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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수학적 신념에 관한 기존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가치 있는 결과들을 비교 및 종합하고

이로부터 수학적 신념에 관한 후속 연구의 시사점을 얻는 것이다. 선정된 논문 58편의 방법론적 질을

MQA(Methodological Quality Assessment)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확인한 결과,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학적 신념을 조

사했거나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다. 연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수학적 신념의 개념적 특징과 대상별 특

징, 수학적 신념의 교육적 영향력으로 나누어 그 의미를 확인했다. 수학적 신념은 교사와 학생, 수학 수업의 실천에서

중요한 교육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 결과는 교사가 학생의 사고에 주목하여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과 교사의 신념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학생의 수학적 사고에 초점

을 둔 수업 실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results of the existing research on mathematical

beliefs, compare and synthesize the valuable results and to suggest implications for mathematical beliefs and

research. As a result of checking the methodological quality of 59 articles in total using the MQA(Methodological

Quality Assessment) checklist, most of them surveyed mathematical beliefs using questionnaires, and most of the

studies were conducted on prospective teachers. As a result of systematic review, the conceptual characteristics of

mathematical beliefs, object-specific characteristics, and the educational influence of mathematical beliefs were able

to synthesize the meaning. Mathematical beliefs had important educational influences in the practice of teachers,

students, and math classes. As the results of the study, we emphasize the importance of changing the beliefs of

students and teacher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mathematical education, where students rely on private

education rather than activity thinking, and teachers do not pay attention to students thinking. It has been shown

that concrete support is needed for practicing participatory instruction focused on mathematical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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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암기와 절차를 강조하는 교사 중심의 수학 수업에 대

한 비판으로 여러 국가에서 학생 중심으로의 수학교육

개혁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Mathematics(NCTM, 2000)의 수학교육 개

혁에 따른 권고 사항과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문서

에는 교사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에서 벗어나 학생이 수

학을 배울 수 있도록 대화와 활동 등을 통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NCTM(2000)은 교사가 학생들의 수학적 아이디어와 설

명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경청하며 중요한 수학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2015 개정 수학

과 교육과정 문서에는 학생들이 6가지 수학 교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에서 학생의 사고를 촉진

하는 다양한 발문을 통해 활발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학생의 능동적인 수업 참여를 독려한다고 하여 학생 중

심의 수학 수업이 강조되어 있다. 그러나 학생 중심 수

업으로의 수학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러한 변화를 반

영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문서 개정에도 불구하고 연

구자들과 국가가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실제적인 학교 수

업 변화는 매우 느리다.

학교 수학 수업의 실제적인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은 크게 IQ, 지식과 같은 인지적 요소와 가치, 신념, 태

도 등과 같은 정의적 요소가 있다. 수학교육 연구 중 일

부는 수학교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적 지식, 학생의 인지

적 능력과 같은 인지적 요소가 가진 교육적 영향력에 대

하여 조사하였다(Kim & Kim, 2014; Kim, 2016; Yang

& Hwang, 2015). 그러나 또 다른 연구는 유사한 인지적

수준에도 불구하고 수학에 대한 이해와 성취, 그리고 수

학에 대한 태도가 다를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Oh(2002),

Jang(2004), Bray(2011), Philipp(2007), Swars 외(2007)

등은 학생의 수학적 성취와 교사의 수업 관행에서 나타

나는 차이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수학적 신념을 강

조하였다. 신념은 사회심리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에 Ernest(1989), McLeod(1992), Pajares(1992)

등에 의해 교육 결과에 차이를 만들어내는 한 가지 요인

으로 신념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관한 연구가 학교 교

육을 위한 연구로 자리 잡게 되었다.

수학적 사고에 초점을 둔 학생의 능동적 참여를 위한

수업 관행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

이 가지고 있는 신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업의 내

용(과제), 학생, 교사가 특정 상황 속에서 역동적인 상호

작용을 하면서 수업과 관련된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내며(Cohen et al., 2003), 이 세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방

식에는 수업에 참여한 교사와 학생의 신념이 주요한 영

향을 줄 수 있다(Choy, 2014; Philipp, 2007). 현재 우리

나라는 학생 중심의 수업 도입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수학을 사고하는 주체, 즉 능동적인 문제해결자로 성장

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반복적인 문제 풀이

연습을 위해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학생들이 반

복적인 문제풀이와 암기에 기대고 학교에서도 교사들이

지식 전달의 수업을 탈피하지 못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교사와 학생의 수학에 대한 신념 변화가 없이는 힘들 것

이다. 교사와 학생의 신념에 대한 일부 연구는 확실한

답이 있다는 수학에 대한 신념이 학생들의 학습 불안에

영향을 주며 교사가 주도적으로 교수(teaching)해야 한다

는 교사의 신념은 학생들이 수학에 대해 깊이 사고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밝혔다(Kim & Ryu, 2018;

Park, 2013).

수학적 신념은 주로 학교 수학과 관련된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Beswick, 2011; Philipp, 2007). 그러나 대부분

의 수학교사는 학창 시절에 학생 중심의 다양한 학습 경

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학적 신념을 구

체적으로 정립하기 어려웠다(Chin & Lin, 2013). 이것은

학생의 사고를 중시하는 수업의 패러다임과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수학 수업 관행의 불일치를 설명해주는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Oh, 2003; Cooney, 1985; Raymond,

1997). 따라서 국내 수학교육에서 수학적 신념이 어떻게

인식되며, 수업의 중요한 주체인 교사와 학생이 어떤 신

념을 가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해보고 앞으로의 수학

수업의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020년은 학생 중심의 수학 수업을 강조한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이 모든 학교급에 적용된 첫 해이다. 학

생 사고에 초점.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추구하

는 학생 중심의 수학 수업을 안착시키려면 그러한 수업

을 향한 수학교사와 학생의 확고한 신념이 필요하다. 따

라서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이 모든 학교급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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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시점에서 국내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수학적

신념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교

육적 맥락 속에서 수학교사와 학생의 신념 특성을 고려

하여 학생 중심 수업으로의 성공적인 수업 관행을 지원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렌즈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연구

된 수학적 신념에 대한 지난 20년 동안의 결과들을 체계

적 분석함으로써 연구자들이 보여 준 수학적 신념에 대

한 개념적 관점과 결과를 비교 및 종합하고 수학교사의

신념과 관련된 후속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것이다.

그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수학교육에서 정의되는 수학적 신념의 개

념적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국내 수학교육에서 교사와 학생이 표현한 수학

적 신념의 특징은 무엇인가?

셋째, 수학적 신념이 국내 수학교육에 미치는 교육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Kilpatrick 외(2001)의 보고서 ‘Adding it up’에 처음

소개된 mathematical proficiency는 학생들의 성공적인

수학 학습을 위한 다섯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 이

중에서 다섯 번째 요소는 부단한 노력과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수학을 이해할 수 있고 가치 있으며, 유용한 것

으로 보는 학생의 신념과 관련되어 있다. Kilpatrick 외

(2001)는 다섯 가지 요소가 상호의존하면서 함께 발달하

므로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습(learning)을 위해서는 이

요소들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체계적 분석(systematic review)은 청소년 학업 중단

연구(Lee, 2017), 교사의 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Jung

& Song, 2016)과 같은 포괄적인 사회교육학 연구나 Lim

, Lee(2018)의 연구와 같이 의학 관련 분야에서 주로 이

루어졌다. 그러나 수학교육 분야에서는 체계적 분석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수학교육 연구의 동향에

대해 시기별로 분석하거나(Park & Kim, 2011; Park et

al., 2019; Kim & Pang, 2017), 체계적 분석법 중 하나인

메타분석(meta-analysis)으로 특정 교육 프로그램의 효

과성을 검증하였다.

아직 국내 상황에서 기존의 신념에 대한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학적

신념과 관련된 종합적 분석 연구로는 Oh(2002)의 연구가

있다. Oh(2002)는 신념을 연구한 학자들의 연구 이론을

종합하여 신념의 특징, 그리고 지식과 신념의 차이점을

분석했다.

Ⅲ. 논문 선정 및 방법론적 질(quality) 평가

1. 검색 방법 및 논문 선정 절차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www.riss4u.net), Google

Scholar의 검색 Database를 이용하여 키워드 검색 및 제

목 검색 방법을 통해 총 368개의 1차 문헌 자료를 확보

하였다. 검색 방법은 키워드 검색과 제목 검색이다. 키워

드 ‘수학’ 검색 후, 결과 내 검색에서 ‘신념’을 검색을 하

였다. 다음으로 제목 ‘수학’ 검색 후, 결과 내 검색에서

‘신념’을 검색했다. 교육 연구에서 신념과 유사한 용어로

정서, 태도, 감정, 성향 등이 사용되지만, 각각의 용어가

미세한 차이점을 내포하며 이러한 용어들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신념 자체에 초점을 둔 연구 결과를

종합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검색어를 ‘신념’으로 제한

했다. 국내 학술지를 검색한 결과, 학교에서의 교사, 학

생을 대상으로 한 수학적 신념에 관한 국내 연구 논문은

1992년에 처음 등장하였고 2000년부터 수학적 신념에 관

한 국내 연구 수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기 때문에 검

색 기간을 2000년부터 2019년으로 제한하였다. 신념은

세상에 대한 심리적인 이해로 개인 경험에 의존하므로

(Philipp, 2007) 어떠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 있는가는

신념 연구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는 국내 수학교육 영역으로 제한하여 수학적 신념의 특

징과 교육적 영향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사용 언어를

제한하지 않았으나 검색 문헌의 언어는 한국어와 영어뿐

이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되지 않은 추가 자료를

위해 검색된 연구 보고서의 참고 문헌 목록을 조사했으

며, 이 중 수학교육과 관련된 학술지로 제한하여 1차로

선별하였다.

국내 수학교육에서 수학적 신념의 개념적 특징과 교

육적 영향력을 검토하기 위해 수학적 신념을 포함한 국

내 연구 논문을 포함하였다. 검색된 모든 연구 논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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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전체 글을 읽기 전에 초록을 통해 그 적합성을 자

세히 검토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 또는 교

사를 대상으로 하거나 대학과정의 예비수학교사를 대상

으로 하는 연구를 포함하였고 수학 영역으로 그 범위가

제한하였다. 학술발표대회 논문이나 학위논문이 동일한

주제로 등재 학술지 논문과 동시에 포함되는 것과 같이

같은 주제의 논문이 하나 이상 포함된 경우에는 등재된

연구 논문을 우선 선택하여 똑같은 내용의 연구 보고서

를 중복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본 연구의 체계적 분석

을 위한 논문 선정 준거는 다음과 같다.

① 수학적 신념을 주제어로 제시한 연구

②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교

사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③ 학위논문과 학술지 등에 중복되는 경우 학술지 논

문을 토대로 분석

DB 1차 검색을

통해 확인된

논문 수(n=358)

DB 2차 검색을

통해 확인된

논문 수(n=10)

중복 삭제 후 남은 논문

수(n=306)

키워드, 초록 검토를 통해

선별한 논문 수(n=261)
배제된 논문

수(n=45)

선정조건 평가를 통해 문헌

전체 내용을 검토하여 선별한

논문 수(n=58)

배제된 논문

수(n=158)

최종 선정한 논문 수(n=58)

[Fig. 1] Study selection process

본 연구에서 체계적 분석을 위해 선정한 논문은 총

58개이며, 구체적인 논문 선정 절차는 [Fig. 1]과 같다. 1

차 검색은 학술정보검색서비스 RISS를 통해 이루어졌고

RISS에서 발견하지 못한 추가 논문을 확인하기 위해

Google Scholar를 통해 2차 검색을 하였다. 학술정보검

색서비스 RISS 및 Google Scholar에서 검색된 총 368개

의 연구 논문 중 중복된 논문 62개를 삭제하였고, 남은

306개의 논문을 대상으로 수학적 신념이나 신념을 키워

드로 하는지 확인하고 초록을 검토하여 수학교육 영역을

벗어나거나 수학적 신념을 주제로 하지 않는 논문 45개

를 삭제하였다. 마지막으로 261개의 논문을 대상으로 전

체 내용을 읽으며 수학이 아닌 통합 교과를 대상으로 한

논문, 추가로 중복이 확인된 논문 등과 같이 네 개의 선

정 기준(① ~ ④)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 논문 158개를

삭제하여 총 58개의 연구 논문을 최종 선정하였다.

2. 연구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선정된 58개의 연구는 참고 문헌에 제시

했으며, 각 논문에 대한 전반적인 요약은 [Table 1],

[Table 2], 그리고 [Table 3]에 정리되어 있다.

유형 논문 수(%)

출판년도

2000 - 2003 10(17.2%)

2004 - 2007 8(13.8%)

2008 - 2011 9(15.5%)

2012 - 2015 18(31.1%)

2016 - 2019 13(22.4%)

출판유형

등재지 48(82.8%)

등재후보 5(8.6%)

미등재 5(8.6%)

연구유형

양적 34(58.6%)

질적 15(25.9%)

혼합 9(15.5%)

[Table 1] Publishing & Type of study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출판된 수학적 신념 연구는

31개(약 53%)로 2012년부터 국내 수학교육 연구에서 수

학적 신념 연구가 다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출판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내 신념 연구 58개 중 등재지는 49

개, 등재 후보지는 5개, 그리고 등재되지 않은 연구는 5

개였다. 연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양적 연구가 34개

(57.6%), 질적 연구가 15개(25.4%), 그리고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함께 한 혼합 연구는 10개(17%)였다. 즉,

본 연구에서 수집된 국내 신념 연구는 주로 설문 조사에

서 얻은 데이터를 이용한 양적 연구로 실행되었음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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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예비)교사 또는 학생의 수학적 신념을 조사한 연구,

특정한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수학적 신념의 변화를 분

석한 연구가 각각 17개(29.3%)로 본 연구에서 조사한 국

내 수학적 신념에 관한 연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함을 알 수 있었다(Table 2). 특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신념 변화를 분석한 연구들은 수학교육에 대한 대학 전

공 수업 후 예비교사들의 수학적 신념 변화, 협동학습

또는 포트폴리오 활용 수업 등의 교수법을 적용함에 따

른 초 중 고등학생들의 수학적 신념 변화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58개 중 15개(25.4%)는 수학적 신념이 성취도,

지식 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수학적 신

념과 교수 실제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7개(11.9%)이

며, 교수 실제에 관한 연구는 모두 예비교사와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주제 논문 수

(예비)교사 또는 학생의 수학적 신념 조사 17

신념과 다른 변인(성취도, 지식 등)과의

관계
15

신념과 교수 실제와의 관계 7

특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신념 분석 17

신념 측정 도구 개발 1

신념의 구성요소에 대한 고찰 1

[Table 2] Number of study by issues

연구대상은 하나의 연구에 두 집단이 있는 경우 각각

하나씩 코딩했다. 예를 들어, Kim(2012)의 연구는 중학

생과 고등학생의 수학적 신념을 조사했다. 이 경우 연구

대상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모두 코딩되었다. 따라서

[Table 3]의 논문 수의 총합은 58보다 크다. 학생을 대상

으로 한 수학적 신념 연구에서 대학생으로 범주화된 연

구는 사범대학 등에서 교사 양성 과정에 있지 않은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사범대학 등에서 교사

양성 과정에 있는 대학생은 예비교사로 범주화하였다.

국내 수학적 신념 연구 58개를 연구대상별로 범주화한

결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37개(약 62.7%)로 가

장 많았으며, 두 번째로 많은 것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14개(23.7%)였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37개

중 24개는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였으며, 특히 중

등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다.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중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가 13개 중 7개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교사의 수학

적 신념에 관한 연구는 본 연구에서 조사한 58개 연구

중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주제 논문 수

학

생

유아 0

19

초 4

중 6

고 7

대 2

교

사

예비교사 유아 7

23초 4

중등 12

현직교사 유아 3

13
초 7

중 3

고 0

부전공연수 중등 2

수학자,교수 1

혼합(포커스그룹) 1

이론탐구 3

[Table 3] Number of study by population

3. 방법론적 질(methodological quality)의 평가

본 연구는 국내 수학교육 연구에 제시된 수학적 신념

의 개념이 가지는 특징, 연구 결과에 표현된 교사와 학

생의 신념 특징, 그리고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신념의

교육적 영향력에 대해 종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수집된 연구 논문의 방법론적 질을 평가하여 체계적 분

석에 관한 타당성을 확보한다. 그리고 수학적 신념의 정

의와 그 하위 요소, 교사와 학생의 신념 분석 결과와 관

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수학적 신념에 관한 연구 결과에 잠재적인 영향을 주

는 부분을 고려하여 방법론적 질에 대한 분석 틀

(framework)을 개발했다. 그 이유는 선정된 연구들에 대

한 방법론적 질을 평가하는 것이 체계적 분석 결과의 타

당성 확보를 위해 중요하지만(Popay, Roberts, Sowden,

Petticrew, Arai, Rodgers, & Britten, 2006), 모든 체계적

검토에 적합한 분석 틀은 없기 때문이다(Tacconelli,

2009). 58개의 수학적 신념 연구에 대한 방법론적 질 평

가(methodological quality assessment, MQA)는 척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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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체크리스트 방식을 적용하였다. 연구의 질 평가는

보통 체크리스트와 척도의 두 가지 방법을 실시하는데,

수치적 점수를 부여하는 척도는 점수 및 가중치를 부여

하는 방법이 분명하지 않고 척도에 따라 개별 연구의 전

반적인 질에 대한 다른 결과를 유도할 수도 있다는 점에

서 일관성에의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Tacconelli,

2009; Sanderson, Tatt, & Higgins, 2007). MQA 체크리

스트는 Sanderson, Tatt, & Higgins(2007)이 체계적 분

석에서의 질 평가 도구들에 대한 분석을 위해 만든 평가

기준 및 영역을 토대로 하였으며, Goodwin &

Goodwin(1996)의 질적 연구 비평과 CRD(Centre for

Reviews and Dissemination)에서 출판한 ‘Systematic

review(2009)’를 참고했다.

본 연구에서 수학적 신념의 개념적 특징과 연구대상

별 특징, 그리고 수학적 신념의 교육적 영향력을 체계적

으로 분석하고자 선정한 58개의 수학적 신념 연구에는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명확한 개념 및 구인의 정의,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 그리고 연구대상의 선정에 대한 방법론적 질의 평

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Sanderson 외(2007)의 도구 평가

영역을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구분하였고 혼재

(confounding) 통제법을 개념 및 구인의 명확성과 연구

의 신뢰성으로 나누었다. 연구 참여자 선정 방식은 연구

참여자 선정 방식과 표본의 크기로 구분했다. 그 이유는

양적 연구에서 표본의 크기가 연구 결과의 타당성에 영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연구 선정 방식에서는 임의추출,

편의추출, 그리고 판단추출인지를 확인했다. 측정방법은

연구의 타당성으로 보았고 양적 연구는 측정 도구에 대

한 설명, 그리고 질적 연구는 삼각검증법에 대한 설명이

기술되었는지를 확인했다. [Table 4]는 Sanderson 외

(2007)의 질 평가 영역과 수정된 MQA 체크리스트 영역

을 비교한 것이다.

MQA 체크리스트는 크게 5가지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수학적 신념 및 수학적 신념과

관련된 구인이 명확히 설명되어 있는지, 신뢰성과 타당

성을 확보했는지, 표본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연구 설계

에 따른 편향 요인이 보고되었는지, 어떤 연구 설계 및

분석방법을 사용했는지를 확인했다. 자료 분석 범주에서

양적 연구는 사용된 통계적 기법을 확인했지만, 질적 연

구는 어떤 연구 접근법을 사용했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연구의 질을 평가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Creswell,

2015, p75)에서 연구 접근법(내러티브 연구, 현상학, 근거

이론, 문화기술지, 사례 연구 등)이 연구 논문에 설명되

어 있는가를 확인했다. 58개의 국내 수학적 신념 연구에

대한 MQA 결과는 [Table 5]에 정리되어 있다.

Sanders

on et

al.(2007)

Methodological Quality Assessment

Checklist

평가 영역 세부 내용

혼재(co

nfoundi

ng)

통제법

개념 및

구인(constru

ct)의 명확성

신념 및 신념과 관련된

구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연구의

신뢰성(relia

bilities)

연구대상의 특성, 검사상황,

연구도구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양적 연구인 경우

신뢰도계수를 제시하고

있는가?)

측정방

법

연구의

타당성(valid

ities)

연구도구가 신념을

측정하기에 타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질적 연구인 경우

삼각검증법을 설명하는가?)

연구

참여자

선정

방식

표본 선정

방식(sampli

ng method)

임의추출(random),

편의추출(convenience),

판단추출(purposive)

표본의

크기(sample

size)

표본 크기(100미만, 100이상

300미만, 300초과)

설계에

따른

편향

요인

설계에 따른

편향요인

보고

연구방법과 결과의 편향

요인을 보고하는가?

통계적

방법
자료 분석

연구방법 및 분석방법이

구체적이고 적합한가? (질적

연구인 경우 어떤 종류의

연구방법을 선택했는가?

그리고 양적 연구인 경우

어떤 통계적 기법을

사용했는가?)

[Table 4] Domain for evaluating tool’s content(Sanderson et

al., 2007) & MQA Checklist



국내 수학교육의 수학적 신념 연구에 관한 체계적 분석 337

평가 영역 논문 수(%)

개념 및

구인(constr

uct)의

명확성

보고 52(89.8%)

미보고 6(10.2%)

연구의

신뢰성(relia

bilities)

보고 39(67.2%)

미보고 19(32.8%)

연구의

타당성(valid

ities)

보고 43(74.1%)

미보고 15(25.9%)

표본 선정

방식(sampli

ng method)

판단추출(purposive) 14(23.7%)

편의추출(convenience) 27(47.5%)

임의추출(random) 14(23.7%)

표본의

크기(sample

size)

100미만 42(71.2%)

100이상 300이하 7(11.9%)

300초과 6(10.2%)

해당없음(이론적고찰) 4(6.7%)

설계에 따른

편향요인

보고

보고 11(18.6%)

미보고 43(72.9%)

해당없음(이론적고찰) 5(8.5%)

자료

분석

질적

내러티브연구 0

현상학 0

근거이론 0

문화기술지 0

사례연구 21

그 외 4

양적

평균 및 표준편차 12

카이제곱검정(chi-squar

e)
2

분산분석(t-value/F-valu

e)
33

상관분석(correlation) 13

빈도분석(frequencies /

proportion)
12

그 외 5

[Table 5] MQA results for the study of mathematical

beliefs in Korea

연구의 방법론적 질 평가에서 신뢰성과 타당성 범주

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살펴볼

수 있으므로 양적 연구는 신뢰도 계수와 전문가 자문을

확인하고 질적 연구는 다양한 자료와 관찰 기간을 확인

했다. 양적 연구는 신뢰도 계수(Cronbach )로 신뢰도

를 측정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타당성을 높였는지

를 확인했으며, 질적 연구는 지속적인 참여와 관찰, 다양

한 자료 원(resource)을 통한 증거 확보 등으로 인해 타

당도를 확보했는지 확인했다. 또한, 녹취와 전사, 여러

명의 코딩과 합의 과정 등으로 인해 신뢰도를 확보했는

지도 확인했다.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방법론

적 질을 확인한 결과 58개의 연구 중에서 연구의 신뢰성

을 제시한 연구가 40개(67.8%), 타당성을 제시한 연구가

44개(74.6%)였다.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미제시한

연구로 분류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뢰도 계수를

산출했다고 기술했으나 실제 논문에 그 수치가 구체적으

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둘째, 연구를 위해 제작한 설

문지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하지 않고 설문지 외에 관찰

과 면담을 했다고 기술했지만, 결과에는 설문 조사 결과

만 보고했다. 셋째, 신념 측정 도구에 연구자가 임의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문항 수로 나누는 방법을 제시했으나

그 방법에 대한 전문가 검토나 신뢰도 측정에 대한 부분

이 기술되지 않았다. 넷째, 질적 연구에서 연구대상에 대

한 선정 기준과 특징이 기술되지 않았다. 다섯째, 교사들

의 수학에 대한 신념 분류를 위한 준거를 제시하고 신념

과 실제와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이론들을 종합하였으

나, 어떤 기준으로 연구 논문이 선정되었는지 연구방법

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없었다. 표본 선정 방식으로는

편의추출(convenience)이 28개(47.5%)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연구 목적에 따라 대상을 선정한 판단추출

(purposive)이 14개(23.7%), 임의추출한 연구가 14개

(23.7%)였다. 표본 크기가 100명 미만인 연구가 42개

(71.2%)로 가장 많았고 100명 이상 300명 이하인 연구는

6개(11.7%), 300명을 초과한 연구는 5개(8.3%)였다. 설계

에 따른 편향 요인을 제시했거나 예비연구를 한 연구는

11개(18.6%)였다. 하나의 연구에 여러 개의 자료 분석방

법이 존재하기도 하였다. 이런 경우에는 이를 각각 하나

씩 코딩하였다. 예를 들어, Hwang(2018)은 면담과 교실

관찰에 의한 사례 분석과 함께 설문 데이터에 대한 백분

율과 카이제곱 검정(chi-square)을 실시했으며, 본 연구

에서는 이를 사례연구 1개, 빈도분석(frequencies/proportion)

1개, 그리고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1개로 각각 코딩

했다. 또한, Nam, Song(2008)는 연구방법에 설문 데이터

에 대한 t-검정과 함께 면담과 교실관찰을 하였다고 기

술했으나 연구 결과에는 t-검정 결과만 제시되고 면담

및 교실관찰 결과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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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연구 수 저자

수학적 신념은 정서적, 정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9

Kim(2014, 2016, 2017), Kim 외(2014), Kim

외(2018), Oh(2002), Lee 외(2013), Choi 외(2016),

Park 외(2006)

수학적 신념은 행동에 대한 자신만의 경향성(성향 또는

의지)이다,
9

Kim(2012), Kim 외(2015), Kim(2014), Kim

외(2014), Park 외(2007), Jang(2004), Lee(2013),

Lee(2016), Lee 외.(2016)

수학적 신념은 수학을 지각하고 이해하는 맥락(틀), 즉,

수학과 맥락에 관한 생각의 방향성이다.
6

Kim(2014), Lee 외(2015), Joe(2001), Han(2010),

Choi 외(2017), Han 외(2005)

수학적 신념은 경험으로 형성된 주관적 지식(가치

체계)이다.
6

Choi-Koh 외(2011), Kim(2014), Kim(2014, 2016,

2017), Kim 외(2014)

수학적 신념은 특정한 현상 및 대상에 대한

믿음(철학)이다
6

Kim(2010), Chung(2001), Ju(2010), Han(2015),

Han(2010), Kim(2010)

수학적 신념은 정의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는 체계이다.
4

Kang 외(2007), Kim(2015), Nam 외(2008), Lee

외(2015)

수학적 신념은 개인이 가진 정보이다. 4
Cho 외(2013), Seo 외(2003), Lee 외(2013), Park

외(2007)

수학적 신념은 수학 과제에 대해 접근하는 경향성이다. 3 Kim 외.(2011), Moon 외(2001), Han 외(2005)

수학적 신념은 행동을 인식하고 참여하는 방법을

구체화하는 이해와 느낌이다.
1 Lee 외(2013)

[Table 6] Conceptual features of mathematical beliefs in the definition of mathematical beliefs

산분석(t-value/F-value) 1개로 코딩했다.

본 연구는 Creswell(2015)의 다섯 가지 연구 접근법

(내러티브 연구, 현상학적 연구, 근거이론, 문화기술지,

사례연구)을 토대로 코딩하였고 조사한 신념 논문에 제

시된 질적 연구방법 중에서 면담으로만 이루어지는 면담

연구, 교사 질문지나 학생 산출물 분석만 한 인공물 분

석, 그리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모두 특정 상황에 대

한 주목이라는 점에서 사례연구로 코딩하였다. 이는

Hatch(2002)가 문화기술지, 참여관찰 연구와 사례연구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지만 사례연구임을 특징짓는 것이 특

정 사례에 관한 주목, 제한된 현상에 관한 예를 제공하

는 것이라 제안한 것을 근거로 하였다. 이전의 국외 신

념 연구를 종합한 연구는 학회지 논문인 이차적 출처를

통해 의미 있는 일련의 설명으로 엮었기 때문에 질적 연

구 중 역사기술로 범주화(Hatch, 2002)하였고 이를 그

외 질적 연구로 코딩하였다. 양적 연구에서는 코퍼스 분

석과 Mediation 분석을 그 외 양적 연구로 코딩하였다.

자료 분석 코딩 결과, 질적 연구 중 역사기술 연구로 코

딩된 4개만 그 외 질적 연구로 분류되었고, 나머지 21개

가 사례 연구를 사용하였다. 양적 연구는 분산분석

(t-value/F-value)이 33개로 가장 많았고 상관분석

(correlation)은 13개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것은 국내

수학적 신념 연구에서 성취도, 지식, 수업 실제와의 관련

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 비중이 높다는 것과 연관성

을 갖는다.

Ⅳ. 국내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른 수학적 신념에 관한

연구 결과의 체계적 분석

1. 국내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정의된 수학적 신념의

개념적 특징

국내 수학교육 연구의 각각의 결과들을 분석하여 수

학적 신념의 특징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 존재하는 수학적 신념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우선 수학적 신념의 개

념이 어떤 이론적 토대를 가지는지 확인했으며, 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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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강조하고 있는 수학적 신념의 특징을 종합하여 크

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다. [Table 6]은 검토된 연구

문헌에서 확인된 수학적 신념의 개념이 가진 특징은 요

약한 것이다. 하나의 논문에 기술된 수학적 신념의 개념

이 두 가지 이상의 특징을 포함한 경우에는 이를 따로

분류했다. 예를 들어, Kim, Lee(2014)는 수학적 신념을

‘정의적 영역의 요소이고 어떤 특정한 대사에 대해 개인

이 지니는 주관적 지식에 속하는 것(p.113)’이라 기술했

는데 이것은 정서적, 정의적 요소라는 특징과 경험으로

형성된 주관적 지식(가치 체계)이라는 특징으로 분리해

서 보았다. 이처럼 연구에 제시된 신념의 개념적 특징을

분리해서 본 이유는 연구마다 조금씩 달리 기술된 개념

적 특징을 비교하고 종합하기 위함이다. 또한, Oh(2002)

의 연구와 같이 신념에 대한 이론을 종합해서 연구에서

토대로 하고자 하는 신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는 코

딩에서 제외하였다.

1) 수학적 신념은 정의적 영역에 속한다.

국내의 수학적 신념 연구는 수학적 신념이 정의적 특

성을 가진 것이라 가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Kim(2014,

2016, 2017), Kim, Lee(2014), Kim, Ryu(2018), Choi,

Park(2016), Oh(2002), Lee, Kwon, Lee(2014)는 수학적

신념을 정서적이고 정의적인 특성을 갖는다고 표현했다.

또한, 신념에 관한 연구 중 일부는 수학적 신념에 대한

정의에서 주관적 지식, 생각의 방향성, 가치, 믿음, 성향

과 의지, 이해와 느낌 등과 같이 정의적 요인을 표현하

는 용어들을 사용하였다(Choi-Koh et al., 2011; Kim,

2014; Kim, 2012; Kim & Choi-Koh, 2015; Kim, 2010;

Park & Park, 2007; Lee, 2013; Lee, 2016; Jang, 2004;

Chung, 2001; Joe, 2001; Ju, 2010; Choi & Kim, 2015;

Han et al., 2005; Han, 2015; Han, 2010). 그러나 수학적

신념에는 정의적 요소뿐 아니라 인지적 요소가 작용하는

것으로 정의한 논문이 4편 존재했고, 주로 인지적 요인

을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용어인 지식, 정보로 수학적 신

념을 설명한 논문도 각각 4편씩 존재했다. Kim(2015),

Nam & Song(2008), Kang & Han(2007), Lee &

Joe(2015)는 수학적 신념을 정의적 요소와 함께 인지적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는 체계로 보았으며, Cho,

Song(2013), Seo, Ahn(2003), Lee, Choi(2013), Park 외

(2007)은 수학적 신념이 개인이 가진 정보라고 하였다.

이들은 수학적 신념의 정의적 측면을 인정하는 동시에

수학적 신념이 지식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인지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았다.

2) 수학적 신념은 특정한 상황과 대상

(situation-specific, object-specific)에 의존한다.

대부분의 연구는 구체적인 상황 및 특정 대상과 관련

하여 수학적 신념을 조사하였다. 이것은 연구자들이 신

념을 특정한 상황이나 대상에 의존하는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학적 신념이 상황 종속적인 특성을

가정한다는 것은 국내 수학적 신념 연구에 기술되어 있

는 신념 개념의 이론적 근거에 잘 나타나 있다.

Kim(2014, 2016, 2017), Kim(2014), Choi-Koh 외(2011)는

수학적 신념이 특정한 경험의 누적으로 형성된다고 하였

으며, Han 외(2005), Kim, Kim(2011), Moon, Jeon(2001)

은 수학 과제에 대해 접근하는 상황에서의 경향성으로

수학적 신념을 설명하였다. 또한 Jeong(2001),

Kim(2010), Han(2010), Ju(2010), 그리고 Han(2015)은 특

정한 현상 및 대상에 대한 믿음 또는 철학을 수학적 신

념이라 하였다. 수학적 신념의 개념을 설명할 때 특정한

경험, 현상 및 대상, 상황과 같은 용어를 사용한 것은 수

학적 신념이 특정한 상황과 대상에 의존하여 발현되는

것이라 가정하고 있음을 지지하고 있다. 일부 연구는 공

학적 도구에 대한 교사의 신념(Lee & Joe, 2015), 증명에

대한 대학생의 신념(Kim, 2017)과 같이 특정 주제에 대

하여 교사의 신념을 조사하였는데 이러한 연구들 역시

수학적 신념이 특정 대상에 의존한다는 개념적 특징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특정 대상은 학습 및 교수뿐 아니라

수업 상황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3) 수학적 신념은 행동 방향을 결정한다.

Lee, Choi(2014)는 수학적 신념이 행동을 인식하고 참

여하는 방법을 구체화한다고 하였으며, Kim(2014),

Kim(2012), Kim 외(2014), Lee(2013), Lee(2016),

Jang(2004), Park 외(2007), Kim 외(2015)는 수학적 신념

이 행동에 대한 자신만의 경향성이라 제시하였다. 또한,

Han 외(2005), Kim 외(2011), Moon 외(2001)의 연구 등

도 수학적 신념을 과제에 접근하는 경향성, 즉 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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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는 행동과 관련지었다. 수학적 신념이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의 방향성을 결정한다

는 것은 기존의 수업 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해 수업에 관

여하는 구성원들(예: 교사, 학생, 학부모, 교장 등)의 수

학적 신념을 어떻게 확인하고 변화시킬 것인가의 질문을

가져온다.

4) 수학적 신념은 수학 내용, 수학 학습, 수학 교수,

자아개념, 교사 역할, 직무 동기의 6가지 요소를 포함한

다.

국내 수학교육 연구에 제시된 수학적 신념의 개념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58개의 연구에 제시된 수학적 신

념의 구성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7]에 요약되어

있다. Seo 외(2006)의 연구는 수학을 전공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수학을 가르치기 위해 부전공연수를 받는 현직교

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현직 수학 교사보다는 예

비교사에 가깝다고 보고 본 연구에서는 예비 중등교사로

분류하였다. 하나의 연구에서 수학적 신념을 여러 요소

로 구성된 것이라 기술한 경우, 본 연구에서는 이것을

각각 하나씩 범주화했다. 예를 들어, Oh, Kwon(2013)의

연구는 예비 중등교사의 수학적 신념을 수학 본질, 수학

교수, 그리고 수학 학습에 대한 신념으로 구분하여 제시

했다. 이 경우 [Table 7]에는 수학 내용, 수학 학습, 그리

고 수학 교수의 세 가지에 모두 범주화했다. 수학 본질

에 대한 신념, 수학에 대한 신념, 수학 학문에 대한 신념

으로 표현된 경우는 모두 수학 내용에 대한 신념으로 분

류하였다. 그리고 수학 교수학습에 대한 신념으로 표현

된 경우 수학 학습에 대한 신념, 수학 교수에 대한 신념

을 모두 조사한 것으로 보았다. 수학학습방법에 대한 신

념, 문제해결에 대한 신념으로 표현된 경우는 수학 학습

에 대한 신념으로, 수학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신

념, 그리고 수학 교과 지도방법에 대한 신념은 수학 교

수에 대한 신념으로 분류하였다. 교수효능신념은

Bandura(1997, 2006)의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이론

을 토대로 하며, 환경요인과 관련 없이 교수가 학습자의

학습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신념을 의미하는

일반적 효능감과 교사 자신의 교수 능력에 대한 신념인

개인적 효능감으로 나누어져 연구되었다(Jeong, 2001;

Ha & Huh, 2006; Han, 2013). 수학 교수에 대한 신념이

수학 교수나 교사에 대한 일련의 정서 체계(Kim, 2012)

라는 점에서 수학 교수효능신념은 수학 교수에 대한 신

념으로 판단하였다. 교사들의 직무 동기에 대한 신념에

대한 설명은 특히 Han(2015)의 연구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예비 중등교사들이 자유롭게 서술한 교육

철학 보고서를 분석하여 수학교육의 목적, 수학 교수학

습방법, 수학 교사의 역할, 그리고 교직에 대한 직무 동

기에 대한 신념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을 발견하였다.

교사의 역할은 교수적인 측면 외에 수학 교사 또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 교사로서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신념이기 때문에 수학 교수에 대한 신념과 다른 요

인으로 보았다. 또한, 교직에 대한 직무 동기는 교사에

대한 이미지, 학창 시절의 기억과 같은 교사가 되기로

결심하는 것, 계속 교직을 이어가는 것 등에 대한 교사

의 신념을 의미한다(Han, 2015). 이는 직무 동기에 대한

신념이 수학 내용, 교수 학습, 자아개념, 그리고 교사의

역할과 관련되지만 다른 신념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연구 중 대부분은 수학 내용, 수

학 학습, 그리고 수학 교수에 대한 세 가지 신념을 조사

하였다. 이것은 수업의 세 가지 요소인 주제(수학), 교사,

그리고 학생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수학 수업이

진행되는 것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Ju & Kim, 2016;

Choy, 2018; Cohen et al., 2003). 그러나 연구 논문 중

일부는 수학적 신념의 구성요소로 수학 내용, 수학 학습,

그리고 수학 교수에 대한 신념 외에도 자아개념에 대한

신념, 교사의 역할, 그리고 직무 동기에 대한 신념을 제

시하였다. 자아개념은 자신의 능력, 타인 및 환경과의 관

계에서의 자아와 관련된 것으로(Rogers, 1951),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이란 용어로 연구되었다(Kim,

2012). 자아개념은 수학적 상황에서 학생의 행동을 결정

할 뿐만 아니라(Kim, 2014) 학업성적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2012; Shoenfeld,

1989). 자아개념에 대한 신념은 학생의 신념을 연구한 보

고서에서 주로 발견되었다. 자아개념에 대한 신념을 제

시한 총 14개의 연구 논문 중 3개는 교사의 신념에 자아

개념을 포함했지만, 나머지 11개의 논문은 학생들을 대

상으로 하였다. 교사의 역할과 직무 동기에 대한 신념은

총 8개의 연구 보고서에서 발견되었고, 이 논문들은 모

두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했다. 교사 역할에 대한 경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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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
대상 주요 주제

수학적 신념

수학
내용

수학
학습

수학
교수

자아
개념

교사
역할

직무
동기

1 Ahn & Lee(2001) 초등교사
∙초등교사의 수학에 대한 신념과 태도의

특징과 수업과의 관련성
∨ ∨ ∨

2 Jeong(2001) 유아교사

∙유아교사의 교사변인에 따른 수학교수

효능신념의 차이 조사

∙교사의 수학교수효능감과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능력이 차이 조사

∨

3 Joe(2001) 이론
∙교사신념과 교실규범 연구의 이론적 틀을

위한 문화기술 연구법 고찰
∨ ∨

4 Jang & Jeon(2001) 초등교사

∙초등교사의 경력별 수학적 신념 특징과

신념 형성의 주요요인 탐구

∙경력별 신념이 교수실제에 반영되는

정도와 미반영 요인 조사

∨ ∨ ∨

5 Moon & Jeon(2001) 초등학생
∙개방형 교수법에 의한 수업이 초등학생의

문제해결력과 신념에 미치는 영향 탐구
∨ ∨ ∨

6 Seo(2002) 예비초등교사
∙수리철학 강의에 따른 예비초등교사의

수학적 신념의 변화 탐구
∨ ∨ ∨

7 Oh(2002) 이론 ∙신념과 지식에 대한 이론적 고찰

8 Joe(2002) 예비중등교사 ∙예비중등교사의 수학적 신념 ∨ ∨ ∨

9 Seo& Ahn(2003) 초등학생
∙STAD 기반 협동학습 적용에 따른

초등학생의 수학적 신념과 태도
∨ ∨

10 Lee(2003) 유아교사
∙유아교사들의 수학적 신념 특징과

교사변인에 따른 신념 차이
∨ ∨ ∨

11 Jang(2004) 초등교사
∙초등교사들의 수학적 신념과 신념의 분류

준거 및 수학 수업에 대한 신념의 특징
∨ ∨ ∨

12 Han et al.(2005) 중등교사
∙수학적 신념과 수학교실의 사회적 규범의

관련성
∨ ∨ ∨

13 Seo et al.(2006)
수학부전공연

수(예비)

∙수학부전공연수교사의 교수목표 및 신념,

교수활동(학습중심/능력중심)과 수학적 신념

및 태도와의 관련성

∨ ∨

14 Ha & Huh(2006) 예비유아교사

∙포트폴리오 활용 수업이 예비유아교사의

수학에 대한 신념과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조사

∨ ∨

15 Pa가 & Hwang(2006) 중학생

∙한국과 미국 중학생의 신념 차이

∙신념과 성취도의 관련성 탐구

∙성별에 따른 신념 차이 분석

∨

[Table 7] Constructs of mathematical beliefs

은 수학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개인적 판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Lee & Joe, 2015). 교사의 역할과

직무 동기에 대한 신념을 조사한 8개의 연구 중 3개는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하였고, 나머지 5개는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교사의 역할과

직무 동기에 대한 신념이 더 많이 연구된 것은 이들이

아직 교사가 되기 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였다.

2. 교사와 학생이 가진 수학적 신념의 특징

58개의 수학적 신념 연구 중 학생과 교사들의 수학적

신념을 탐구한 논문은 총 18개였다. 이 18개의 논문을

분석하여 국내 수학 교사들과 학생들의 수학적 신념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종합하였다. 국내 교사의 수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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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

대상
주요 주제

수학적 신념
수학

내용

수학

학습

수학

교수

자아

개념

교사

역할

직무

동기

16 Kang & Han(2007) 예비중등교사
∙중등예비교사 1학년과 4학년의 수학적

신념의 차이 조사
∨ ∨ ∨ ∨

17 Park et al.(2007) 중학생

∙한국과 미국 중학생의 수학적 신념이

학습전략을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탐구

∨

18 Lee(2007) 중등교사

∙문제해결교수에 대한 교사의 신념 조사

도구 개발

∙문제해결교수에 대한 신념 특징과

교사변인과의 관계

∙문제해결규준과 교사 신념의 관계

∨ ∨ ∨

19 Nam & Song(2008)
고등학생,

중등교사

∙고등학생들의 수학적 신념의 특징

∙이들의 지도교사의 수학적 신념 차이
∨ ∨ ∨

20 Kim(2009) 중등교사

∙중학교 수학교사의 수학,

수학교수학습에 대한 신념의 특징과 실제

수업에서 드러난 지식과의 관련성
∨ ∨ ∨

21 Rim et al.(2010)
초등교사,

예비초등교사

∙초등교사의 수학적 신념 특징

∙예비교사들의 학년에 따른 수학적 신념

변화 조사

∙수학교육강의가 수학적 신념에 미치는

영향 탐구

∨ ∨ ∨

22 Han(2010) 예비유아교사

∙예비교사의 교사변인에 따른

수학본질에 대한 신념 탐구

∙현직유아교사의 교사변인에 따른

수학본질에 대한 신념 탐구

∨

23 Ju(2010) 수학자
∙전문 수학자 신념 탐구

∙수학과 수학학습에 대한 대안적인 관점
∨

24 Kim(2010) 예비초등교사
∙예비초등교사의 수학적 신념과

초등학생의 진술된 행동의 관련성
∨ ∨

25 Kim(2010) 유아교사
∙수학교육에 대한 유아교사의 신념과

교사변인에 따른 신념 차이 조사
∨ ∨ ∨

26 Choi-Koh et al.(2011) 예비중등교사

∙예비중등교사의 수학적 신념과 대수

영역에서의 PCK 조사

∙수학적 신념이 PCK에 미치는 영향

탐구

∨ ∨ ∨

27 Kim & Kim(2011) 고등학생
∙수학내용에 대한 자신의 이해 정도에

대한 신념과 성취도의 관련성
∨

28 Kim(2012)
중학생,

고등학생

∙수학적 신념 측정도구 개발

∙중고등학생의 학교급별, 성별,

성취수준에 따른 수학적 신념의 특징

∨ ∨ ∨ ∨

29 Kim & Kim(2013) 중학생

∙중학생의 수학문제의 이해와 해결에

대한 수학적 신념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탐구
∨

[Table 7] Constructs of mathematical beliefs(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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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

대상
주요 주제

수학적 신념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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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학습

수학

교수

자아

개념

교사

역할

직무

동기

30 Park(2013) 초등학생

∙초등학생의 수학적 신념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탐구

∙초등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신념 차이

∙영재교육이 영재학생의 수학적 신념에

미치는 영향 조사

∨ ∨ ∨

31 Ahn(2013) 고등학생

∙개념학습지 활용 수업이 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수학적 신념에 미치는 영향

조사
∨ ∨ ∨

32 Cho & Song(2013) 초등교사
∙영재지도교사의 수학적 신념과

교실에서의 사회수학적 규범의 관련성
∨ ∨ ∨ ∨

33 Lee(2013)
초등교사,예비

초등교사

∙예비교사와 초등교사의 수학교과지도에

대한 신념 특징과 차이
∨ ∨ ∨

34 Han(2013) 유아교사
∙유아교사의 수학 본질에 대한 신념과

태도, 수학교수효능감의 관련성
∨ ∨

35 Lee et al.(2013) 예비초등교사
∙교육실습에 따른 초등예비교사의

수학교수효능신념 변화 조사
∨

36 Oh & Kwon(2013) 예비초등교사

∙초등예비교사의 교수학습에 대한 신념

특징 조사

∙초등예비교사가 선택하는 교육과정

관련 자료와 신념의 관련성

∨ ∨ ∨

37 Lee & Choi(2013) 예비중등교사

∙수학교육론 수업이 예비중등교사의

수학적 신념에 미치는 영향 조사

∙예비교사의 수학적 신념과 성취도

사이의 관계

∨ ∨ ∨ ∨

38 Lee & Jeon(2013) 예비유아교사
∙은유를 통해 본 유아수학교육의 교사

역할에 대한 예비교사의 신념
∨

39 Kim(2014) 고등학생
∙학생들이 가진 수학적 신념체계에 따라

문제해결활동의 차이 탐구
∨ ∨ ∨ ∨

40 Kim(2014) 예비유아교사

∙일상물중심의 수학교육과정이

예비유아교사의 수학적신념과

수학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조사

∨ ∨ ∨ ∨

41 Kim & Lee(2014) 고등학생

∙수학적 신념과 신념체계의 의미

∙고등학생의 수학적 신념 특징과 수학적

신념 사이의 관련성 탐구

∨ ∨ ∨ ∨

42 Kim & Choi-Koh(2015) 중등교사

∙서로 다른 신념을 보이는 중등교사의

수업 실제

∙과목변경교사의 어려움과 지원방안

∨ ∨ ∨

43 Han(2015) 예비중등교사

∙중등예비교사들의 교육 철학의 특징과

교육철학의 하위 요소 탐구

∙중등예비교사들의 교육철학의 하위

요소들 간의 연관성 탐구

∨ ∨ ∨

44 Kim(2015) 초등교사

∙초등교사의 교사변인에 따른 수학적

신념의 차이

∙초등교사들의 수학 수업에 대한 신념
∨

[Table 7] Constructs of mathematical beliefs(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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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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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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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수학

교수

자아

개념

교사

역할

직무

동기

45 Lee & Joe(2015) 중등교사
∙공학을 사용하는 수학교사들의 공학에

관한 신념 특징과 방해요인
∨ ∨ ∨

46 Kim(2016) 대학생
∙대학순수교양수학교과가 대학생들의

수학적 신념에 미치는 영향 조사
∨ ∨ ∨ ∨

47 Choi & Park(2016) 초등학생

∙수학통합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선택과 수학적 신념에

미치는 영향 조사

∨ ∨

48 Lee(2016) 예비유아교사

∙Kold 경험적 학습이론을 활용한

유아수학교육이 얘비유아교사의

수학신념,시직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

49 Lee et al.(2016) 중학생(영재)
∙인신론적 신념 발달을 위한

수학교수학습 방안의 설계
∨ ∨ ∨

50 Ju & Kim(2016) 예비중등교사
∙수학과 교재분석 및 지도법 적용에

따른 예비교사들의 신념 변화 양상 조사
∨ ∨ ∨ ∨

51 Ju et al.(2016) 예비중등교사

∙수학과 교재분석 및 지도법 강의 설계

∙개발 강의가 예비교사의 수학수업에

대한 신념에 미치는 영향 조사
∨ ∨

52 Kim(2017) 대학생

∙대학신입생의 수학적 증명의 역할에

대한 신념 특징 및 신념의 관계

∙대학 신입생의 수학적 증명의

구성방법에 관한 이해 탐구

∨ ∨

53 Choi & Kim(2017)
중등교사,

예비중등교사

∙교사교육의 의사소통학적 접근이

중등교사들의 수학적 신념에 미치는 영향

조사

∨ ∨

54 Yoo & Kim(2017) 영유아교사

∙영유아교사의 수학적 태도,

교과교육학지식, 구성주의신념과

수학교수효능감의 관계 탐구

∨ ∨ ∨

40 Kim(2014) 예비유아교사

∙일상물중심의 수학교육과정이

예비유아교사의 수학적신념과

수학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조사

∨ ∨ ∨ ∨

41 Kim & Lee(2014) 고등학생

∙수학적 신념과 신념체계의 의미

∙고등학생의 수학적 신념 특징과 수학적

신념 사이의 관련성 탐구

∨ ∨ ∨ ∨

42 Kim & Choi-Koh(2015) 중등교사

∙서로 다른 신념을 보이는 중등교사의

수업 실제

∙과목변경교사의 어려움과 지원방안

∨ ∨ ∨

43 Han(2015) 예비중등교사

∙중등예비교사들의 교육 철학의 특징과

교육철학의 하위 요소 탐구

∙중등예비교사들의 교육철학의 하위

요소들 간의 연관성 탐구

∨ ∨ ∨

44 Kim(2015) 초등교사

∙초등교사의 교사변인에 따른 수학적

신념의 차이

∙초등교사들의 수학 수업에 대한 신념

∨

45 Lee & Joe(2015) 중등교사
∙공학을 사용하는 수학교사들의 공학에

관한 신념 특징과 방해요인
∨ ∨ ∨

46 Kim(2016) 대학생
∙대학순수교양수학교과가 대학생들의

수학적 신념에 미치는 영향 조사
∨ ∨ ∨ ∨

[Table 7] Constructs of mathematical beliefs(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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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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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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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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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역할

직무

동기

47 Choi & Park(2016) 초등학생

∙수학통합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선택과 수학적 신념에

미치는 영향 조사

∨ ∨

48 Lee(2016) 예비유아교사

∙Kold 경험적 학습이론을 활용한

유아수학교육이 얘비유아교사의

수학신념,시직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

49 Lee et al.(2016) 중학생(영재)
∙인신론적 신념 발달을 위한

수학교수학습 방안의 설계
∨ ∨ ∨

50 Ju & Kim(2016) 예비중등교사
∙수학과 교재분석 및 지도법 적용에

따른 예비교사들의 신념 변화 양상 조사
∨ ∨ ∨ ∨

51 Ju et al.(2016) 예비중등교사

∙수학과 교재분석 및 지도법 강의 설계

∙개발 강의가 예비교사의 수학수업에

대한 신념에 미치는 영향 조사

∨ ∨

52 Kim(2017) 대학생

∙대학신입생의 수학적 증명의 역할에

대한 신념 특징 및 신념의 관계

∙대학 신입생의 수학적 증명의

구성방법에 관한 이해 탐구

∨ ∨

53 Choi & Kim(2017)
중등교사,

예비중등교사

∙교사교육의 의사소통학적 접근이

중등교사들의 수학적 신념에 미치는 영향
∨ ∨

54 Yoo & Kim(2017) 영유아교사

∙영유아교사의 수학적 태도,

교과교육학지식, 구성주의신념과

수학교수효능감의 관계 탐구

∨ ∨ ∨

55 Kang(2017)
예비

초중등교사
∙교사의 지식과 수학적 신념의 관련성 ∨ ∨

56 Kim & Ryu(2018)
초등교사,

예비초등교사

∙초등교사의 수학적 신념 요인별 관련성

∙초등교사의 경력별 수학적 신념 차이

및 예비교사와 현직교사의 신념 차이

∨ ∨ ∨ ∨

57 Jeong & Choi(2018) 고등학생

∙항생들의 성격 유형이

수학학업성취도와 수학적 신념에 미치는

영향 조사

∨ ∨ ∨

58 Hwang(2018) 초등교사
∙수학 교사의 신념과 교실 규준, 담론,

공정성의 관련성
∨ ∨

[Table 7] Constructs of mathematical beliefs(continue)

신념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먼

저, 수학 교사는 일반적으로 암기보다는 이해를 강조하

며, 학생의 참여를 중시하고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다(Kim, 2003; Kim,

2010; Seo, 2001; Lee, 2013; Jang & Jeon, 2001; Joe,

2002; Choi & Kim, 2017; Han, 2015).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수학 교사는 학생 중심의 구성주의적 신념에 동

의하지만, 이를 본인들의 확실한 신념으로 정립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자신이 표현한 수학적 신념

과 실제 수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Kim &

Choi-Koh, 2015; Kim, 2003; Nam & Song, 2008; Oh &

Kwon, 2013; Lee & Choi, 2013; Rim et al., 2008; Jang

& Jeon, 2001; Ju & Kim, 2016). 즉 학생 참여를 중시하

는 신념을 표현했지만, 학생의 사고에 초점을 두고 적극

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수업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실제 수업에서 학생이 수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참여 기회를 주지 못했다(Nam & Song, 2008; Oh

& Kwon, 2013; Ju et al., 2016; Ju & Kim, 2016). 이는

교사가 구성주의적 이론을 접하면서 그러한 이론에 동의

했지만, 확고한 자신의 신념으로는 정립하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

교사의 수학적 신념에서 발견한 세 번째 특징은 수학

교사들의 신념은 과거 학생으로서의 수학 학습 경험과

교사교육 경험의 영향으로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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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Kim & Ryu, 2018; Oh & Kwon, 2013; Lee

& Choi, 2013; Joe, 2002; Ju & Kim, 2016; Han, 2015;

Ha & Huh, 2006). 또한, 이러한 학창시절 경험으로 인해

형성된 수학적 신념은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접하게 되는

학생 중심의 구성주의적 철학과 부딪히면서 신념과 실제

의 불일치를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Kim & Choi-Koh, 2015; Lee & Choi, 2013; Ju & Kim,

2016).

마지막 특징은 수학 교사의 신념은 쉽게 변하지 않지

만, 수학 교수 학습과 관련된 전문성 지원을 통해 수학

적 신념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교사가

본인의 수업 철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교직 수업의 이수

(Kim, 2014; Kim, 2003; Kang & Han 2007; Seo, 2001;

Lee & Jeon, 2013; Rim et al., 2008; Lee, 2016; Ju et

al., 2016; Joe, 2002; Han, 2010), 현장 중심의 실습과 전

문가의 피드백(Lee & Choi, 2013; Lee et al., 2013; Ju

& Kim, 2016),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 등의 현직교사의

전문성 지원(Kim & Ryu, 2018; Kim & Choi-Koh,

2015; Choi & Kim, 2017) 등은 교사의 수학적 신념에

변화를 줄 수 있다. 한 가지 사례이긴 하지만 교사를 대

상으로 한 신념 연구 결과 중 교사의 자아개념에 대한

자신감 요인이 교사주도요인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주목

할 만하다(Kim & Ryu, 2018). 이는 교사의 풍부한 수학

내용 지식이 반드시 학생들의 수학적 문제해결역량의 향

상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교사가 수학 내용 지식이 풍부하고 수학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이 높으면,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제공하기보다는 교사 중심의 수업을 이끌

어갈 가능성이 있다.

국내 학생들의 수학적 신념은 세 가지 주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첫 번째 특징은 경쟁보다는 협력, 정답보

다는 개념의 이해를 중시하는 수학 수업은 문제해결에

대한 신념과 자아개념에 대한 신념에 영향을 주며, 이는

학업 성취도의 향상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Kim, 2012;

Kim & Kim, 2011; Kim, 2014; Kim & Lee, 2014; Moon

& Jeon, 2001; Park et al., 2017; Park, 2012; Seo et al.,

2006; Ahn, 2013; Lee et al., 2016). 그러나 Park(2013)은

수학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을 가진 경우에도 반복

적인 연습으로 학업 성취도가 높게 나올 수 있음을 지적

하였다. 즉, 수학 수업이 학생의 긍정적인 수학적 신념에

중요하며 이는 학업 성취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

지만, 부정적인 수학적 신념을 가진 경우에도 암기와 기

억을 요구하는 평가에서 높은 성취도를 보일 수 있다.

두 번째 특징은 학생들의 수학적 신념은 교사의 수업

활동, 수학교실규범, 평가 경험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다(Kim, 2014; Kim & Lee; 2014; Moon & Jeon, 2001;

Seo & Ahn, 2003; Park, 2013; Ahn, 2013; Lee et al.,

2016; Han et al., 2005; Hwang, 2018). 학생들은 학습

경험을 통해 수학적 신념을 형성했고 평가로 인해 형성

된 신념이 더 견고해졌다(Park, 2013; Lee & Lee, 2014;

Lee, 2016; Lee et al., 2016). 교사주도의 전달식 수업과

선다형 및 단답형 평가는 학생들이 명확한 이해보다 하

나의 정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신념을 형성할 수 있

으며(Kim, 2016), 하나의 확실한 정답이 있다는 수학적

신념은 수학 학습의 방해 요인으로 지적된다(Lee et al.,

2016; Ernest, 1989; Schoenfeld, 1989). 수학 교사의 신념

과 교실 규준, 담론, 그리고 공정성의 관계를 조사한

Hwang(2018)은 교사의 수업 관행이 학생들의 수학적 신

념과 높은 수준의 성취에 주요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수학의 정확성을 강조

하고 학생들에게 하나의 정답을 찾도록 요구하는 것은

일부 학생들이 전체 수업 담론을 지배하며 낮은 성취도

의 학생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교사가

수학적 추론에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합리적인 설명

을 요구한다면 학생들은 이전의 수학 능력에 상관없이

높은 수준의 성취를 보였다(Hwang, 2018).

세 번째 특징은 자신감, 노력 등의 자아개념에 대한

신념은 학생의 수학적 문제해결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

고 있으나 한번 형성된 자아개념에 대한 신념은 다른 신

념에 비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Kim, 2014;

Kim & Lee, 2014; Moon & Jeon, 2001; Park, 2013; Seo

& Ahn, 2003; Ahn, 2013). 수학적 신념에 관한 연구 결

과 중 일부는 학생의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비정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억에 의존하거나 당황

하지 않고 끈기 있게 탐구하고 전략을 탐색하도록 돕는

다는 것을 입증하였다(Kim, 2014; Kim & Lee, 2014;

Phillipp, 2007; Lester, 2013).



국내 수학교육의 수학적 신념 연구에 관한 체계적 분석 347

주제어(keyword) 세부 내용

수학 학습과의

연관성

∙ 수학적 신념은 수학적 문제해결에 영향을 주며, 과제해결에 실패하는 경우에 수학적 신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Kim, 2014; Kim & Kim, 2011).

∙ 수학적 신념과 학업 성취도는 자신이 수학을 이해하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
즉 자아에 대한 신념에 의해 중재된다(Kim & Kim, 2013, Kim & Kim, 2011; Park, 2013).

∙ 수학적 신념과 학업 성취도는 어떤 과제로 평가되는가, 즉 성취를 평가하는 문항의 유형에
의해 중재된다(Park, 2013).

∙ 수학에 대한 신념 중 감정 요인은 문제해결의 도전성에 영향을 주며, 이것은 많은 학생이
수학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보이며 낯선 문제에 대한 끈기 부족과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설명해준다(Kim, 2012; Kim & Lee, 2014; Ahn, 2013)

∙ 강의식 수업과 정답을 강조하는 평가는 정답을 중시하는 수학적 신념을 형성하며, 이러한
신념은 수학 학습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Kim, 2012; Kim, 2016; Kim & Lee, 2014; Lee et
al., 2016).

수학 수업과의

순환적 관계

∙ 대부분의 (예비)교사가 교사 중심 수업에 부정적이며 구성주의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성주의적 신념에 따른 구체적인 수업 실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Lee, 2003; Jang, 2004; Joe, 2002; Ju et al., 2016).

∙ 교사들이 표현하는 신념과 수업 관행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로는 업무과다, 시간 부족,
구성주의적 수업에 대한 경험의 부족 등이 있다(Kim & Choi-Koh, 2015; Lee, 2003; Rim et
al., 2010; Jang, 2004; Jang & Jeon, 2001)

∙ 예비교사들은 교육실습을 통해 수학적 신념이 변하며 교수전략 구현에 대한 부정적 경험,
지도교사의 참관과 피드백 부족은 수학적 신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Lee et al., 2013; Lee
& Choi, 2013; Han, 2013).

∙ 교사의 수업 방식은 학생들의 수학적 신념에 영향을 주며(Park, 2013; Joe & Song, 2013; Lee
et al., 2016; Lee, 2013), 교사 중심 수업은 학생들의 자아에 대한 신념 요인인 흥미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다(Nam & Song, 2008; Hwang, 2018).

∙ 수학 교사에 대한 과거 기억은 학생이 수학적 신념을 형성하는 것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Kim & Lee, 2014; Joe, 2002), 교사에게는 직무 동기를 유발한다. 또한, 교사의 직무
동기는 수학 교사의 역할에 영향을 준다(Joe, 2002; Han, 2015).

흥미의 중요성

∙ 자아개념 중 흥미 요인은 수학 문제해결 중 끈기, 학습전략, 탐구 활동에의 참여 요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Kim & Ryu, 2018; Park & Hwang, 2006; Park et al., 2007; Kang
& Jeon, 2001).

∙ 흥미 요인은 교사의 수학 교수에 대한 신념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Kim & Ryu, 2018;
Jeong, 2001; Ha & Huh, 2006).

∙ 수학에 대한 흥미요인은 현직교사가 예비교사보다 높다(Kim & Ryu, 2018).

∙ 대개 상급 학교로 진학하면서 학생의 수학에 대한 흥미가 낮아지며, 특히 여학생이
수학교수활동에서 교사 활동요인을 중시하고 수학에 대한 흥미가 낮다(Kim, 2012).

∙ 흥미 요인은 학생이 문제에 접근하는 활동에 반영되며, 끈기 있게 도전하고 자신의 전략을
반성하는데 영향을 준다(Kim, 2014; Kim & Lee, 2014).

∙ 초등 및 중등교사들은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일반적으로 높지만 (예비) 유아 교사들의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낮은 편이다(Ahn & Lee, 2001; Lee, 2016; Jang & Jeon, 2001;
Jeong, 2001).

[Table 8] Educational influence of mathematical beliefs

3. 수학적 신념이 미치는 교육적 영향력

수학적 신념이 수학교육에 미치는 교육적 영향력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위해 개별 연구가 다루는 내용과 그

결과를 표로 정리하였으며, 결과 간의 관계 해석, 해석

결과의 종합, 그리고 종합적인 표현 과정을 거쳤다

(Noblit & Hare, 1988). 이 과정을 통해 수학적 신념이

수학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세 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수학적 신념이 수학교육에 미치는 교육적 영향

력은 수학 학습과의 연관성, 수업과의 순환적 관계, 흥미

의 중요성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그 결

과는 [Table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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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학적 신념은 수학 학습에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

다.

수학적 신념은 학생들의 수학적 문제해결에 영향을

주며, 특히 과제해결에 실패하는 경우에 수학적 신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Kim, 2014; Kim & Kim, 2011). 학

생들이 가진 수학적 신념이 문제해결과정에 중요한 영향

을 준다는 것은 Kim(2014)의 연구에 잘 나타나 있었다.

이 연구에는 서로 다른 수학적 신념을 가진 세 명의 고

등학생이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잘 묘사되어 있다. 수학에 대한 부정적 신념을 가진 학

생은 수학과 관련 없는 수학 불안 행동을 보이고 쉽게

문제해결을 포기했으나, 긍정적인 수학적 신념을 가진

학생은 지속적으로 전략을 탐색하고 30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문제해결에 도전하여 결국 성공적인 문제해결을 하

였다(Kim, 2014). 문제해결은 수학교육의 수단인 동시에

목표이다(Lester, 2013). 따라서 학생들의 수학적 문제해

결력 향상에 영향을 주는 수학적 신념의 교육적 영향력

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학적 신념과 학업 성취도의 관계는 연구마다 다르

게 나타났다. Kim(2012), Park(2013), Park 외(2007)은

수학적 신념, 특히 수학에 대한 신념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Kim,

Kim(2011), Kim, Kim(2013)은 수학을 이해한다는 학생

의 신념과 학업 성취도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음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차이는 수학적 신념과 학업 성취도는 자

아에 대한 신념에 중재되며(Kim & Kim, 2014; Kim &

Kim, 2011; Park, 2013), 학업 성취도에 제시된 평가 문

항의 유형에 의해 중재되기 때문이다(Park, 2013). 수학

적 신념 중에서 특히 감정 요인은 문제해결의 도전성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것은 많은 학생이 수학에 대한 부정

적인 감정을 보이며 낯선 문제에 대한 끈기 부족과 어려

움을 느끼는 현상을 설명해주었다(Kim, 2012; Kim &

Lee, 2014; Ahn, 2013). 교사의 설명 중심의 강의식 수업

과 경쟁을 강조하는 선다형 및 객관식 중심의 평가는 학

생들이 정답을 중시하는 수학적 신념을 형성하도록 하였

고, 학생들의 수학 학습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Kim, 2012; Kim, 2016; Kim & Lee, 2014; Lee et al.,

2016).

2) 수학적 신념 중 흥미 요인이 다른 요인에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다.

국내 수학적 신념 연구에 의하면 수학적 신념 중 흥

미 요인은 학생의 수업 참여와 문제해결역량에도 영향을

주며 수학교사의 수업 방식과 교실 행동을 결정한다. 자

아개념에 대한 신념 중 흥미 요인은 수학 문제해결에 참

여하는 학생의 끈기, 학습전략, 탐구 활동에의 참여 요인

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Kim & Ryu, 2018; Park &

Hwang, 2006; Park et al., 2007; Jang & Jeon, 2001), 흥

미는 교사의 수학 교수에 대한 신념과도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있다(Kim & Ryu, 2018; Jeong, 2001; Ha &

Huh, 2006). 그러나 학교급이 높아짐에 따라 학생들의

수학적 신념 중 흥미 요인이 낮아지고 특히 남녀 학생의

신념 차이는 더 벌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Kim,

2012). Kim(2012), Park, Hwang(2006)은 성별에 따라 수

학적 신념 중 특히 흥미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을 발견했다. 또한 Kim(2012)는 ‘수학이

재미있다/싫다, 수학은 지루하다’와 같은 흥미 요인에 속

하는 문항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평균이 높음을 보고

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중학교에서는 흥미 요인

에 대한 남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여

학생의 흥미 요인이 낮았다. 수학적 신념인 흥미 요인이

학생이 문제에 접근하는 활동에 반영되며 끈기와 도전,

그리고 전략에 반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

미를 높일 수 있는 수업 및 평가의 실천과 특히 여학생

들의 수학적 역량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개선 및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교사의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을 보고한 국내 연구들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근무

하는 교사의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은 높지만, 어린

이집과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은 낮다고 보고하였다(Ahn & Lee, 2001; Lee,

2016; Jang & Jeon, 2001; Chung, 2001).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은 영유아 교사들이 수학과 수학교육에 대한 교

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교

육 경험을 쌓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일 수 있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다(Yoo &

Kim, 2017; Lee, 2003; Chung,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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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학적 신념과 수학 수업은 순환적인 영향력을 갖

는다.

수학 수업에 대한 누적된 경험이 교사와 학생의 수학

적 신념을 결정하고, 이렇게 형성된 수학적 신념은 다시

수학 수업의 방향에 영향을 주었다. 즉, 수학적 신념과

수학 수업은 서로 순환적인 영향력을 가진다. 국내 신념

연구에 의하면 교사의 수학적 신념은 수업 방식을 결정

했으며, 이는 다시 학생의 수학적 신념에 영향을 주었다

(Park, 2013; Joe & Song, 2013; Lee et al., 2016; Lee,

2013). 교사 중심의 수업 방식은 학생들이 자아개념에 대

한 신념 요인인 흥미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Nam &

Song, 2008; Park, 2013; Hwang, 2018). 또한, 수학 수업

에서의 과거 학습 경험은 학생과 교사의 수학적 신념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Kim & Ryu, 2018; Han, 2015)

교사의 직무 동기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수학적 신념이

교사와 학생에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결과적

으로 수학 수업의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Joe, 2002; Han, 2015). 교사의 수학적 신념이 수업

과 학생의 신념에 중요한 교육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

므로 교사들의 수학적 신념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성

공적인 수학 개혁을 위해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 연구는

수학교사의 신념과 교수 실제가 일치하지 않음을 보고하

였다. 국내의 수학적 신념 연구는 이러한 불일치가 일어

나는 원인을 학교환경 측면과 수업 경험 측면에서 바라

보고 있었다. 먼저 학교환경 측면에서 교사들은 과도한

학교 업무, 수업을 연구하고 준비할 시간의 부족으로 인

해 학생 참여 중심의 신념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 수업

에서 그러한 신념에 부합하는 수업을 실천하기 어려웠다

(Kim & Choi-Koh, 2015; Lee, 2003; Rim et al., 2010;

Jang, 2004; Jang & Jeon, 2001). 그리고 교사의 수업 경

험 측면에서 교사들은 학생 참여 중심의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학생 참여 수업의 경험 부족으로 인

하여 실제로 그러한 신념에 부합하는 수업 방법을 구체

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다(Lee, 2003; Jang, 2004; Joe,

2002; Ju et al., 2016).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지난 20년간 보고된 수학적 신념에 대한

가치 있는 국내 연구 결과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논

리적으로 종합하였다.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해 수학적

신념에 대한 개별 맥락을 보다 큰 맥락에서 바라봄으로

써 다양한 연구자들의 수학적 신념에 대한 개념적 관점

과 대상별로 드러난 특징, 그리고 수학적 신념의 교육적

영향력을 비교하고 종합할 수 있었다. 교사와 학생 개인

의 미시적 맥락에서 나타난 수학적 신념 결과에서 공통

요소를 추출하여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체계적 문헌 고찰의 의의라 할 수 있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수학적 신념에 대한 포괄적인 이

해와 함께 학생 중심의 구성주의적 수업 실천을 돕는 학

교 현장 지원책 마련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를 연구 질문에 따라 요약하고 수학적 신념

과 관련된 후속 연구에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 질문은 수학적 신념의 개념적 특징에

대한 것이다. 먼저, 수학적 신념은 정의적 영역에 속하였

다. 일부 연구에서 수학적 신념이 소유한 지식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인지적 특성이 있음을 보고했지만, 이

연구들도 수학적 신념이 가진 정의적 특성을 인정하였

다. 국외의 신념에 관한 연구들에서 수학적 신념이 인지

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 중 어디에 속하는가는 아직 합의

되지 않았다. 신념을 인지적 영역에 속하는 지식의 한

부분으로 보기도 하지만(Pajares, 1992; Ponte, 1994), 신

념이 특정 상황에 의존하는 반응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정의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도 한다(Ernest, 1991,

McLeod, 1992). Philipp(2007)은 신념과 지식은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하나의 정신 구조에 위치한다고 보았다.

그는 신념이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식

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였으며, 지식이 확실성을 갖는 신

념 또는 정당화된 신념이라고 하면서 어떤 개인에게 지

식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신념일 수 있다고 하였다.

국내 신념 연구들도 국외의 신념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신념이 정신 구조의 어느 영역에 속하는가에 대하여 학

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는 수학적 신념이

정서적이고 정의적인 특성을 가진 것이라 보는 경향이

강하다. 국내 연구를 통해 확인된 수학적 신념의 또 다

른 특징은 특정한 상황과 대상에 의존하며 개인의 행동

에 주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많은 연구에서 특정한

경험으로 인해 형성되는 것, 과제에 대한 접근 경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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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에 대한 경향성, 특정 대상에 대한 믿음 등으로 수

학적 신념을 정의하여 특정 상황과 대상에 대한 의존성

과 행동 결정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수학적 신념은 수학

내용, 수학 학습, 수학 교수, 자아개념, 교사의 역할, 직

무 동기의 6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중 수학

내용, 수학 학습, 수학 교수가 중심 요소이며 대상에 따

라 자아개념에 대한 신념, 교사의 역할과 직무 동기에

대한 신념이 포함되었다.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수학적

신념에 관한 이론적 연구보다는 교사나 학생이 표현한

수학적 신념과 다른 요소(예: 지식, 수업 태도 등)의 관

계를 조사하였다. 수학교육연구가 실제 수업 현장에 초

점을 두었을 때 의미가 있지만, 이와 함께 수학적 신념

의 이론적 탐구도 활발히 진행됨으로써 수학교육과 관련

된 교사와 학생의 정신 과정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견고

히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연구 질문은 학생과 교사의 수학적 신념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국내 수학적 신

념 연구들은 (예비) 교사는 일반적으로 암기보다는 이해

를 강조하며, 학생의 참여를 중시하고, 교사 중심의 강의

식 수업에 부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음을 결과로 제시

했다. 또한, 교사의 학생 참여 중심의 구성주의적 신념이

확고히 정립되지 못하여 수업 실제와의 불일치를 보였다

고 보고했다. 수학적 신념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

학생으로서의 수학 학습 경험으로 만들어진 교사의 오랜

수학적 신념은 교사교육 프로그램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

으로 생긴 새로운 신념과 부딪히면서 복합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국내의 수학적 신념

연구는 비교적 단기간의 전문성 프로그램이나 연수를 통

해 교사의 신념 변화를 모색했다. 그러나 mathNIC의 보

고서 ‘Professional development’에서 교사 신념의 변화는

외부로부터의 설득이 아닌 교사 자신의 경험을 반성하도

록 함으로써 변화된다고 강조한 것처럼 구성주의적 신념

으로의 실제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교사가 직접 새로운

교수법을 계획 및 시도해보고 그 결과를 동료 교사들과

협력적으로 성찰해볼 기회를 장기적으로 제공할 방법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고

안된 전문성 프로그램이 교사의 신념과 수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장시간에 걸쳐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국내 학생들은 경쟁보다 협력, 정답보다 개념의 이해

를 중시하는 수학 수업을 통해 문제해결에 대한 신념과

자아에 대한 신념이 영향을 받았다. 또한, 교사의 수업

활동으로 형성된 수학적 신념은 수학 교실 규범과 평가

에 대한 경험으로 학생의 수학적 신념이 견고해졌다. 학

생들의 수학에 대한 자신감, 노력과 같은 자아에 대한

신념은 수학적 문제해결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학적 신념보다 변하기 힘들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학생들이 부정적인 수학

적 신념을 형성하고 수학에 대한 배움을 포기하는 것과

지나친 경쟁과 하나의 정답을 강조하는 수업 및 평가 문

화, 그리고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수학 사교육에 의존하

는 악순환을 설명해준다. 따라서 의미 있는 수학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다양한 성공 경험을 통

해 긍정적인 수학적 신념, 특히 자아에 대한 신념이 높

아질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평가를 통

해 수학적 신념을 견고히 한다는 것은 하나의 정답만을

요구하는 평가를 지양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를 존중

하고 본인의 사고를 정당화해볼 수 있는 평가 방법과 그

효과성에 관해 활발하게 연구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세 번째 연구 질문은 수학적 신념이 국내 수학교육에

미치는 교육적 영향력에 대한 것이었다. 연구 결과, 수학

적 신념의 교육적 영향력은 수학 학습과의 연관성, 흥미

의 중요성, 그리고 수업 수업의 방향성 결정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먼저, 국내 수학적 신

념 연구 결과는 학생의 문제해결 동안 보이는 태도는 수

학적 신념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자아

에 대한 신념이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 결

과와도 관련된다. 특히 감정 요인은 문제해결의 도전성

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국내 학생들이 낯선 문제에 어

려움을 느끼고 쉽게 포기하는 현상을 설명해주었다(Kim,

2012; Kim & Lee, 2014; Ahn, 2013). 수학적 신념이 수

학교육에 미치는 두 번째 교육적 영향력은 수학적 신념

중 흥미 요인이 가지는 중요성이다. 국내의 수학적 신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흥미 요인은 수학 문제 해결, 수학

학습, 그리고 수학 교수에 대한 신념과 유의미한 상관관

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수학적 신념에 관

한 국내 연구들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생의 흥미가

낮아지며, 특히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차이가 나게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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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낮아졌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것은 수학적 신념이

가진 부정적인 교육적 영향력을 보여준다. 학생뿐 아니

라 교사의 수학적 신념과 관련해서도 흥미는 중요한 영

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초 중등학교 교사보다 영유

아 교사가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낮다는 연구 결

과는 학생들이 교육기관에서 처음으로 수학을 접하는 시

기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세 번째 수학적

신념의 교육적 영향력은 교사들의 수업과의 연관성을 통

해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수학적 신념 연구의 결과는

교사들이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수학 수업을 하는 이유

는 교사의 과도한 업무와 수업 연구 시간의 부족 등에

따른 것일 수 있음을 제시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교사들이 자신이 말한 수학적 신념을 실천할 구

체적인 방법을 알지 못했다는 수학적 신념 연구 결과에

서 찾을 수 있었다(Lee, 2003; Jang, 2004; Joe, 2002; Joe

et al., 2016). 또한, 예비교사들은 교육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수학적 신념이 변하는데 현장에서 느낀 이론 적용

의 한계와 부정적 경험은 수학 교수 학습에 대한 부정적

신념을 강화했다.

수학교사의 수학적 신념은 수학 수업의 방식과 학생

참여, 수학교실규범 등을 결정하며, 이는 학생들의 수학

에 대한 경험에 영향을 준다. 또한, 학생들의 수학 학습

경험은 이들의 수학적 신념을 정립시킨다. 이렇게 한번

확립된 수학적 신념은 변하기 어려우며, 이후의 학습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순환적 관계를 보여주었다. 교사들

의 수학적 신념도 학생으로서의 수학 학습 경험에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교사교육 프로그램에서 새롭게 받아들

이는 지식과 부딪히면서 교사의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학생들의 생산적인 수학적 신념

형성을 위한 수학 수업과 형성적인 평가 방안에 관한 지

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교사가 수업과 평가 방

식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교사들이 학생 중심의 구성주의

적 신념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과 연계된 다양한

교사의 수업 전문성 지원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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