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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과거에는 개인의 수행 능력과 그에 따른 결과

물에 대한 관심이 주를 이루었다면, 현대 사회에

서는 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정의적 특성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교사의 역량에 있어서

도 기존에는 인지적인 측면에서 수업 능력에 관

심이 집중되어 있었다면, 최근 들어 교사들의 정

의적 특성에 대한 논의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정의적 특성은 인지적 특성과 더불어 한 개인

의 능력을 규정하는 구인으로 평가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인지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다양한 정의적 요인 중 

개인이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느끼는 정

도를 의미하는 자신감(Confidence)은 (Hart, 1989)

동기, 인식,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개인의 

수행 능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요인이다

(Hollenbeck & Hall, 2004). 특히 교사들의 수업 

능력에 대한 자신감은 교사들의 전문적 행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Bandura, 1997), 교실 수업에

서의 매우 핵심적인 요인이며, 교사의 수업 및 

의사소통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 변인이라 할 수 있다(Prince, Snowden,

& Matthews, 2010).

마찬가지로 수학 교사의 수업자신감도 교수학

습에 있어서 중요한 변인이며, 학생들의 수학 성

취도에도 영향을 준다고 밝혀져 있다.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의 하나인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

변화 국제비교 연구(TIMSS 2011)에서는 중등 수

학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학 수업에 대한 자신감

을 조사하였는데, 자신감이 높은 교사들에게 배

운 학생들이 수학 성취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Mullis et al., 2012). TIMSS 2011에서 우

리나라 중등 수학 교사들이 수업에 대해 자신있

다고 응답한 경우는 50%로 성취도 상위 15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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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4위에 해당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보다 상대

적으로 수학 교사의 수업 역량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수학 교사들은 86%가 수학 수업

에 자신이 있다고 응답하여(김수진 외, 2012,

p.143; Mullis et al., 2012) 우리나라 교사들보다 

수업에 대한 자신감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교사들의 수업자신감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

화적 변인에 의해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김

남희, 2000; Lin et al., 2002), 이는 다양한 맥락 

변인들이 수학 교사의 수업자신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최근 우리나라에

서도 수학 교사의 수업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변

인들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김동원 외,

2014; 김정하, 강문봉, 2015; 김지현, 김정민,

2013; 서주영, 김자경, 강혜진, 2016). 이러한 선

행 연구에서 수학 교사의 수업자신감은 학생들

의 성취도 향상을 위한 주요 요인이자, 다양한 

맥락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인으

로 밝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는 수학 교사들의 정의적 특성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중등 수학 교사들의 수업

자신감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특

히 연구 대상에 있어서 우리나라 수학 교사들의 

수업자신감 또는 수업효능감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유ㆍ초등 교사, 특수학생 지도 교사를 대

상으로 하고 있으며, 중등 수학 교사들을 대상으

로 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의 정의적 특성이

라 할 수 있는 수업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

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선행 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TIMSS 2011의 교사 변인 중 교직경력,

교사의 수업준비도, 교사 간 협력, 수업 제한에 

대한 교사 인식을 수학 교사의 수업자신감에 영

향을 미치는 예측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변인들을 조합하여 만들어진 각각의 

성분이 갖는 설명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TIMSS 2011의 우리나라 수학 교사 설문 자료를 

바탕으로 중등 수학 교사의 자신감의 네 가지 

예측 변인에 대한 공통성 분석(Commona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수학 교사의 

수업자신감에 대한 네 가지 변인의 설명력을 심

층적으로 살펴보고 수학 교사의 수업자신감 향

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수학 교사의 수업자신감과 영향 변인

에 관한 선행 연구

가. 수학 교사의 수업자신감

자신감은 개인이 교과를 학습하거나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느끼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

으로 교과 영역 특수적으로 논의되는 개념이다

(Hart, 1989). 예컨대,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자신

감은 새로운 수학 관련 주제를 학습하거나, 수학 

수업을 듣거나, 수학 시험을 보는 것 등에 관한 

개인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가지는 확신의 정도

이며(Reyes, 1984), 종합적으로 수학을 잘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볼 수 있

다(박지현, 김윤민, 최승현, 2014). 이러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은 수학 과제를 잘 수행하거나 학습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판단에 따른다

(Fennema & Sherman, 1976).

Graven(2004)은 교사들의 수업에 대한 자신감

을 수학과 교육 분야가 다양하게 접목되어있는 

경계로부터 이 분야에 더 핵심적으로 참여하고,

구분되고, 소속되기 위한 교사들의 행위라 하였

다. 또한 교사들의 수업에 대한 자신감을 경험하

고, 실천하는 행위를 통해서 교사들이 학습하는 

방법의 일종으로 보고, 의미, 실천, 정체성,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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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변화시키는 학습과 매우 강력하게 상호 연

결되어 있다고 하였다. Graven(2004)은 일반적으

로 자신감을 인지적 측면에서 내재적인 지식과 

신념으로 정의하지만, 교사들의 수업자신감은 실

천적 측면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수학 교사의 수업에 대한 자신감은 학생

들의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며

(Mullis et al., 2012), 학습의 부가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Graven, 2004).

자신감과 유사한 정의적 요인으로 자기효능감

(self-efficacy)이 있다. 자신감이 특정 교과에 대

한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자기 스

스로에 대한 판단이라면, 자기효능감은 특정 과제

를 수행하기 위한 행동을 실행할 수 있는 자신

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라 할 수 있다(박지현 외,

2014). 즉, 자기효능감은 자신감에 비해 과제 중

심의 국소적인 능력에 대한 판단이라 볼 수 있

으며, 자신감이 자기효능감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수학 교사들의 수업

에 대한 자신감과 유사한 정의적 요인으로 교수

효능감(teaching self-efficacy)이 있다. 앞서 논의한 

자신감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따르면, 교사들의 

교수효능감은 특정 과제에 대한 지도를 잘 수행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사의 신념이라 볼 수 있

으며, 수업자신감은 특정 교과의 수업을 잘 수행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사의 신념이라 할 수 있

다. 따라서 수업자신감은 교수효능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수학 교사들의 수업자신감에 관한 연구는 대

부분 교수효능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교수효능감의 개념에 따라 특정 수학

적 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교사들의 신념을 조사

하였거나, 교수효능감에 대한 특별한 정의를 하

지 않은 채 수업자신감과 교수효능감의 차이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학 교사의 수업자신감을 

수학 교과를 지도하는 능력에 대한 교사들의 신

념으로써, 특정 수학 과제 지도 능력에 대한 교

사들의 신념을 의미하는 교수효능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고 수업자신감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나. 수업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교수효능감은 교사교육 수준, 교직경력, 개인

차, 직무만족도와 같은 내적 요인과 학교 조직 

구조, 의사결정 참여, 교사-학부모 관계 등과 같

은 외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Gibson & Dembo,

1984). 특히, Ryang(2014)의 한국 예비교사에 대

한 연구에 따르면 수학 교수효능감은 외적 변인

보다 내적 변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 선행 연구를 통해 교사의 수학 수업자신

감 또는 교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사 내적 요인 중 교직경력은 많은 연구에서 

교수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Gibson과 Dembo(1984)에 의하면 초임 교사는 경

력 교사보다 교수효능감이 낮은 편이었다. 여은

진과 이경옥(2004)은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수

학 교수효능감과 관련 요인의 상관관계를 조사

하였다. 연구 결과 교사경력이 유아교사의 수학 

교수효능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동원 외(2014)의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수학 교사는 원숙기 교사가 다른 경력 

집단의 교사들보다 교수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초등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수학 교수효능감을 

비교한 서주영 외(2016)의 연구에 따르면, 교육

경력은 초등 특수 교사의 수학 교수효능감에 유

의한 영향을 주지만, 일반 교사의 교수효능감에

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학 

수업의 대상에 따라 맥락 변인이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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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하와 강문봉(2015)은 초등교사들의 수학 

교수효능감을 조사하였는데, 수학교육 관련 전공

자들의 효능감이 비수학교육 관련 전공자들의 

효능감보다 유의하게 높으며, 연수활동을 연 2회 

이상 참여한 집단이 1회 미만 참여한 집단보다 

교수효능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를 통해 교사

들의 수학 수업에 대한 준비도가 교수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수업

을 하는 학교 분위기 및 환경과 같은 외적 요인

도 수업자신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사회,

조직, 사회-문화적 환경은 교사의 내적 요소 발

달에도 영향을 미친다(Varelas, House, & Wenzel,

2005).

외적 요인의 하나라 할 수 있는 교사들의 협

력과 상호작용을 통한 전문성 신장은 교사들의 

자신감과 관련 있다. 즉, 교사들 간의 상호작용

을 통해 전문성이 높아지면 교사의 만족도를 향

상시키며, 궁극적으로 교사의 자기효능감이 증가

한다(Lovett et al., 2008). 교사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수 또는 수업 상황을 떠올리

게 되는데(Avalos, 2011), 교사들 간의 학습과 상

호 피드백을 하는 경험은 교사들이 처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비롯한 다른 교사들의 상황에 대

한 이해력과 교사 간 협동성을 높이고, 교사의 

신념과 자기효능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

(Clausen, Aquino, & Wideman, 2009; Cole,

Simkins, & Pennel, 2002; Punchner & Taylor,

2006). 또한 이 과정을 통해 교사들은 자신의 교

과 내용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 수업에서의 

변화를 일으킨다(Borko, 2004). 이와 같은 교사의 

협력과 상호작용을 통한 전문성의 신장은 교사

의 자신감과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는 학생

의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Vescio, Ross, &

Adams, 2008).

뿐만 아니라 교사가 인식하는 교수 환경요소

들도 교사의 정의적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Hakanen,

Bakker, & Schanfeli, 2006; Ross, 1998). 김지현과 

김정민(2013)에 따르면 영유아반 교사들의 수학 

교수효능감은 수학교육 지원 환경에 대한 인식

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

수 환경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교사의 교수효

능감이 관련이 있으며, 자기효능감이 높은 교사

는 교수 환경을 다양하게 구성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Ross, 1998).

이처럼 다양한 변인들이 수학 수업자신감 또

는 교수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학 교사들

의 수업자신감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영유아, 특

수학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중

등교사에 대한 연구 결과는 많지 않다. 선행 연

구에 의하면 교직경력, 수업 준비도 등과 같은 

내적 요인과 다른 교사와의 협력, 수업 제한에 

대한 인식과 같은 외적 요인이 수업자신감에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교사의 수업에 대한 자신감을 종속변수

로 설정하고, 교직경력, 교사의 수업준비도, 다른 

교사와의 협력, 수업제한에 대한 인식의 네 가지 

변인을 교사의 수업에 대한 자신감에 대한 예측 

변인으로 설정하고 네 가지 예측 변인이 갖는 

설명력을 분석하였다.

2. 공통성 분석

공통성 분석은 1960년대에 제안된 분석 방법

으로 종속 변인에서 변량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분하기 위하여 각각의 독립 변인이 미치는 고

유한 영향과 다양한 독립 변인의 조합이 미치는 

영향으로 변량들을 분할하는 것이다(Pedhazur,

1997, p.261). 즉, 정준 분석(Canonical analysis)에

서 각 독립 변인이 설명하는 분산과 하나 이상

의 변인들에 의한 공통 성분이 설명하는 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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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정보를 공통성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다

(Beaton, 1973; Capraro & Capraro, 2001; Fredrick,

1999). 그러므로 공통성 분석을 통해 독립 변인

들의 고유 효과와 공통 효과에 대한 정보를 파

악함으로서 변인들 간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Zientek & Thompson, 2006).

복잡한 상관관계를 분석하는데 중다회귀분석

이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다중공선성의 관점에

서 볼 때 연구자들은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해석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중다회귀분석 

결과의 해석이 모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Nimon, 2010).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통성 분석

을 활용할 수 있다. 공통성 분석은 변수에서 고

유한 부분들을 식별하는 회귀 효과와 억제

(Suppression) 및 다중공선성에 의한 효과에 관한 

전체적인 산출 결과를 제공한다(Nimon, 2010).

공통성 분석을 통해 회귀 효과를 고유 효과

(Unique effect)와 공통 효과(Common effect)로 분

할할 수 있다. 고유 효과는 하나의 관찰 변인에 

대해 분산이 얼마나 고유한지를 나타내며, 공통 

효과는 변인 집단들에 대해 분산이 얼마나 공통

적인지를 나타내는 것이다(Thompson, 1984;

2006). 독립 변인을 조합한 성분들의 설명력은 

종속 변인에 대한 변량의 비율로 제시되며, 이는 

종속 변수와 특정 독립 변수 사이의 부분-분할 

상관 제곱(squared semipartial correlation)값에 해당

한다(Pedhazur, 1997, p.262).

공통성 분석을 위해서는 각각의 기준들에 의

해 만들어진 변수들의 조합에 따라 여러 번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공통성 계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예측 변인들에 의해 만들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합에 대해 중다회귀분석에 

따른 다중상관제곱(Squared multiple correlation)값

인 를 계산해야 한다(Thompson, 1984). 그러므

로 하나의 공통성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번의 회귀분석을 수행해야 하며, 하나의 

공통성 분석 결과로 공통성 계수(Commonality

coefficients)가 산출되는 성분도  개이다(

는 독립 변인의 수)(Pedhazur, 1997, p.262-263).

예를 들어 예측 변인이 3개인 경우는 [그림 II-1]

과 같이 고유 효과와 공통 효과에 해당하는 7개

의 성분으로 분할할 수 있는데, 각각의 예측 변

인을 구성하는 고유 분산과 공통 분산은 예측 

변인을 이용하여 7번의 중다회귀분석을 수행하

여 얻은 를 더하거나 빼서 산출한다.

[그림 II-1] 공통성 분석 모형(예측 변인이 

3개인 경우, Capraro & Capraro, 2001)

국내에서는 공통성 분석을 교육 연구에 활용

한 연구 사례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지만, 국외에

서는 예측 변인들이 종속 변인에 미치는 영향력

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목적에서 공통성 

분석을 적용한 연구(Capraro & Capraro, 2001;

Gill, Miston, & Myers, 2010)들이 수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Capraro와 Capraro(2001)는 공통성 분

석을 통해 기하 내용 지식이나 공간 시각화 능

력에 대해 내적 가치나 학습에 대한 걱정보다는 

자신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이처럼 공

통성 분석은 성취도나 정의적 특성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들의 설명력의 차이를 밝히는 데 유용

하게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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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측정 변인

TIMSS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수학 교수학습 

실태를 조사하는 국제 비교 연구로 학생들의 수

학 성취도뿐만 아니라 학교장, 교사, 학생, 학부

모 설문을 통해 수학과 관련된 교육 맥락을 광

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다. TIMSS 2011에서는 교

사의 전문성, 교실 환경, 교수 관행, 수업에 대한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Mullis et. al., 2009),

수학 교사를 대상으로 이러한 내용과 관련한 설

문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등 수학 교사의 수

업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에 

대한 공통성 분석을 위해 TIMSS 2011 교사 설

문을 통해 산출된 우리나라 수학 교사 376명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TIMSS 2011의 교사 가중치

를 적용하였으며, 변인별로 결측치를 제외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TIMSS 2011의 교사 설문 문항 중 수학 수업

에 대한 자신감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선행 

연구들에서 수학 교사의 수업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교직경력, 교사의 수업준

비도, 교사들 간의 협력, 수업 환경 및 자원 제

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수업자신감을 예측

하는 예측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TIMSS 2011 설

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 변인에 대한 설명은 

<표 III-1>과 같다. 교직경력은 수학 교사들이 교

직에 머무른 기간을 의미하며, 수업준비도는 수

학을 가르치기 위해 수, 대수, 기하, 자료와 가능

성의 네 가지 내용 영역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교사협력은 

수학 수업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수업제한은 건물 낙후 정도, 교실의 

학생 수 과다, 과도한 수업 시수, 수업 준비 공

간 부족, 수업 자료 지원 부족 등과 같은 환경 

및 자원 문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예측 변인 중 교직경력, 교

사협력, 수업제한의 세 가지 변인은 TIMSS에서 

각각에 해당하는 하위 문항들을 통합하여 만든 

지수를 사용하였고, 수업준비도 변인은 TIMSS에

서 조사한 결과에 대해 척도 평균을 산출한 결

과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서 모든 지수의 

척도를 <표 III-1>과 같이 역코딩하였다.

변인 변인 설명 척도(역코딩 결과)

경력

(Year)
교사의수업경력

4: 20년 이상

3: 10년 이상 20년 미만

2: 5년 이상 10년 미만

1: 5년 미만

준비도

(Preparation)

수학 수업을

위한 교사의

준비도

3: 매우 잘 준비됨

2: 다소 준비됨

1: 잘 준비되지 않음

협력

(Collaborate)

수업을 개선하

기 위한 다른

교사와의 협력

3: 매우 협력함

2: 협력함

1: 가끔 협력함

제한

(Limitation)

수업 환경 및

자원 제한에

대한 교사 인식

3: 문제없음

2: 경미한 문제임

1: 중간 정도 문제임

자신감

(Confidence)

수학 수업에

대한 자신감

2: 매우 자신있음

1: 다소 자신있음

<표 III-1> 변인 설명

2. 분석 방법

교사들의 자신감에 변인들이 미치는 영향력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먼저 각 변인 

사이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변인 간 상관관계

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공통성 분석에 투입될 

각 변인들 간의 조합에 따른 설명력을 산출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예

측 변인을 4가지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15가지의 

변인 조합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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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회귀분석으로부터 다중상관제곱값인 

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를 투입하여 공통성 분석을 실시

하였다. 공통성 분석 결과는 공통성 계수를 산출

하는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네 가지 

예측 변인에 따른 공통성을 분석하기 위한 계산

식은 [그림 III-1]과 같다. 여기에서 U는 고유 분

산을 의미하며, C는 공통 분산을 의미한다. 괄호 

안의 숫자들은 독립변수로 포함된 네 가지 예측 

변인들을 나타낸다. 하나의 공통성 분석에 포함

된 성분의 수는  개이므로(는 독립 변인

의 수), 4개의 예측 변인은 15개의 성분을 포함

한다. 이 중 4개는 각 예측 변인의 고유 분산이

고, 6개는 두 개의 예측 변인에 의한 공통 분산

이며, 4개는 세 개의 예측 변인에 의한 공통 분

산이고, 1개는 모든 예측 변인에 의한 공통 분산

이다(Pedhazur, 1997, p.262-263).

위와 같은 분석 방법에 따라 공통성 계수를 산

출하면 음수가 도출되는 경우가 있다. 음의 공통

성 계수는 예측 변인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영

향을 미칠 때 산출되는 것으로(Pedhazur, 1997), 예

측 변인들의 집합에 혼재된 회귀 효과의 분산의 

크기로 볼 수 있다(Nimon, 2010). 그러므로 공통성 

분석에서 음의 공통성 계수는 변인들의 합성 분산

으로 해석할 수 있다(Capraro & Capraro, 2001).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앞서 

설정한 네 가지 예측 변인이 가지는 설명력을 

분할하고, 중등 수학 교사들의 수업자신감에 대

한 네 가지 예측 변인의 설명력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IV. 연구 결과

1.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

측정 변인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V-1>과 같다. 본 연구의 종속 변인인 교사 수업

자신감은 1.49로 ‘다소 자신있음’과 ‘자신있음’의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수업자신감에 

[그림 III-1] 공통성 계수 산출 공식(예측 변인이 4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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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예측 변인들을 살펴보면 교사경력의 경우 

‘5년 이상 10년 미만’과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중간에 해당하는 2.51로 나타났으며, 교사의 수

업준비도는 ‘매우 잘 준비됨’에 가까운 2.76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협력은 ‘협력함’에 가까운 

1.87이었고, 수업제한의 경우 1.55로 ‘경미한 문

제’와 ‘중간 정도의 문제’의 중간 정도로 교사들

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 준비도 협력 제한 자신감

척도평균 2.51 2.76 1.87 1.55 1.49

표준편차 1.230 0.339 0.614 0.632 0.501

<표 IV-1>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특히 수업자신감과 관련하여 TIMSS에서 조사

한 네 가지 내용 영역(수, 대수, 기하, 자료와 가

능성)별로 교사가 인식하는 수업준비도를 산출

한 결과는 [그림 IV-1]과 같다. 우리나라 중등 수

학 교사들은 대수 영역에 대한 수업준비도가 가

장 높고, 자료와 가능성 즉, 확률과 통계 영역에 

대한 수업준비도가 가장 낮다고 인식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림 IV-1] 교사의 내용영역별 수업준비도

다음으로 측정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면 <표 IV-2>와 같다. 수학 교사의 교직경력은 

수업 제한과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교사의 수업준비도는 수업을 위한 교사 

간 협력 및 수업자신감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학 교사의 수업자신

감은 수업준비도 뿐만 아니라 교사 간 협력, 수

업 제한과도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구분 경력 준비도 협력 제한 자신감

경력 1.000

준비도 -.004 1.000

협력 .050 .228* 1.000

제한 -.180** .014 .003 1.000

자신감 .015 .298** .121* .118* 1.000

* : p < .05, ** : p < .05

<표 IV-2> 측정 변인 간 상관

2. 수학 수업자신감 예측 변인에 대한 

공통성 분석 결과

네 가지 예측 변인을 모두 투입하여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3>과 같다. 중다회

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네 가지 예측 변인을 모

두 투입하였을 경우 교사경력을 제외한 수업준

비도, 교사 간 협력, 수업 제한이 .05 수준에서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 간 협력은 표준화 계수가 .271로 가

장 높게 나타나 네 가지 예측 변인이 함께 작용

했을 때 교사의 수업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이 가

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t Sig.

(상수) -.016 (.429) 　 -.038 .970

경력 -.034 (.037) -.088 -.937 .351

준비도 .336 (.145) .222* 2.310 .023

협력 .235 (.084) .271* 2.787 .006

제한 .138 (.068) .192* 2.028 .045

* : p < .05

<표 IV-3> 중다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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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을 통해 네 가지 예측 변인에 따른 

15가지 조합 유형의  값을 산출한 결과는 <표 

IV-4>와 같다. 네 가지 예측 변인을 모두 투입하

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산출된  값은 

42.9%이다. 이 값은 네 가지 예측 변인의 효과가 

모두 포함된 값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네 가

지 예측 변인인 교직경력, 수업준비도, 교사 간 

협력, 수업 제한은 우리나라 중등 수학 교사의 

수업자신감 변화의 42.9%를 설명하고 있어 설명

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예측 변인을 각각 하나씩 투입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경우, 수학 교사의 수업자신감에 

대한 설명력은 수업준비도가 29.8%로 나타나 다

른 변인에 비해 매우 높았으며, 교사 간 협력,

수업 제한, 경력의 순으로 설명력이 낮아졌다.

예측 변인 

경력 1.5%

준비도 29.8%

협력 12.1%

제한 11.8%

경력, 준비도 31.1%

경력, 협력 12.2%

경력, 제한 12.1%

준비도, 협력 37.8%

준비도, 제한 34.7%

협력, 제한 15.8%

경력, 준비도, 협력 38.9%

경력, 준비도, 제한 35.9%

경력, 협력, 제한 16.0%

준비도, 협력, 제한 42.0%

경력, 준비도, 협력, 제한 42.9%

<표 IV-4> 예측 변인에 따른 

* : p < .05

네 가지 예측 변인의 조합 유형에 따른  값

을 바탕으로 15개의 성분의 공통성 계수 산출 

결과는 <표 IV-5>와 같다. 여기서  값의 총합

은 모든 분할 성분들의 함수에 의해 산출된 값

을 합한 것으로, 총 15개 부분들의 값의 합이 

42.9%임을 의미한다. 이는 네 가지 예측 변인을 

모두 투입하여 실시한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산

출한 값과 동일한 것이다.

각 예측 변인별로 교사의 수업자신감에 대해 

갖는 설명력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

사들의 수업자신감은 교사경력에 민감하지 않다.

즉, 교사경력은 고유한 설명력(UY=0.9%)과 공통

(CY=0.6%)의 설명력이 모두 1%미만으로 낮아 예

측 변인들에 의한 수업자신감의 총 설명력 

42.9%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수업준비도는 총 설명력 42.9%의 약

70%(29.8%/42.9%=0.69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네 가지 예측 변인 중에 설명력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설명력은 대

부분 고유한(UP=26.9%/29.8%=0.903) 효과에서 비

롯된 것이고, 다른 예측 변인과의 조합에 의한 

공통 효과는 수업자신감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기여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사협력의 경우 고유 효과가 총 설명력 

42.9%의 약16%(UC=7.0%/42.9%=0.163)를 설명하

고, 다른 예측 변인과의 조합에 의한 공통 효과

가 약12%(CC=5.1%/42.9%=0.119)를 설명하는 것

으로 나타나 고유 효과가 수업자신감을 설명하

는 데 좀 더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업제한 변인은 예측 변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수업자신감의 약28%(11.8%/42.9%

=0.275)를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공통 

효과(CL=7.8%/11.8%=0.661)가 이러한 설명력 중 

2/3를 차지하고 있어, 수업 제한 변인의 단독 효

과보다는 다른 변인들과의 조합에 의한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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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네 가지 변인이 수업자신감에 미치

는 고유 효과(U)를 비교해보면, 교사의 수업 준

비도(UP=26.9%/42.9%=0.627)가 총 설명력 42.9%

의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사 

경력(UY=0.9%/42.9%=0.021)은 총 설명력의 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단독으로 수업자신감에 

기여하는 바가 다른 변인들에 비해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공통 효과(C)의 경우에는 준비

도, 협력, 수업 제한의 조합에 의한 공통 성분이 

총 설명력의 약14%(CPCL=6.0%/42.9%=0.140)를 설

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성분들은 대부분 

수치가 낮아 설명력이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측

변인

조합

경력

(Y)

준비도

(P)

협력

(C)

제한

(L)


분할

UY 0.9% 　 　 　 0.9%

UP 　 26.9% 　 　 26.9%

UC 　 　 7.0% 　 7.0%

UL 　 　 　 4.0% 4.0%

CYP -0.7% -0.7% 　 　 -0.7%

CYC 0.3% 　 0.3% 　 0.3%

CYL 0.2% 　 　 0.2% 0.2%

CPC 　 -3.1% -3.1% 　 -3.1%

CPL 　 -0.2% 　 -0.2% -0.2%

CCL 　 　 0.8% 0.8% 0.8%

CYPC -0.2% -0.2% -0.2% 　 -0.2%

CYPL -0.3% -0.3% 　 -0.3% -0.3%

CYCL -0.1% 　 -0.1% -0.1% -0.1%

CPCL 6.0% 6.0% 6.0% 6.0%

CYPCL 1.4% 1.4% 1.4% 1.4% 1.4%

고유(U) 0.9% 26.9% 7.0% 4.0% -　

공통(C) 0.6% 2.9% 5.1% 7.8% 　-

총합 1.5% 29.8% 12.1% 11.8% 42.9%

<표 IV-5> 공통성 분석 결과

V. 결론 및 논의

우리나라는 비교적 교사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교사의 질이 높은 것으로 알려

져 있지만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다른 국가에 

비해 중등 수학 교사들의 수업자신감은 낮은 편

이다(김수진 외,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수학 교사들의 수업자신감 향상을 위한 방

안을 모색하고자 수업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 변인들을 탐색하고, 공통성 분석을 통해 이 

변인들이 교사들의 수업자신감에 대해 갖는 설

명력을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중등 수학 교사의 수업자신감에 관한 본 연구

의 결과가 주는 시사점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경력, 수업준비도, 교사 간 협력, 수업 

제한의 네 가지 예측 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교

사경력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변인은 교사들

의 수업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 간 협력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 

수업자신감 향상을 위해서는 수업 준비 과정에

서 교사들 사이에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

성하고 교사 학습동아리와 같이 상호 협력이 가

능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등 수학 교사의 수업자신감에 대한 설

명력은 교사의 수업준비도가 가장 높았다. 즉,

교사경력, 수업준비도, 교사 간 협력, 수업 제한

의 네 가지 변인이 포함된 맥락에서 수업준비도

는 수업자신감 변화에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교사 

수업준비도 변인 단독으로 수업자신감을 설명하

는 비중이 높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사들의 수

업자신감에 대한 내용영역별 척도평균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사들은 확률과 통계에 해당하는 자

료와 가능성 영역에 대한 수업준비도가 다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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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므로 확률과 통계 영역과 관련한 교

사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

하여 배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수업준비도는 교사 간 협력 및 수업 제한 변인

과 함께 교사자신감을 일부 설명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므로 수업준비도를 높이기 위한 노

력과 함께 교사 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고, 다양한 환경에 의해 수업이 방해받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교직경력은 다른 변인에 비해 고유 효과

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변인 간 조합 

성분 중에서도 교직경력이 포함된 성분들은 상

대적으로 설명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즉,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라 

교직경력이 수학 수업자신감을 예측할 것으로 

보고, 예측 변인으로 투입하였으나 다른 변인에 

비해 설명력이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중등 교사들의 수업자신감과 상관이 거의 없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다

른 세 가지 변인과 다르게 자신감에 영향을 주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직경력의 많고 

적음은 중등 수학 교사의 수업자신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유초등 교사를 대

상으로 수행된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교직

경력은 수업자신감에 영향을 주지만 경력이 많

을수록 수업자신감이 높다는 결과와 경력의 많

고 적음이 아닌 특정 시기에 수업자신감이 낮을 

수 있다는 결과가 혼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교직경력은 수

학 교사의 수업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아

닌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수업자신감은 학생들의 학습에 영향 

미칠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직업 생활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지만 우리나라 

중등 수학 교사들의 수업자신감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다(김수진 외, 2012, p.143; Mullis

et al., 2012).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서 중등 

수학 교사의 수업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교육맥락변인들을 중심으로 수업자신감 

향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통성 

분석을 활용하여 교사들의 수업자신감을 심층적

으로 분석한 본 연구를 토대로 향후 수학 교육 

맥락 변인들의 설명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

로 수학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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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ality Analysis of Context Variables for

Math Teachers’ Confidence

Park, Ji Hyun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Lee, Yujin (Texas A&M University)

According to TIMSS, secondary math teachers in

Korea has lower confidence compare to other

countries, despite the fact that teachers’ confidence

of teaching is an important variable. This not only

influences the student's improvement but, also the

quality improvement of teachers’ career. Therefore,

this study explores the effect of secondary math

teachers’ confidence according to the context

variables such as teaching years, teaching

preparation, collaboration with other teachers, and

teaching limitation. Additionally, these context

variables’  toward the change of teaching

confidence is also included. Results indicate that

teaching preparation, collaboration with other

teachers, and teaching limitation contribute in the

confidence of teaching.  of the change of

teaching confidence shows large contribution to

teaching preparation which does not accomplish

with other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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