
0.71
0.84
0.55

문항
평균 표준편차
8
3.8
0.84
9
4.2
0.45
10
5
0
11
4.8
0.45
12
4
0.71
13
4.2
0.45
14
4.2
0.45
15
4.4
0.89
문항
주요 답변
- 중학생 대상으로 볼 때, 언어 표현이 어렵
다. 전체적인 질문을 학생 수준에 맞추어
쉽게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
16 - 각 문항의 해결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제공
할 예시를 준비해야 할 것 같다.
- 프롬프트 제공 방식을 더 정교화하면 좋을
것 같다.

단 내 관점의 공유가 중요하다는 Vorhölter et
al(2017), Paulus(2000) 등 선행연구의 견해를 따

평가 결과에 따르면, 8번 문항을 제외한 모든

1) 공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활동지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활동지에 제시된 발문만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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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에서 4점이 넘는 평가를 받았다. 좀 더 구체

다. 이 역시 교수 학습과정안의 ‘수업 맥락’과

적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문항은 1, 3, 10

관련된 부분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사 지

번 문항으로, 이들은 각각 수학적 모델링 과제에

도안에 좀 더 구체적인 안내를 제시하였으며, 활

서 실세계 반영의 적절성과 다양한 답의 구성

동지 문항을 구체적인 활동을 제시하는 방향으

가능성, 그리고 상호작용에서의 지식 공유 가능

로 수정하였다.

성에 해당한다. 이는 Figure 5에 제시된 문항이

자유 응답에서는 제시된 활동이 학생들에게

학생들에게 다양한 답을 구할 수 있게 하는 수

낯설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학적 모델링 과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활동지 발문에 사

을 보여준다. 또한, 다양한 답에 대한 집단 구성

용된 언어의 수준을 낮추고 발문에서 요구하는

원 간 지식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조성

학생 활동을 문항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예

이 수업설계에 잘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1,

를 들어, 활동지2의 3번 문항 뒷부분에 ‘예를 들

3, 10번 문항에 이어 좋은 평가를 받은 11번 문

어, Yeony의 기준1에 맞는 과자를 선택하는데

항 역시 수업 설계에 갈등 기반 상호 작용이 잘

필요한 정보가 열량이라고 생각한다면, ‘필요한

반영되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3번 문항에서 다

정보 : (열량)’을 기재하고 모든 과자의 열량을

양한 답의 구성 가능성이 구성원 간의 갈등 기

수집한 뒤 수집한 값들을 표나 그래프, 식으로

반 상호작용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현합니다.’를 제시하여 활동을 구체적으로 안

반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문항은 8

내하였다.

번, 5, 12번 문항으로, 5번의 경우 학생의 역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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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에 해당한다. 학생들의 역할분담은 교수 학습

나. 교수실험 결과2) 및 수정

과정안의 ‘수업 맥락’과 ‘학생의 주된 역할분담’
을 통해 안내되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안내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수정된 교수·학습과정안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사

과 활동지를 적용한 결과, 전반적으로 학생들은

지도안에 각 문항별로 요구되는 학생의 주된 역

역할분담에 충실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며, 교사는

할분담을 제시하고 해당 역할분담을 통해 나타날

모둠 내 상호작용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

수 있는 문항에 대한 예상 답안을 제시하였다.

습을 보이는 등 Figure 1에 나타난 집단창의성

5번과 12번의 경우 각각 수학적 모델링 과정

발현과정이 관찰되었다. 이는 이론적 검토를 통

의 수정, 보완 가능성, 그리고 갈등 기반 상호작

해 확인한 Table 1의 결과와 유사하다. 수학적

용의 긍정적인 해결 가능성에 해당한다. 갈등에

모델링의 각 단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찰된

대한 긍정적인 해결은 궁극적으로 메타인지적

주된 상호작용과 그 결과로서 창의적 시너지는

상호작용(13, 14번)과 연결되는 것으로, 종합하

Table 6과 같다. 다만, 예상 답안 및 프롬프트 구

면,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메타인지

성, 집단창의성 발현을 위한 환경조성, 그리고

적 상호작용으로 연결하면서 모델링 활동을 수

수학적 모델 도출 및 적용 과정에서 강화되어야

정, 보완할 수 있는 안내가 부족함을 알 수 있

할 상호작용이 관찰되었다. 이와 관련한 수업 설

ㆍ

2) 개발된 과제와 교수 학습과정안을 적용한 자세한 교수실험 결과는 후속 연구로 제시될 예정이며, 여기
에서는 교수실험 과정에서 관찰된 상호작용 유형과 창의적 시너지를 간략하게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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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그 이후의 과정에서 갈등 기반과 메타인지적
상호작용이 소극적으로 관찰되었다. 이에 따라,

Table 6. Results of teaching experiment
수학적 모델링
단계

관찰된 주된
상호작용

관찰된 창의적
시너지

실세계 탐구

상호보완적

과제의 정확한 이해

상호보완적

과자의 영양성분에
대한 집단 내 정보
확장

문제에 영향
미치는 요인
찾기
수학적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기
단순화하기,
요소 사이 관계
찾기
수학적 모델
도출,
수학적 결론,
모델 적용,
최종 모델 산출

상호보완적,
갈등 기반,
메타인지적

수학적 표현에 대한
이해 확장, 정교화
된 수학 표현
주요 요소 선정의
정교한 기준 제시,
기준의 타당성 검토

해당 과정의 수행 시, 역할분담의 재편성을 통해
갈등 기반과 메타인지적 상호작용을 강화하였다.
예를 들어, 제안된 수학적 모델 3개 중 1개를 선
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모둠 구성원들은 모두 초
기에 부여된 자신의 역할분담이 아닌 사고 반박
및 평가자 역할을 하면서 수학적 모델을 적극적
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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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정된 교수 학습과정안과 활동지

전문가 평가와 교수실험 결과를 종합하여 집
갈등 기반,
메타인지적

수학적 개념의 검증
및 이해 확장

단창의성 발현을 위해 개발된 수학적 모델링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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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학습과정안을 수정하였다. 교수 학습과정안
은 교사의 수업준비를 돕고 궁극적으로 학생의
성공적인 학습을 위한 것으로, 사고실험 결과를

첫째, 예상 답안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답이
사고실험 결과보다 다양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
어, 과자의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사고실험 시에는 막대그래프와 꺾은선 그래프를
이용할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교수실험 결과
원그래프, 줄기와 잎 그림 등 다양한 표현이 제
시되었다. 이에 따라 예상 답안을 풍부하게 제시
하고, 예상 답안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가능 프롬프트와 확장 프롬프트를 더 자세
하게 작성하였다.
둘째,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평소 갈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상대방의 의견에 반대
되는 의견을 제시하고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관
찰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조성 시 갈등 및 평가
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였다. 또
한,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비판이 상대방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셋째,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수학적 모델 도출

바탕으로 주어진 과제에 대한 학생들의 가설학
습경로를 제시한다. 처음 제시된 과제가 학생들
의 학습을 유도한다면, 교사는 과제 해결을 돕는
발문과 활동지를 통해 가능 프롬프트와 확장 프
롬프트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경로를 안
내하게 된다(Sullivan et al., 2006).
Leikin & Pitta-Pantazi(2013)에 따르면, 창의성
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창의성을 발현시킬 수 있
는 학습 환경이 중요하다. 즉, 과제 제공을 넘어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 적절한 학습 환경과
교수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명시
적인 설명보다, 적절한 발문을 통해 학생 스스로
수학적 개념과 아이디어를 창안해낼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Nadjafikhah, Yaftian, & Bakhshalizadeh,
2012). Johnson & Johnson(1990) 역시 소집단에
대한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며, 집단 내 긍정적인
상호의존성이 조성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긍정
적인 상호의존성이란 서로의 노력이 서로에게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in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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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Mathematical modeling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 plan for the development of group
creativity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 것으로, 서

를 위해 실패에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필요

로의 능력과 할당된 역할에 의존하여 공통적인

하다. 오답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목적을 추구한다.

공유하고 계속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 동료의 오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학생들은 자신의 아

류를 인정하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Luria et

이디어를 제시하는 데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이

al., 2017; Sriraman, 2005). 이상의 논의, 그리고

2019, Vol. 29, No. 1

ㆍ

정 혜 윤 이 경 화

181

Table 7. Questionings presented in student’s worksheets
활동지

문항
1번 문항 : 어떠한 상황인가요? 문제가 되는 상황은 무엇인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황을 모둠 친
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활동지1
2번 문항 : 각 기준에 맞는 과자를 선택하기 위해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지 모둠 친구들과 함께 이
야기해 봅시다.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시합니다.

활동지2

3번 문항 : 2번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정보를 모든 과자에 대해서 모둠 친구들과 함께 구해봅시
다. 구한 정보를 식, 그래프, 표 등 다양한 수학 표현을 이용하여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Yeony의
기준1에 맞는 과자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열량이라고 생각한다면, ‘필요한 정보 : (열량)’을
기재하고 모든 과자의 열량을 수집한 뒤 수집한 값들을 표나 그래프, 식으로 표현합니다.
4번 문항 : 3번 문항에서 ‘필요한 정보’로 제시한 열량, 나트륨과 같은 정보들을 가장 중요한 순으
로 3가지 선정하고,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제시된 이유가 타당한지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활동지3
5번 문항 : 4번에서 선정한 중요도에 따라, 3번의 답에 제시된 과자별 정보를 다시 살펴봅시다. 각
중요도에 따른 과자 랭킹을 정합니다.

활동지4

6번 문항 : 5번의 답에 제시된 과자들의 랭킹은 서로 같은가요, 다른가요? 만약 랭킹이 서로 다르
다면, 최고의 과자를 어떻게 선정할 수 있을까요? 서로 다른 랭킹들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최고의
과자 2개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3가지 생각해 봅시다.
7번 문항 : 6번에서 살펴본 3가지 방법 중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고, 다른 방법에 비해 더 적
절하다고 생각한 이유를 말해봅시다.

활동지5

8번 문항 :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Yeony에게 최고의 과자 2개를 추천하는 편지를 작성
하려고 합니다. 아래에 편지 내용을 대략적으로 스케치해 보고, 편지지에 편지를 작성합니다.

Figure 1, Figure 2에 나타난 집단창의성 발현과정
과 수학적 모델링 과정을 반영한 교수·학습과정
안은 Figure 6과 같다. 활동지를 구성하는 발문은
Table 7과 같으며, 각 발문에 대한 예상 답안 등
을 제시한 교사 지도안은 Figure 7과 같다.
각 활동지의 문항에 대한 안내와 해당 문항의
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된 상호작용과 학생

ㆍ

의 주된 역할분담은 Figure 6의 교수 학습과정
안과 Figure 7의 교사 지도안에 제시되었다. 교
사는 Figure 6, Figure 7과 Table 7을 다음과 같
이 이용하여 수업을 준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Table 7에 제시된 활동지4의 6번 문항을 수행하

ㆍ

고자 하는 교사는 교수 학습과정안을 이용하여
6번 문항이 ‘수학적 모델과 결과 도출’ 단계에
해당하는 발문임을 확인하고, 전체적인 활동과정
에서 해당 문항이 갖는 의미를 확인한다. 학생들

Figure 7. Lesson plan for teachers presented in
student’s workshe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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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 단계에서 과제 해결을 위해 가장 적절한

에 따른 산출물로 보는 개인 창의성의 관점으로

모델을 선정하게 되는데, 교사는 Figure 6을 통

부터 집단을 하나의 실체로 고려하는 창의성에

해 6번 문항 해결을 위해 갈등 기반 상호작용과

대한 총체적 관점으로의 이동이 이루어진다.

메타인지적 상호작용이 필요함을 확인한다. 또

이와 같은 관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

한, 사고 제시자, 반박자, 평가자로서 학생들의

연구 분석을 통해 수학적 모델링을 통한 집단창

역할분담 수행이 모두 이루어져야 함을 Figure 6

의성 발현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르면,

에서 확인한다. 최종적으로, 교사는 6번 문항 해

소집단을 중심으로 한 모델링 수업은 구성원들

결을 위해 요구되는 상호작용과 역할분담 수행

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지혜를 결집하는 생산

을 유도하는 방향의 수업을 진행한다.

적인 과정을 경험하게 한다. Zhou & Luo(2012)

또한, 교사는 수업 진행 과정에서 Figure 7을

는 이러한 지식 생성의 과정이 곧 모델링을 통

통해 6번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예상 발문을 확

한 집단창의성 발현과정이라고 하였다. 정리하자

인한다. 그리고 예상 발문을 유도하기 위한 가능

면,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집단창의성이 발현되

프롬프트 및 확장 프롬프트를 확인한다. 모둠 내

는 과정은 다양한 양식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발생하지 않는 경우, 교사

정보를 교환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며, 모

는 가능 프롬프트를 확인하고 예상 답안이 나올

델 적용이라는 사회적 맥락에서의 검증과 최종

수 있도록 6번 문항 해결을 위한 갈등 기반 상

산출물을 이끌어 내기 위해 커뮤니티 내 구성원

호작용과 메타인지적 상호작용을 유도한다. 상호

들의 합의를 포함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작용이 활발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확장 프롬

하지만, 교수실험에서도 확인하였듯이, 수학적

프트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더

모델링 과제의 제공이나 집단 구성을 통한 모델

다양한 답이 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링 활동이 집단창의성 발현으로 바로 이어짐을
의미하진 않는다. Hogan(1999) 역시 소집단 구성

V. 결론

자체만으로 의미 있는 활동이 일어난다고 볼 수
없으며, 성공적인 소집단 활동을 위한 교수설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한 바 있다. 수업설계의 초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과 수학적 모델링에 대

점에 부합하는 과제의 제공뿐 아니라, 교사의 지

한 논의의 초점을 개인의 인지적, 심리적 관점으

도와 학생 역할분담 및 활동 규범 등 수업을 구

로부터 사회문화적 관점으로 이동, 해석하고자

성하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수업설계가 필요한 것

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창의성과 수학적 모델링

이다(Hogan, 1999).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

이 사회적 속성을 내포한다는 선행연구(Cobb,

교수학에서 집단창의성 발현을 위한 수학적 모델

1994; Sawyer, 2012; Vorhölter et al., 2017)를 토

링 수업설계의 첫 단계로, 수학적 모델링에서 집

대로 한다. 개인을 맥락과 상호작용하는 구성요

단창의성 발현과정과 그 결과를 모두 고려한 수

소 중 하나로 인식하는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분

업을 설계 및 실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한 본

석단위는 개인의 경험으로부터 그 과정과 맥락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을 포함하는 단위로 이동한다. 또한, 소집단 활

첫째, 지금까지 창의성 교육 연구는 주로 영재

동을 통한 창의적 결과물을 개인의 창의적 활동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실제 학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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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ion, 9(2), 137-175.

이루어진 연구는 극히 드물다(Luria et al., 2017).

Bissola, R., & Imperatorini, B. (2011). Organizing

Sternberg(2017) 역시 창의성 교육이 교육과정 안

individual and collective creativity: Flying in

에 포함되어 학교 수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the face of creativity clichés. Creativity and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반 학생을

Innovation Management, 20(2), 77-89.

대상으로 학교수학에서 수학적 집단창의성 발현

Blum, W., & Ferri, R. B. (2009). Mathematical

을 위한 수업을 구성한 본 연구는, 일반 학생을

modelling:

대상으로 한 수학적 창의성 함양에 대한 연구가

Journal

부족하다는 Lee(2016)의 지적을 보완하고, 수학영

Application, 1(1), 45-58.

재

학생들의

집단창의성을

논의한

Sung

Can it
of

be taught

Mathematical

and

learnt?

Modelling

and

&

Chalmers, C. (2009). Group metacognition during

Lee(2017)의 연구를 확장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In proceedings

둘째, 지금까지 집단 구성을 통한 수학적 모델

of MERGA 32 conference crossing divides.

링 활동을 논의한 선행연구에서는 집단이 아닌
개인의 인지적 발전 측면에 분석의 초점을 두었

Wellingon, New Zealand.
Chiu, M. M. (2008). Effects of argumentation on

다. 개인의 인지적 특징을 분석하거나, 개인 창

group

의성의 요소로 간주 되는 독창성, 유창성, 유연

analyses

성, 정교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수행한 것이

problem solving.

다(Lee & Yi, 2012; Park, 2017). 반면, 본 연구에

Psychology, 33, 382-402.

서는 개인이 아닌 집단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
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micro-creativity:
of

algebra

Statistical
students’

Contemporary

discourse

collaborative
Educational

Cho, M. J., & Jin, S. U. (2016). A phenomenological
study on group creativity emerging precess

학교수학의 많은 활동이 집단 구성에 기반하고

experiences of gifted students in elementary

있음에도 집단창의성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소홀

schools. The Journal of Creativity Education,

히 다루어져 왔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만큼, 최근

16(2), 35-59.

여러 연구자에 의해 집단창의성에 대한 논의가 이

조무정, 진석언(2016). 초등학교 과학 영재학

루어지고 있음은 고무적인 일이다. 본 연구서의

생의 집단 창의성 발현과정 경험에 대한 현

논의가 학교수학에서의 집단창의성 논의에 미약하

상학적 연구. 창의력교육연구, 16(2), 35-59.

나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Choi, H. S., & Thompson, L. (2005). Old wine in
a new bottle: Impact of membership chang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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