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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영재교육을 위한 자발적 수학 동아리 운영 사례 분석

서 보 억 (대구가톨릭대학교)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73년이후 고등학교 평준화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이제는 거의 모든 지방

중소 도시에까지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경기도와 경상남도가 고등학교 평준화를 본격적으로 실시하

겠다고 발표하여 학부모와 교육 당국 간의 오랜 갈등이 매듭 되어져 가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학부

모가 원하는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는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교사들도 옹호하고 있다. 모

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는 것과 중학교에서만이라도 입시 교육으로부터 다소

나마 탈피하는 것이 가능하여 졌다.

7차 교육과정과 2007개정 수학교육과정의 기본 이념을 살펴보면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철학을

엿볼 수 있다. 수준별 수업의 강조, 수준별 수업을 위한 보조교과서인 수학익힘책 제도의 도입, 자신

의 능력에 부합된 교육을 받을 권리의 강조는 학교교육이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고난도의 학습 형태

에서 탈피하여 모든 학생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교과 내용에 대한 학습으로 방향의 전환이 일

어났음을 보여 준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00년 발표된 영재교육진흥법이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법

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

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

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한 우수한 인력과 기술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특정한 집단을 선택하여 선별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에 필요한 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수학영재교육이 진행되고 있

는 것이다. 이러한 영재교육진흥법에서는 영재교육 기관으로 크게 3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는 영재학교에서의 영재교육, 둘째는 각급 학교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영재학급에서의 영재교육, 셋째

는 시․도 교육청, 대학, 국공립 연구소, 정부출연기관 및 과학․기술, 예술, 체육 등과 관련 있는 공

익법인 등에서 설치한 영재교육원에서의 영재교육이다. 이러한 세 가지 형태의 영재교육 중에서 영

재학교와 영재교육원에서의 영재교육은 그 특성상 매우 제한적이고 폐쇄적인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

고, 이에 대한 준비도 국가차원이나 지역 대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현장 학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그러나 각급 학교의 영재학급의 운영은 학교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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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는 단위 학교에서의 영재교육, 즉 영재학급 운영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모범 사례를 제시하고 그 운영 결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영재학급

운영의 모델로서 자발적 수학동아리를 조직하였고,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수학 교육활동을 실시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학동아리의 조직, 교육활동 및 전개과정, 교육의 효과성 등 자발적 수

학동아리 운영에 대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두 가지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 중학교에서 1년간 운영된 자발적 수학동아리에서의 학생 선발, 수학동아리 조직, 통제집

단과 실험집단의 구성, 일련의 교육활동의 전개 등을 구체적으로 고찰한다.

둘째, 자발적 수학동아리 활동을 통한 교수-학습 활동이 통제집단과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지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II. 문헌 분석

III. 연구의 방법 및 절차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는 대구시내 모 중학교를 선정하여 중학교 1학년 학생 8명을 실험집단으로 수학동아리를

결성하였다. 또한 수학동아리 구성원과 동일한 성취수준과 능력을 가진 8명의 학생을 통제집단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은 총 16명의 성취수준이 우수한 중학생들이다.

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가. 학생선발을 위한 검사지 개발 : 자발적 수학동아리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1차년도 6월초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된 검사지를 개발하였다.

나. 수학동아리의 구성 :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발적 수학동아리 회원을 모집하였고, 연구의 1

차년도 6월 13일 동아리가 결성되었다.

다. 영재학급을 위한 교수-학습자료의 선택 및 편집 : 수학동아리 운영을 위해 대수 및 해석 내용

을 선택하여 자료집을 편집하였고, 창의력 신장을 위한 교재도 8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개발되었다.

라. 수학동아리 운영 및 적용

1) 수학동아리 정기 수업 : 1차년도 6월 13일부터 2차년도 6월 7일 까지 매주 2회 4시간의 정기

동아리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1회 활동은 창의력 중심으로 1회 활동은 수학영재학습 중심으로 진행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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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름캠프 운영: 1차년 7월 30일 ～ 8월 1일(2박3일) 여름 수학캠프를 운영하였다.

3) 수학영재 체험학습 실시 : 두 차례에 걸쳐 수학체험전, 과학교육원을 견학하였다.

4) 겨울캠프 운영 : 2차년도 1월 28일부터 31일까지 학교 내에서 실시하였다.

라. 결과분석을 위한 실험집단 및 통제집단의 결성 : 자발적 수학동아리를 실험집단으로 하고, 같

은 검사를 받은 동질집단의 학생을 통제집단으로 구성하였다.

마. 사후검사의 실시 : 2차년도 6월 5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각각 8명을 대상으로 사후검사를 실

시하였다. 사후검사는 사전검사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바. 검사결과의 처리 및 분석 :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결과를 Excel 20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대구시내 실험 중학교에서 자발적 수학동아리를 결성하였고, 이 동아리를 중심으로

수학 교수-학습자료를 선택하고 수업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통제집단과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검사도구의 개발

학생선발을 위한 검사지는 수학성취능력검사, 창의력 검사, 셋째, 추리력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2. 자발적 수학동아리의 구성

3. 수학동아리 운영을 위한 교수-학습자료의 선택

본 연구를 통해서 수학성취능력의 향상을 위해 대수교육 교재, 해석교육 교재를 선별하여 사용하

였고, 창의력 신장을 위한 교재를 별도로 개발하여 교육활동에 활용하였다..

수학영재학급의 학생들을 위한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교수-학습자료는 여러 가지 준거에 의해

개발되어졌다. 그 준거들에 대해 신현용(1999)은 여러 가지로 밝히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

지 상황을 고려하여 자료를 선정하였다.

4. 수학동아리 운영

가. 수학동아리 정기 수업

나. 여름캠프 운영

다. 수학영재 체험학습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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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전검사 및 사후검사의 실시

1차년도 6월 9일에 사전검사를, 2차년도 6월 5일 사후검사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각각 8명을 대

상으로 실시하였다.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는 똑같은 문제, 즉, 창의력검사, 추리력검사, 수학성취능력

검사 총 세 종류의 검사지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V. 연구결과 분석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결과를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채점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채점결과를

Excel 2007 통계 프로그램으로 통계처리를 하였다.

VI. 결론 및 기대되는 효과

본 연구에서는 최근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학교 단위에서의 공적인 성격의 영재교육, 즉 영재

학급 운영과 더불어 자생적인 영재교육을 위한 수학동아리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사례 및 그

운영 결과를 살펴보았다. 특히, 영재학급 운영의 모델로서 자발적 수학동아리를 조직하여 그 동아리

활동을 통해 수학영재학급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교수-학습 자료를 적용하여 실제적인 효과

를 검정하여 보았다. 또한, 이러한 활동의 결과를 수학성취능력 검사, 창의력 검사 및 추리력 검사를

통해 연구 활동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통계적 결과물로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에서 자발적 수학동아리 구성원을 선발하기 위한 창의력 측정 및 수학 성취 능력 측

정을 위한 검사도구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수학동아리 활동을 통해 창의력과 깊은 관련이 있는

수학적 성취능력의 향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수학성취능력 검사지를 사용하였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과 독창적인 생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창의력 검사지를 활용

하였으며,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추리적 탐구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IQ검사지와 수리, 공간추

리능력 검사지를 참고하여 추리력 검사지를 수정 활용하였다.

둘째, 수학영재학급을 위한 다양한 창의적, 수학적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수-학습자료를 선택하

여 구체적인 교육활동에 적용하였다. 실제로 대수교재와 해석교재, 창의력 교재를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하도록 선별하여 편찬하였고, 이를 수업에 적용하였다. 수학영재학급 학생들의 창의성을 신장시

키기 위한 교수-학습자료는 신현용(1999)이 밝힌 기준에 부합되도록 선택하여 편집하였다.

셋째, 수학동아리 활동을 위한 수학영재 교수-학습자료의 적용이 통제집단과의 유의미한 차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수학성취도 검사와 창의력 및 추리력 검사 두 종류로 이루어졌다. 구체

적으로 수학성취도 검사의 통계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사전검사 결과 두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

가 없었다. 하지만, 사후검사의 결과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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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난 1년간의 다양한 창의성 개발 활동 및 다양한 자발적 동아리 활동이 수학성취도 향상에 유의

미한 영향을 끼쳤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학교단위에서의 수학영재학급이 자발적 동아리 형태의 교육

활동으로 이루어질 경우 의미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창의력 및 추리력 검사

의 통계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사전검사 및 사후검사 모두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

를 통해, 창의력과 추리력의 향상에 수학동아리 활동이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의 결과를 보면, 통제집단이 유의미한 차이

내에서 실험집단보다 보다 높은 창의력 및 추리력을 가진 상태에서 동아리가 구성되어졌지만, 사후

검사의 결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창의력 및 추리력의 경우 실험집단이 통

제집단보다 더 많은 성장이 있었지만 연구기간이 1년이라는 제한점이 있었기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창의력과 추리력의 경우 단시간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거의 불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실험집단의 교육활동이 창의력의 신장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통계처리 결과 창의력 및 추리력의 신장은

수학성취능력의 성장보다 비교적 천천히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의력 및 추리력의 향상이

수학성취능력의 급격한 성장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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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ssumes alternative character of the operation of gifted class in middle school. The case that 
operated the voluntary mathematics club for one year was analyzed and the eucational effect was 
considered. 

First, the examination instrument for choosing the members of mathematics club was developed and 
used. Second, diverse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for improving creativity and mathematical ability of 
the members were used. Third, the difference of learning result between the experiment group and control 
one who joined the activities of mathematics club was analyz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