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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게임을 이용한 수학적 창의력 향상 :  

사전-사후 비교 > 대응표본 t검정 

요약 

보드게임이 초등학생의 수학적 창의력을 향상시키는지를 알아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 20명을 프로젝트에 초대하여, 4주간 매일 30분씩, 매주 1가지씩 총 4가지의 보드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시점에 4개의 문항으로 수학적 창의력을 측정하고, 4주간 

보드게임을 한 후, 4개의 문항으로 다시 수학적 창의력을 측정하였다. 사전과 사후점수 차이를 

대응표본 t테스트로 검정한 결과,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서론 

보드게임이 초등학생의 수학적 창의력을 향상시키는지를 알아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 20명을 프로젝트에 초대하여, 4주간 매일 30분씩, 매주 1가지씩 총 4가지의 보드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시점에 4개의 문항으로 수학적 창의력을 측정하고, 4주간 

보드게임을 한 후, 4개의 문항으로 다시 수학적 창의력을 측정하였다. 사전과 사후점수 차이를 

대응표본 t테스트로 검정한 결과,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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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 

가설 : "보드게임은 수학적 창의력을 향상시킨다" 라는 연구가설을 세우고 

귀무가설 도출 

수학적 창의력은 수학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수학으로 문제해결 방법을 찾거나, 

아이디어를 내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보드게임은 수학적 창의력을 향상시킨다고 

가정하였다. 즉, 연구가설은 “보드게임은 수학적 창의력을 향상시킨다”이고, 이와 반대되는, 검정이 

용이한 귀무가설을 도출하였다. 

실험설계 : 보드게임을 중재로 하는 사전-사후 실험설계 

수학적 창의력은 수학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수학으로 문제해결 방법을 찾거나, 

아이디어를 내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보드게임은 수학적 창의력을 향상시킨다고 

가정하였다. 즉, 연구가설은 “보드게임은 수학적 창의력을 향상시킨다”이고, 이와 반대되는, 검정이 

용이한 귀무가설을 도출하였다. 

수학적 창의력 향상을 위한 보드게임은 1) 전략에 의한 승패결정, 2) 난이도의 적절성, 3) 소요 시간, 4) 

수학 내용과의 관련성, 5) 경쟁과 협력, 이 다섯가지의 선정기준으로 4가지 보드게임을 선정하였다. 

매주 1가지씩 총 4주간 4가지 보드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교사가 최초에 보드게임 규칙을 설명하고, 4주간 매일 30분씩 

학생들이 자유롭게 보드게임을 하였다. 보드게임 전-후의 수학적 창의력 점수를 레이킨의 척도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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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창의력 측정문항은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된 문제들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다. 예비 검사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답을 할 수 있고, 도형 영역과 관련되며,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수학적 

창의력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문제를 선정하였다. 

사후 검사 문제는 사전 검사 문제와 동형인 문제를 개발하고, 2, 3차 예비 검사를 통해 검사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사전-사후의 수학적 창의력 측정 데이터로 대응표본 데이터를 정리하였다. 

데이터 모델링 : Leikin의 수학적 창의력을 확률변수로 하는 데이터 모델링 

수학적 창의력을 확률변수로 보고, 그 구성요소를 측정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레이킨의 수학적 

창의력 척도는 유창성(Fluency), 융통성(Flexibility), 독창성(Originality)으로 구성된다. 문제에 대한 

각각의 적절한 솔루션의 융통성과 독창성 점수를 곱한 것을 모두 합한 후, 유창성 점수를 곱하여 

수학적 창의력 점수를 구한다. 이는 통찰력을 강조한 융합 채점 방법으로 창의적인 학생을 변별하는데 

효과적이다.  

유연성을 측정하기 위해 그룹과 하위 그룹은 전략과 표현에 따라 설정되었다. 첫 번째 적절한 솔루션은 

10점으로 점수를 매겼고, 두 번째 솔루션은 다른 그룹에 속한 경우 10점으로 점수를 매겼다. 그러나 

이전에 사용된 그룹 중 하나에 속했지만 이전에 사용된 하위 그룹 중 하나에 속하지 않은 경우 1점을 

받았다. 솔루션이 이전에 사용된 그룹 및 하위 그룹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0.1점을 받았다. 문제에 

대한 학생의 총 유연성 점수는 해당 문제에 대한 모든 적절한 솔루션에 대한 학생의 유연성 점수의 

합이었습니다. 

본 연구의 참여자 수는 20명이었다. 따라서 동일한 전략을 구성하는 학생 수가 3명 미만(p<15%)일 때 

독창성은 10점, 4명 이상 8명 미만일 때(15) % ≤ p < 40%)인 경우 독창성은 1점, 8명 이상(p > 40%)인 

경우 독창성을 0.1점으로 하였다. 문제에 대한 총 독창성 점수는 해당 문제에 대한 모든 적절한 

솔루션에 대한 학생의 독창성 점수의 합이다. 최종 창의성을 평가하기 위해 총 유연성 점수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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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창성 점수의 곱에 유창성 점수를 곱하였다. 채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초등학교 교사 3명이 

참여하였다. 

데이터 

데이터정리 

프로젝트에 참여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 20명의 사전-사후 수학적 창의력 점수를 스프레드시트에 

정리하여 정형데이터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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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시각화 

산점도와 선그래프를 그려서, 보드게임 전후의 학생별 수학적 창의력 점수의 변화를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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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분석 

사전-사후비교 : 대응표본 t검정 결과 

사전-사후 점수 차이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 결과, 수학적 창의력이 유의미(p=0.002)하게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응표본t검정 

표본크기 사후 평균 사전 평균 차이 평균 차이 분산 차이 표준편차 표준오차 검정통계량(t) 자유도 유의확률(p) 

20 996.52 331.39 665.13 653017.51 808.09 180.70 3.68 19 0.002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한 연구가설 채택  

1. 연구가설 : 보드게임은 수학적 창의력을 향상시킨다. 

2. 귀무가설 : 보드게임 전후의 수학적 창의력 점수 차이는 0이다. 즉, 수학적 창의력은 변하지 

않는다. 

3. 귀무가설이 옳다면 수학적 창의력의 차이는 t분포를 가진다. 

4. 표본을 통해 관측한 검정통계량은 수학적 창의력이 향상됨을 나타내는 양수 3.68이며, 

귀무가설이 옳은데 3.68이라는 검정통계량이 관측될 확률, 즉 유의확률은 0.002 

5. 만일 유의수준을 0.05로 하면, “유의확률<유의수준”이므로 귀무가설 기각 

6. 검정통계량이 양수이므로, 수학적 창의력은 향상되었고, 귀무가설이 기각되었으므로 연구가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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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사전 측정 점수와 사후 측정 점수 차이에 대한 대응표본 t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수학적 창의력 점수가 

유의미(p=0.002)하게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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