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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게임을 이용한 수학적 창의력 향상
Using board games to improve mathematical crea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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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게임을 이용한 수학적 창의력 향상

학습효과

학습효과

● 사전-사후 데이터분석 결과를 Table로 정리할 수 있다.

표본크기 사후 평균 사전 평균 대응표본평균 대응표본분산, 표준편차 표준오차 자유도 검정통계량 유의확률

𝑛 X₂ X₁ XD SD² SD SE DF tvalue p

20 996.52 331.39 665.13 653017.51 808.09 180.70 19 3.6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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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게임을 이용한 수학적 창의력 향상

학습순서

학습순서

1. 데이터의 대표값

2. 데이터의 분포값

3. 표본통계량

4. 표본평균의 분포 (표집분포)

5. 표준오차

6. 편차로 새로운 확률변수 생성

7. 대응표본 t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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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게임을 이용한 수학적 창의력 향상

데이터분석에 사용된 구글시트 함수

구글시트 함수

함수명 함수식 예 예 설명 데이터분석 적용

데이터 개수 =count(시작셀:마지막셀) =count(A3:A24) A3셀에서 A24셀까지의 숫자, 날짜, 텍스트로 나타낸 숫자 데이터 개수 1. 데이터의 대표값

데이터 개수 =counta(시작셀:마지막셀) =counta(A3:A24) A3셀에서 A24셀까지의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 1. 데이터의 대표값

평균 =average(시작셀:마지막셀) =average(E3:E24) E3셀에서 E24셀까지 데이터의 평균 1. 데이터의 대표값

제곱 =값, 계산식, 혹은 셀^2 =M3^2 M3셀의 값을 제곱 2. 데이터의 분포값

제곱근 =sqrt(값, 계산식 혹은 셀) =sqrt(M3) M3셀 값의 제곱근
2. 데이터의 분포값
5. 표준오차

표본분산 =var.s(시작셀:마지막셀) =var.s(J3:J24) J3셀에서 J24셀까지 데이터의 표본분산
2. 데이터의 분포값
3. 표본통계량

표본표준편차 =stdev.s(시작셀:마지막셀) =stdev.s(J3:J24) J3셀에서 J24셀까지 데이터의 표본표준편차
2. 데이터의 분포값
3. 표본통계량

t 분포 확률밀도함수
=t.dist(값 혹은 셀, 자유도, true 혹은 false)
true는 누적확률, false는 확률밀도를 계산

=t.dist(A3,21,false) 자유도가 21인 T분포에서 A3라는 값의 확률밀도
6. 편차로 새로운 확률변수 생성

t 검정(양측검정) =t.dist.2t(t검정통계량,자유도) =t.dist.2t(T3,U3) U3를 자유도로 하는 T분포에서 T3라는 검정통계량의 유의확률 7. 대응표본 t-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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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게임을 이용한 수학적 창의력 향상

표본크기 사후 평균 사전 평균 대응표본평균

𝑛 X₂ X₁ XD

20 996.52 331.39 665.13

사전-사후 점수편차가 요소(element)인 대응표본의 대표값(XD)

1. 데이터의 대표값

XD = X2 - X1

사후점수 사전점수 대응표본(점수편차)

1232.45 124.9 1107.55

317.36 80.43 236.93

228.77 10.02 218.75

82.68 111.9 -29.22

818.21 14.24 803.97

1122.21 11.8 1110.41

1668.88 829.4 839.48

1209.4 698.46 510.94

75.55 157.55 -82

72.68 57.62 15.06

2671.38 886.92 1784.46

333.79 54.88 278.91

283.04 14.24 268.8

94.65 53 41.65

332.76 88.08 244.68

69.99 68.34 1.65

4439.23 1071 3368.23

1477.6 869.01 608.59

1771.71 863.94 907.77

1628.03 562.06 1065.97

X2 = 996.527 X1 = 331.39 XD = 665.13

OR

XD

XD = X2 - 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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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게임을 이용한 수학적 창의력 향상

표본크기 사후 평균 사전 평균 대응표본평균 대응표본분산, 표준편차

𝑛 X₂ X₁ XD SD² SD

20 996.52 331.39 665.13 653017.51 808.09

사전-사후 대응표본의 분포값

2. 데이터의 분포값

SD² = ∑(𝑑𝑖-XD)²/(𝑛-1)

XD = X2 - X1XD = X2 - 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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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게임을 이용한 수학적 창의력 향상

표본크기 사후 평균 사전 평균 대응표본평균 대응표본분산, 표준편차

𝑛 X₂ X₁ XD SD² SD

20 996.52 331.39 665.13 653017.51 808.09

표본평균의 분포(표집분포)의 분산 - 중심극한 정리

4. 표본평균의 분포

SD² = ∑(𝑑𝑖-Xd)²/(𝑛-1)

XD = X2 - X1 자유도가 19인 t분포XD = X2 - X1

𝜎X² = 𝜎D²/𝑛 ≈ sD²/𝑛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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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게임을 이용한 수학적 창의력 향상

표본크기 사후 평균 사전 평균 대응표본평균 대응표본분산, 표준편차 표준오차

𝑛 X₂ X₁ XD SD² SD SE

20 996.52 331.39 665.13 653017.51 808.09 180.70

표준오차(SE)는 표집분포(표본평균이 이루는 분포)의 표준편차

5. 표준오차

SE = SD /√𝑛

𝜎X² = 𝜎D²/𝑛 ≈ sD²/𝑛

SD² = ∑(𝑑𝑖-Xd)²/(𝑛-1)

XD = X2 - X1

D

XD = X2 - 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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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게임을 이용한 수학적 창의력 향상

표본평균관측값

xD= 665.13

표본분산관측값

sD
2 = 808.09

대응표본크기

n = 20

자유도

DF = 19

대응표본평균(     )의 확률분포를 t분포로 변환(transform)

6. 편차로 새로운 확률변수 생성

대응표본(점수편차)

1107.55

236.93

218.75

-29.22

803.97

1110.41

839.48

510.94

-82

15.06

1784.46

278.91

268.8

41.65

244.68

1.65

3368.23

608.59

907.77

1065.97

XD = 665.13

대응표본통계량

XD

n
SD

2

√
tn-1= 

XD
μX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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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게임을 이용한 수학적 창의력 향상

표본크기 사후 평균 사전 평균 대응표본평균 대응표본분산, 표준편차 표준오차 자유도 검정통계량 유의확률

𝑛 X₂ X₁ XD SD² SD SE DF tvalue p

20 996.52 331.39 665.13 653017.51 808.09 180.70 19 3.68 0.002

t분포에서 검정통계량(tvalue)과 유의확률(p) 구하기

7. 대응표본 t 검정

SE 

XD obs(관측값)

obs

tvalue  = 

t분포 (자유도 = 19)

평균=0

검정통계량이 나눈 두 확률값 중 평균이 속하지 않은 구간의 확률이 유의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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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게임을 이용한 수학적 창의력 향상

유의수준 정하기

7. 대응표본 t 검정

표본크기 사후 평균 사전 평균 대응표본평균 대응표본분산, 표준편차 표준오차 자유도 검정통계량 유의확률

𝑛 X₂ X₁ XD SD² SD SE DF tvalue p

20 996.52 331.39 665.13 653017.51 808.09 180.70 19 3.68 0.002

1. 검정통계량이 양수이므로 수학적 창의력은 향상

1. 유의확률 < 유의수준 : 0.002 < 0.05 

유의수준

t분포 (자유도 = 19)

“수학적 창의력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가설을 95%로 신뢰한다면 유의수준은 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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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게임을 이용한 수학적 창의력 향상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한 연구가설 검정

연구가설 : 보드게임은 수학적 창의력을 향상시킨다. 

표본을 통해 관측한 검정통계량은 수학적 창의력이 향상됨을 나타내는 양수 3.68이며 유의확률은 0.002 

유의수준을 0.05(5%)로 하면 “유의확률 < 유의수준” 이므로 귀무가설 기각

7. 대응표본 t 검정

귀무가설(H0) : 보드게임 전후의 수학적 창의력 점수 차이는 0이다. 즉, 수학적 창의력은 변하지 않는다. 

검정통계량이 양수이므로 수학적 창의력은 향상되었고 귀무가설이 기각되었으므로 연구가설 채택

귀무가설이 옳다면 수학적 창의력의 편차는 t 분포로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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