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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용 수학불안 요인 측정 도구 개발 및 타당도 검증
1)

강 양 구 (경희고등학교, 교사)

한 선 영 (성균관대학교, 교수)✝

한국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적합한 수학불안 요인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요인 탐색, 문항 개발, 타당도 및 신뢰

도 검증의 단계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헌분석을 통해 기 개발되어 사용되어온 문항을 수정 보완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개방형 조사를 통해 사교육 및 수학 교수 방법에 대한 시대적 배경을 반영한 신규 문항을 추

가하였다. 개발된 측정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연구 결과,

수학교과의 특성에 기인하는 불안 요인이 구체화되었고, 모둠학습이나 발표수업 등과 같은 교수학습 방법 등이 반영

되었다.

Ⅰ. 서론

우리나라 학생들의 전반적인 수학 학업 성취도는 매우 높은 편이나,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한

문제점들 중 하나는 수학 학업성취도가 양극화되어 왔다는 점이다. 즉, 수학성적이 국제적으로 최상위의 수준을

보이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반면,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은 주로 수학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태도를 나타낸다(고영준, 2018; 김현주, 고상숙, 2019). 수학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학생들로 하여금 수학 학습을 기피하게 만들며, 이는 수학 능력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수학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이환철 외, 2017). 더욱이 김현주, 고상숙(2019)은 수학을 포기

하는 학생 수의 증가가 수학불안으로부터 기인함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교사들은 수학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 태

도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왜 그러한 정서와 태도를 갖게 되었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안하여 수학

을 포기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 수학불안은 대표적인 수학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수

학불안은 학생의 나이와 관계없이 나타나며(Jameson, 2013), 수학 학습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Baloğlu,

2003). 또한, 수학불안을 방치하면 학생들은 수학에 대한 비관적 태도를 당연하게 여기고 수학을 회피하는 악순

환이 진행된다(Lazarus, 1981).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수학적 역량과 융합능력이 중요해지고, 수학과 관련된 직업이 확대되는

시대가 되었다. 어느 때보다도 수학적 역량이 중요시되고 있는 현재, 진로 결정의 중요한 시기에 학생들이 수학

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태도 때문에 진로 선택에 어려움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수학불안의 원

인을 이해하여, 궁극적으로는 수학불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그 첫 번째 단계로써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수학불안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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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수학불안 측정도구에 대한 초기 연구는 주로 수학불안을 심리적 반응으로 측정했으며, 이후 수학불안은 수학

학습과 수학 평가 상황의 두 가지 차원에서 발생하는 불안으로 다루어졌다. 최근에는 수학에 대한 인식 등을 반

영하여 다양한 수학불안 요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수학불안 요인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변화

양상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백라경, 2009; 이건, 2016; 이도경, 2019; 이미림, 2007; 장윤정, 2004; 홍효정,

2006). 그러나 이처럼 수학불안 요인이 다양해지자, 오히려 너무 복잡하여 수학불안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따라서 현재는 수학불안에 대한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비교하거나 활용하기에도 어려운 상황

이다. 이처럼 수학불안이나 수학불안 요인 측정에 대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 개발된 측정 도구의 신뢰도나

타당도를 검증한 연구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수학불안 요인 측정도구의 개발과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수학불안 요인 측정도구는 최근 수학불안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과잉 사교

육, 선행학습, 부모의 관심 등 우리나라 수학교육의 문제적 상황과 교과과정 변화에 따른 수학교육 현장의 변화

를 담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수학불안이 수학 과목의 본질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과잉 사교육, 부모의 교육 태도 등에서도 기인하는 것을 알 수 있다(김리나, 2021).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수

학불안 요인을 측정하는 도구들은 이러한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배경을

반영한 측정도구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국외에서는 이처럼 교육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측정도구를

수정하고 타당도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Carey et al., 2017; Cipora et al., 2015; Primi et al., 2014).

최근 국내에서도 수학불안 측정도구 ‘Mathematics Anxiety Scale for Students(MASS)'를 축소하거나 타당화하

는 수학불안을 측정하는 도구에 대한 타당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옥보명 외, 2021), 기존 문항을 축소할

뿐 중학교 자유학기제, 수학교과 내용의 축소, 평가방식의 변화와 같은 국내 교육과정의 변화를 실제로 겪으면서

자라온 학생들의 수학불안을 반영하는 신규 요인 및 문항개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과거의 수학불안 요인 측정도구의 한계점을 보완한 한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학불안 요인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 고등학생들의 수학불안 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발된

수학불안 요인 측정도구는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수학불안을 느끼는지 원인을 파악하는데 활용되어,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부적응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Ⅱ. 연구의 배경

1. 수학불안의 개념

수학불안은 긴장감, 불안, 또는 수학 성과를 방해하는 두려움으로 정의하기도 하고(Ashcraft, 2002), 수학적 추

론과정을 포함하여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와 불안한 감정 뿐 아니라 회피하는 현상까지를 포함한 부

정적인 감정 반응으로 정의하기도 한다(Ashcraft & Ridley, 2005). 즉 수학불안은 수학적 문제 해결의 전반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의 표출로 보고 있다(Young et al., 2012).

국내에서 수학불안에 대해 연구한 학자들이 제시한 수학불안에 대한 정의를 보면, 최진승(1988)은 수학불안을

‘수학을 접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며, 학교나 가정에서 수학 문제를 접할 때 느끼게 되는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

이라고 정의했다. 허혜자(1996)는 수학불안의 개념을 광의의 개념으로 보아, 시험 상황에서만 한정적으로 일어나

는 것이 아니라 숙제, 수업, 시험을 포함하는 ‘모든 상황에서 수학을 접할 때 발생되는 일반적인 두려움’을 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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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했다. 본 연구에서도 수학불안을 수학 공부나 시험 과정의 특수한 상황 뿐 아니라, 수학에 대한 생각을 할

때까지 포함하여 모든 상황에서의 불안과 두려움을 포함하고자 한다.

2. 수학불안 요인

수학불안 요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결과가 있다. 수학불안이 발생하는 상황을 중심으로 수학불안의 가장

큰 요인을 시험불안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시험불안과 수학불안은 불안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불안으

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최병훈, 2014). 수학불안은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불안에 대한 극단

적인 감정적 표출로 울거나, 무력감이나 정신적 혼란 상태의 비교적 가벼운 심리적 동요 상태로 나타나기도 한

다(Ashcraft, 2002). 이처럼 수학불안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 국내 선행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수

학불안 요인을 살펴보면, 수학 시험(최병훈, 2014; 허혜자, 1996), 학습 동기(이영순, 2005; 홍애순, 2012), 수학 교

사의 교수법(김리나, 2018; 최계현, 한혜숙, 2013), 수학 교과의 이해 정도(김연식, 허혜자, 1995), 수학에 대한 학

부모의 관심 및 태도, 반응(김리나, 2015; 이영순, 2005), 수학 과외 및 학원 등 학교 외 수학 학습량(이세나,

2010), 수학 선행 학습이나 사교육(김리나, 2018) 등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다양하게 제시되었던

수학불안 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개인 특성

개인의 선천적 특성 중 수학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된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성별, 성향 등이 있다.

성별과 수학불안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성별에 따라 수학불안이나 수

학성취도에 차이가 있다는(김현미, 강완, 2006; 황선욱, 유경훈, 2018; Beilock et al., 2010; Buckley et al., 2016;

Ko & Yi, 2012) 연구와 성별이 수학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수학불안과 관계가 없다고(Ben-Zeev et al.,

2005; Harari et al., 2013; Tapia & Marshk, 2004) 보는 연구도 있다. 특히 Ben-Zeev et al.(2005)은 성별에 따른

수학불안 차이는 개인적 차이가 아니라, 성별에 따른 능력과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의 사회적 영향력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여전히 성별에 따른 특정 교과 선호도와 성취도의 차이가 있다는 결과가 더 많다.

개인적 성향이 수학불안의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면, 수학불안은 완벽주의적 성향을 지닌 학생들에게 많

이 찾아볼 수 있는데, 수학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이나 편집증도 수학불안의 요인이 된다고 본

다(김혜경, 2000; Walsh et al., 2002). 김혜경(2000)은 성별특성, 편집증, 강박증과 같은 성격 특성이 수학불안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검증했다(김혜경, 2000). 이 외에도 개인의 심리적 특성인 낮은 자신감 및 자

존감, 수학 자기효능감도 수학불안과 관련이 높다는 것이 검증되었다(Uusimaki & Nason, 2004).

연령이나 학년도 수학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불안이 높아지는데,

이는 오랜 시간에 걸친 수학에 대한 부정적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수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기며, 이런 인식

들로 인해 수학불안이 형성되기 때문이다(Geist, 2010). 여기서 부정적 경험이란 수학시험 결과가 좋지 못하거나,

수학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등 수학 학습에서의 누적된 실패 경험이라고 볼 수 있다(Ashcraft &

Krause, 2007). 특히 학년이 올라가면서 수학교과의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부정적 경험이 강화된다. 따라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불안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나. 교사와 부모의 태도

수학불안은 주로 학교 교육을 접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하는데, 이는 수학불안이 수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지닌 학부모나 교사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Yüksel-Şahin, 2008). 수학 교사는 수학 학습 상황에서 수

학불안을 발생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교사가 갖고 있는 수학에 대한 감정과 태도도 학생들의 수학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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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방식에 많은 영향을 준다(Beilock et al., 2010). 특히 교사가 수학불안을 갖고 있는 경우 수학불안이 특정 현

상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수학불안에 원인이 되기도 한다(박경은, 2020; Allen, 2001; Markovits,

2011). 부모의 기대나 반응도 수학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갖게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수학 시험과 수학 성적을

대하는 부모의 반응은 학생들의 수학불안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다. 이처럼 부모의 태도, 반응, 기대는 수학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수학불안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Kim & Shin, 2015). 특히

부모 중 어머니는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자신감 형성과 대학 과정에서의 수학과목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Bleeker & Jacobs, 2004; Tomasetto et al, 2011). 이는 학습과정에서 어머니와 자녀 사이

의 동기 부여와 기대에 대한 반복적인 상호 작용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다. 학습 상황

수학 수업이 이루어지는 학교와 교실은 학생들에게 수학불안을 느끼게 하는 주된 장소가 된다. 따라서 학습

상황과 관련된 수학 학습 과정, 교사의 수업방식 등도 수학불안을 야기한다.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은 많은

성취기준을 삭제 및 이동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수정되었다(김동원 외, 2021). 학습 내

용이 경감되었음에도, 수학 역량의 강조, 수학 과정 중심 평가, 그리고 학습자 중심의 학습 방법 등을 강조하다

보니, 이러한 학습상황으로부터 기인하는 새로운 수학 부담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나

타내었다(김동원 외, 2021). 더불어, 교사의 수업 방법도 학생들의 수학불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Jackson

& Leffingwill, 1999). 교사의 특성과 수학불안 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특히 수학

불안과 관련된 교사의 영향력 중에서도 교수방법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남영만, 서영철(1988)의 연구에 따

르면 교사의 교수 방법, 발문, 권위의 사용은 수학불안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최계

현, 한혜숙(2013)의 연구에서도 수학교사의 교수법이 학생들의 수학불안 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지

적하였다.

라. 시험 스트레스

대표적인 수학불안의 요인은 수학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수학불안과 수학 시험 사이의 유의미한 상관관계

는 지속적인 연구결과로 나타나고 있다(최병훈, 2014; 허혜자, 1996).

학교에서의 수학 학습과정에서 실패를 경험하거나 수학 학업 성취도가 낮은 경우,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

수학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Hopko et al., 2003). 또한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 실수하거나 실패할 수

있다는 걱정과 긴장은 학생들의 수학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Reglin, 1990). 수학에 대한 걱정이 심각해도 학생

들이 학교에서 수학 수업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심리적 불안과 고통은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다(Kazelskis,

1998).

마. 수학교과 특성

수학불안 요인으로 수학교과 특성으로 제시되었던 것은 수학교과의 누적성, 추상성, 언어와 구조 등이 있다.

수학은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해야 하며, 기초가 부족하면 다음 과정을 공부하기 어렵다는 관념은 수학불안의

원인이 된다. 실제로 수학 기초 능력의 부족이 수학불안의 요인으로 나타난다(Alexander & Cobb, 1984).

수학 교과의 추상성은 수학의 이해를 어렵게 한다. 수학의 추상성은 학생들이 수학의 근본 개념에 대한 이해

를 어렵게 하여 수학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허혜자, 1996). 수학을 왜 공부해야 하는지, 수학이 일상생

활에 유용하지 않다는 생각은 수학의 추상성에서 비롯된다. 수학의 추상적 개념 때문에 수학은 개인의 삶과 관

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불필요한 공부라고 생각하여 수학 학습의 동기를 낮출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학적 용어는 여러 차원에서 수학불안에 영향을 미친다. 수학 용어가 현실에서 사용되는 용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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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수학적 개념이 왜곡되기도 하고, 수학에서만 사용되는 기호나 공식을 이해하고 암기해야 한다는 점, 수학 용

어와 기호, 공식이 익숙하지 않다는 점도 수학불안의 원인이 된다. Ko & Yi(2011)는 수학 내적 요인이라는 개념

으로 수학 표상, 수학적 의사소통, 추상성 등의 개념이 포함된다고 했다.

3. 수학불안 측정 도구

Mathematics Anxiety Rating Scale(MARS)는 Richardson & Suinn(1972)에 의해 개발되었는데, 수학불안을

수학 수업시간, 학습 과정, 수학 문제, 시험 등과 관련지어 수학 학습과 관련된 두려움, 불안감, 신경증으로 일상

생활, 수학 문제해결과 학습 장면에서 수의 조작을 방해하는 불안한 감정과 긴장감의 표출이라고 정의하였다. 수

학불안은 수학 학습시간을 결정하고, 수학 학습방법 및 수학 개념을 배우고 적용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

다(윤은정, 2014; Ashcraft, 2002).

초기의 수학불안 측정 도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일상생활에서 수를 활용하는 상황에서 지각하게 되는

정서적 반응을 측정하도록 개발되었다. Likert 5점 척도 형식으로 점수가 높으면 수학불안 정도가 높다는 의미이

다(김명숙 외, 2011). 비슷한 시기에 Fennema, Sherman(1976)은 수학 태도에 대한 척도 중 하나의 하위요인으로

Mathematics Anxiety Scale(MAS)를 개발하였다. MAS는 MARS와 달리 수학에 대한 태도를 더 중시하여 개발

되었으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되었고, 문항은 12개로 구성되어 있다.

1980년 이후부터 수학불안은 다차원적으로 접근하게 되었다. Rounds & Hendel(1980)과 Suinn &

Edwards(1982)는 Richardson & Suinn(1972)의 MARS를 요인분석하여, 수학불안은 시험불안과 수 불안 두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후 수학불안은 단일 요인이 아니라 주로 수학시험불안과 수 불안의 2개 요

인으로 설명되었다. 이후, Plake & Parker(1982)는 Richardson & Suinn(1972)의 MARS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

했는데, 수학불안이 직접적인 시험 상황에서 발생하는 수학 평가 불안과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학 학습 불

안으로 두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히고, 기존의 문항을 24개 문항으로 축소한 Mathematics

Anxiety Rating Scale-Revised(MARS-R)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수학불안 측정도구는 수학불안이 발생할 수 있

는 상황에서의 신체적, 정서적 반응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Ferguson(1986)은 학습과 평가 상황 외

에도 수학 특성을 고려한 수학불안 측정 도구를 개발했는데, 이 도구는 수학시험불안, 수 불안, 추상개념에 대한

불안의 3개 요인의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학불안에 수학 교과에 대한 정서적 반응과 수학 능력에 대

한 걱정을 반영한 것이었다(Ho et al., 2000; Meece et al., 1990).

우리나라에서 수학불안 측정과 관련된 연구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이어져 왔다. 최진승(1988)는 불안, 시험불

안, 학업 불안, 수학불안과 수학 성적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수학불안을 측정했는데, 이 연

구에서 사용한 수학불안 측정 도구는 Richardson & Suin(1972)이 개발한 수학불안 측정도구를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이 도구는 총 20개의 문항으로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수학불안 측정 도구를 수학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다차원적

으로 접근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김연식, 허혜자(1995)는 수학불안 요인을 수학성취요인, 수학 교과 요인, 수학

에 대한 태도, 인지 요인 및 부정적 생각, 교사 요인의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총 106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수학

불안 요인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다(김연식, 허혜자, 1995). 이후 수학불안의 요인은 부모의 태도, 교사의 태도, 수

업 방식, 수학에 대한 태도, 학습 정도, 시험, 성적, 교과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수학불안 측정도구가 개

발되었으며, 번역되거나 기 개발된 수학불안 측정 도구를 재구성하여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학습자에 따라 적합한 수학불안 측정 도구 개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김리나, 2018; 김명숙 외, 2011; 김연식,

허혜자, 1995; 송하봉, 2001; 이연숙, 2000; 장세림, 조수현, 2013; 최진승, 1988).

최근에는 한국 수학교육 현장을 반영하여 다양한 수학불안 요인이 추가되고 있다. 장세림, 조수현(2013)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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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정
도 구
개발

문헌분석
선행연구에 포함된 122개 문항 추출

수학불안의 개념, 하위 요인 추출

⇩

개방형 설문조사 개방형 설문조사 문항: 수학불안을 느낀 것
은 언제부터입니까? 주로 어떤 상황에서 수
학불안을 느끼나요? 수학에 대한 불안을 느
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상 : 고등학교 2학년 10명
수학불안 하위 요인 및 신규 문항
개발

⇩

전문가 내용타당도 조사(1차, 2차)
전문가 10인을 대상으로 서면 조사를 실시
=> 75개 문항으로 축소수학불안 개념, 하위 요인 확인

수학불안 측정 문항의 타당도 점검

⇩

예비조사 수학불안 요인으로 총 22개가 제시되었는데,
이 중 설명 내용이 유사한 요인끼리 묶어
총 5개로 구분
=> 신규 문항의 추가로 요인 한 개 추가
(총 6개 요인, 49개 문항으로 축소)

대상 : 고등학교 2학년 10명
문장 명료성, 소요시간 점검

측 정
도 구
타 당
화

본조사
본조사를 통해 34개 문항으로 최종 정리대상 :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1-2학년

온라인 설문

⇩

측정도구 타당화 과정
구성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
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문석 실시
=> 측정도구 문항 선별과 하위요인 확정

문항특성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그림Ⅱ-1] 연구 절차

학생용 수학불안 측정 도구 개발 연구에서, 시험 및 학습 불안 요인뿐 아니라 경제활동 및 진로선택 등의 현실

적인 요소까지 고려한 요인을 구성하였다. 김리나, 신항균(2015)은 초등학생을 위한 수학불안 측정 도구를 개발

연구에서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과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으로 구분하여 활용할 수 있는 2종의 수학불안 측정

도구를 개발했다.

이처럼 최근의 수학불안 측정 도구 개발 연구는 외국에서 개발되어 사용되는 도구에 대한 번역 뿐 아니라 한

국 상황에서 발생하는 수학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고는 있다. 그러나 이렇게 개발된 도

구의 타당도나 신뢰도가 검증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 개발된 수학불안 요인에 대한 문

항 뿐 아니라 한국의 수학교육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수학불안 측정 문항이 포함된 도구를 개발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4. 연구절차

본 연구는 수학불안 측정도구 개발과 측정도구 타당화를 위해 다음 [그림Ⅱ-1]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 측

정도구개발은 선행연구 분석과 개방형 설문조사를 통해 수학불안의 하위요인을 설정한 이후, 기존 측정도구의

문항을 수정하고 신규 문항 개발을 통해 진행되었고, 전문가 타당도 분석을 통해 하위요인 및 문항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측정도구 타당화는 개발된 예비 측정도구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항특성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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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문항 선별 및 하위요인 확정,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조화된 측정모형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

당도를 검증하였다.

예비 문항을 구성하기 위한 단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수학불안 측정도구 관련 선행연구들을 모두 검색하고

원문을 확보하여 거기에 포함된 문항들을 모두 추출하였다. 수학불안 측정 도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 자료를 수

집하여 기존 개발된 문항을 정리하여 중복된 문항 제거 및 자구 수정을 하였다. 이후 선행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문항이나, 변화된 수학교육 현장을 반영하기 위하여 요즘 학생들이 느끼는 수학불안과 그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자 예비조사 대상자인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개방형 설문조사지에

는 학교명, 학년, 성별과 수학불안의 요인을 묻는 문항(수학불안을 느낀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주로 어떤 상황에

서 수학불안을 느끼나요? 수학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답변을 비슷한 내용들로 분류한 후, 선행연구에서 추출된 문항들과 비교하여 포함되지 않은 내용의 문항을 추가

하였다.

5.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 고등학생들이 어떤 이유로 수학불안을 느끼는지 분석할 수 있는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다. 수학불안 측정도구의 개발과 타당도 검증을 위해 전문가 집단과 학생 집단의 두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설정

하였다. 수학불안 측정 도구의 내용 타당도 분석을 위한 전문가 집단은 수학교사, 수학 교육학 박사, 교육학 박

사 등으로 구성했다. 전문가 집단의 기준은 수학불안 개념에 관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 측정 도구 개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수학교육 전문가이며, 총 10명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모두 관련 분야

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한 자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 확인된 전문가들로 구성했으며, 수학불안 측정 도

구 예비문항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조사에 참여하였다.

학생 집단은 설문 문항의 개발을 위한 조사집단과 개발된 측정 도구의 신뢰도 타당도 검증을 위한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수학불안 설문 문항 개발을 위하여 개방형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개방형 설문조사는 수학불안

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와 불안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했다. 개방형 설문조사의 대상자들

은 본조사의 대상자와 동일한 연령대로 구성하고자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 2학년 10명을 대상으로 했다.

개발된 측정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을 위한 본 조사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일반 고등

학교 및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16개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1,848명이다. 본 조사는 개발된 수학

불안 측정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편의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자를 서울 및 경

기 지역의 고등학교로 한정하였다. 연구자가 사전에 개별적으로 섭외한 학교의 수학 담당 교사에게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상세히 설명하고, 자료 수집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을 고등학교 1, 2학년 학

생들로 한 이유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수학을 포기하거나 수학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학생들이 증가하기 때

문이다(김명숙 외, 2011; 옥보명, 고상숙, 2021).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3학년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선행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시험과 불안과의 관계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

년의 상황이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과는 달리 수학불안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리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 조사가 시행된 시기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학년별 온라인 실시간

수업시간을 통해 수학 담당 교사가 수업시간 중에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사 방법도 온라인 조사를

활용했다. 학생들은 수학 수업시간에 연구의 취지와 목적, 작성 요령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 난 후 배포

된 온라인 설문 조사지에 응답하게 하였다.

6. 자료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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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항 분석

문항 분석은 먼저 문항별 기초 특성을 탐색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고, 자료의 정규성을 검정하

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왜도는 절댓값이 3 미만일 때, 첨도는 절댓값이 7 미만일 때 자

료의 정규성이 확보된다고 보기 때문에(Curran et al., 1996), 왜도와 첨도를 기준으로 정규성에서 벗어난 문항은

삭제하였다. 다음으로 문항의 변별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개별 문항의 점수와 전체 문항의 총점 사이의 상관계수

를 분석했다. 개별 문항 점수와 전체 총점의 상관계수가 높으면 문항의 변별력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여(탁진국,

2000), 문항 및 총점과의 상관계수가 0.40 이상이면 변별력이 있는 것(성태제, 2005)으로 보았다.

나. 탐색적 요인 분석

수학불안 측정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

색적 요인분석을 했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요인 구조를 가정하지 않으며, 수집한 자료를 기준으로 어떠한 잠재요

인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찾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측정 개념을 구성하는 요인 수를 추출하거나 하위요인

의 적절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검증 방법이다(김계수, 2007).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자료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 중 유효한 응답인 1,654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먼저 요인분석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파악하기 위하여 Kaiser-Meyer-Olkin(KMO) 측정치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하였다. 통상적으로 KMO의 값은 0과 1 사이에 있으며, 1에 가까울수록 요인분석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의 경우 연구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유의수준 .05을 기준으

로 귀무가설을 기각할 경우 요인분석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Field, 2013).

본 연구에서는 주성분분석이 아닌 공통요인분석을 실시했다. 주성분분석은 오차항을 포함하지 않는데, 사회과

학 연구에서 오차가 없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성분분석보다는 공통요인분석이 적절하여(노경섭, 2019),

응용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최대우도법을 활용하였다. 요인 회전방식은 사교회전을 적용하였는데, 직교 회전의

경우 회전축이 직각인 상태에서 회전하는 방법으로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가정 하에 진행하고, 사교

회전의 경우 요인들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직각을 유지하지 않은 상태로 요인 축을 회전하는

방법이다(Field, 2013). 본 연구에서는 사교 회전인 프로맥스(promax)를 활용했다. 프로맥스는 사교 회전 기법 중

널리 쓰이고 있는 방법으로, 요인 간의 상관을 전제한 상태에서 간명한 요인모형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Hetzel, 1996). 본 연구에서는 요인계수 0.4를 기준으로 못 미치는 문항은 제거하며 반복 요인분석을 했다.

다. 확인적 요인 분석

수학불안 요인 측정 도구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 도출된 요인과 개별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

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했다. 모수 추정에는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정확한 모수를 추정하고자 했다(김계수,

2007). 확인적 요인분석은 모형의 적합도 평가로 시작되는데, 적합도 평가를 위해서는 χ² 검증을 포함하여 모형

적합도 관련한 지수들은 NFI(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r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을 사

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적합도 지수는 1.00에 가까울수록 좋게 판단하고, 0.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 0.90에 가까

우면 양호한 모형이라 판단한다(이학식, 2008). 수학불안 요인의 모형 적합도를 도출하고 구성타당도(개념타당도)

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검증했다. 수렴타당도는 집중타당도라고도 하며, 같은 개념을 측

정하는 경우 다른 측정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측정 값 사이에 상관관계가 높아야 함을 의미한다. 구조방정식 모

형에서 수렴타당도 검증은 일반적으로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 평균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ion, AVE) 값을 확인하는데, 개념 신뢰도(CR) 0.70 이상, 평균분산추출지수(AVE)는 0.50 이상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판별타당도는 수렴타당도와 반대로 상이한 개념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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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측정값 간에 차별성이 나타나야 함을 의미한다. 구조방정식에서 판별타당도는 잠재변

수 간 상관계수의 제곱값 중 가장 큰 값이 평균분산추출지수(AVE) 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Bae, 2011; Kim,

2007). 이러한 기준을 활용하여 요인 간 분산추출지수 값이 각 요인의 상관계수의 제곱인 결정계수보다 큰지 검

증해보았다.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1. 수학불안 요인 측정도구 개발

가. 예비문항 구성

문헌 분석 결과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개방형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인지요인(자아개념, 유용성), 수학

태도(부정적 경험, 학습동기), 성취 스트레스(수학시험, 평가), 수학 교과 특성(추상성, 누적성), 환경요인(사교육,

부모기대, 친구관계), 수학교사 및 교수법으로 6개의 수학불안 요인을 구성하고, 이러한 요인을 기준으로 선행 연

구에서 제시되었던 다양한 수학불안 세부 문항을 검토하여 재배치했다. 또한, 개방형 조사에서 제시되었던 기존

수학불안 측정 도구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한국 교육현장과 관련된 사교육, 교육열, 교수법 관련 문항은 새롭게

개발하여 1차 예비문항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인지 요인이 19개 문항, 수학태도 요인이 18개 문항, 성취 스트

레스와 관련된 문항이 24개 문항, 수학 교과 특성 문항이 24개, 환경 요인이 14개 문항, 수학교사와 교수법에 대

한 문항이 23개로 구성되어 있다. 예비문항은 동의 정도에 따라 5점 리커르트 척도로 응답할 수 있게 하였다.

나. 전문가 내용 타당도 검증 결과

1차 전문가 조사에서는 수학불안 하위요소의 구성과 각 하위요소에 대한 설명이 합당한지에 대한 내용과 수

학불안 하위요소에 속한 개별 문항이 하위요소를 설명하는데 적절한지에 대해 5점 리커르트 척도로 조사하였다.

이 외에도 전문가 의견란을 별도로 두어 수학불안 하위요소의 개념이나 개별 문항에 수정이나 추가할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전문가 의견란에 작성된 내용은 유사 문항 통합, 중복 문항 제거, 신규 문

항 개발 시 참고하였다.

내용 타당도 검증은 Lawshe(1975)가 제안한 내용 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 값을 기준으로

했다.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CVR 최소값은 전문가의 수에 따라 다른데, 본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 10명에 대

한 CVR 최소값은 0.62로 이 값에 미치지 못하는 문항은 삭제하였다. 응답 척도는 5점 리커르트 척도로 되어 있

어서, 5점과 4점을 적합한 문항으로 판단하였다. 1차 내용 타당도 분석 결과 CVR 기준인 0.62에 못 미치는 문항

은 총 122개 중 54개로 나타났다. 대부분 중복되는 문항이거나 하위요소의 개념을 설명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문항이었다. 1차 예비문항 122개 중 54개 문항을 삭제하여 69개 문항을 남기고, 전문가들이 제안한 신규

문항 및 기존 문항을 수정하여 2차 내용 타당도 조사를 위한 문항 75개를 구성했다.

2차 조사에서는 좀 더 엄격한 내용타당도 조사를 위해 Gilbert & Prion(2016)의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 타당도

도출방식에 따라 5점 리커르트가 아니라 각 문항의 내용을 읽고 응답은 수학불안의 하위요소로 ‘필수적임’, ‘필요

하나 필수는 아님’, ‘필요 없음’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고, ‘필수적임’을 적합 응답으로 보아 CVR 값을 구하였

다. 총 75개 문항으로 축소된 측정 도구에 대해 2차 전문가 조사를 하고, 산출된 CVR 값을 기준으로 문항을 삭

제하거나, 수정하는 절차를 반복했다. 그 결과 CVR 기준인 0.62에 못 미치는 문항은 총 25개로 나타났다. 마찬

가지로 대부분 중복되는 문항이거나 하위요소의 개념을 설명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문항이었다. 2차 예

비문항 75개 중 25개 문항을 삭제하여 50개 문항을 남겼다. 또한 남은 문항 중 1개 문항은 유사하다는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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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여 CVR 값이 더 높은 문항을 남기고 삭제하였다. 최종 문항은 49개 문항이었다.

하위요소별로 보면 수학의 추상성, 누적성, 수학 언어 등과 관련된 수학 교과 특성 문항이 15개, 수학교사와

의 관계나 교수법에 대한 문항이 5개 문항, 수학시험이나 평가방법 등 수학 성취와 관련된 문항이 6개 문항, 수

학 기초 능력이나 수학에 대한 자아개념, 유용성에 대한 이해 등 인지 요인이 6개 문항, 사교육이나 부모의 기

대, 친구와의 관계 등 환경 요인이 10개 문항, 수학에 대한 부정적 경험, 학습 동기 등과 관련된 수학 태도 요인

이 5개 문항으로 총 4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하위요소
1차 예비 문항

개발

1차 전문가

조사 결과

2차 전문가

조사 결과

인지 요인

자아개념 8 5 3

유용성 3 - -

기초 기능 8 4 3

수학 태도

학습 동기 9 2 2

부정적 태도 5 4 2

걱정 4 3 1

성취 압박

시험 8 7 3

평가 5 4 2

성적 5 3 3

성취 6 - -

수학 교과 특성

학습 7 4 2

시간 2 2 -

누적성 3 3 2

추상성 5 4 4

언어 3 3 3

교과과정 4 3 4

환경 요인

부모의 태도 6 5 3

친구 관계 4 4 5

사교육 4 3 2

교사 및 교수법
교수법 12 6 2

교사의 태도 11 6 3

계 122 75 49

<표 Ⅲ-1> 수학불안 문항 도출과정

2. 수학불안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가. 문항 분석 결과

문항의 평균은 1.52∼3.96 사이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표준편차는 0.928∼1.396 사이에 분포하고 있었다. 왜도

는 -0.994∼2.134의 범위에 있었으며, 첨도는 –1.252∼4.500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문항과

총점 간의 상관계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모두 0.388∼0.725로 나타났다.

평균과 표준편차가 극단인 경우와 문항의 왜도 및 첨도의 수치가 ±2 이상 문항은 정상분포에서 벗어난 자료

이기 때문에 조사대상자 간 변별력이 약한 문항으로 간주한다(Hong et al., 2003). 이러한 기준에 따라 문항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항 분석 결과 교사 특성에 대한 q14는 왜도 2.134, 첨도 4.500으로 앞의 기준을

벗어나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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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총점과의 상관관계

q1 2.70 1.175 .315 -.765 .570**

q2 3.29 1.224 -.153 -1.024 .572**

q3 3.20 1.220 -.124 -1.015 .502**

q4 2.81 1.288 .328 -1.021 .571**

q5 3.22 1.253 -.225 -1.031 .518**

q6 3.27 1.181 -.197 -.942 .577**

q7 2.87 1.355 .188 -1.154 .463**

q8 3.09 1.313 .009 -1.150 .592**

q9 3.02 1.313 .059 -1.125 .647**

q10 3.51 1.179 -.436 -.775 .552**

q11 3.60 1.301 -.533 -.888 .602**

q12 1.98 1.107 1.187 .813 .555**

q13 1.91 1.129 1.266 .899 .390**

q14 1.52 .918 2.134 4.500 .388**
q15 2.57 1.331 .359 -1.052 .516**

q16 2.65 1.372 .287 -1.175 .481**

q17 2.56 1.352 .382 -1.079 .478**

q18 3.11 1.340 -.201 -1.145 .555**

q19 3.14 1.396 -.170 -1.252 .495**

q20 2.65 1.385 .348 -1.153 .598**

q21 2.89 1.305 .073 -1.125 .626**

q22 2.84 1.254 .125 -.999 .625**

q23 2.33 1.262 .716 -.512 .507**

q24 2.76 1.298 .224 -1.046 .581**

q25 2.61 1.320 .360 -1.046 .627**

q26 3.38 1.339 -.424 -.998 .662**

q27 3.26 1.308 -.241 -1.029 .649**

q28 3.01 1.323 .033 -1.127 .678**

q29 3.63 1.242 -.601 -.654 .601**

q30 2.81 1.346 .198 -1.142 .561**

q31 3.56 1.198 -.549 -.603 .637**

q32 3.64 1.160 -.547 -.561 .631**

q33 3.47 1.277 -.435 -.869 .460**

q34 3.96 1.124 -.994 .229 .422**

q35 3.38 1.246 -.300 -.919 .548**

q36 2.64 1.242 .355 -.832 .584**

q37 3.00 1.311 -.006 -1.126 .561**

q38 3.71 1.162 -.671 -.375 .509**

<표 Ⅲ-2> 수학불안 문항 분석 결과

성태제(2005)는 변별력을 위해서는 문항과 총점 간에 0.4 이상의 상관계수가 도출되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

에 이러한 기준에 따라 q13도 추가로 제거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진행할 분석 문항을 확정하였다. 문항의 기술

통계 분석 결과와 문항과 총점 간 상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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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총점과의 상관관계

q39 3.65 1.234 -.588 -.652 .531**

q40 3.72 1.208 -.672 -.478 .662**

q41 3.61 1.207 -.567 -.632 .662**

q42 2.94 1.393 .124 -1.250 .712**

q43 2.45 1.300 .545 -.815 .666**

q44 2.66 1.271 .322 -.931 .661**

q45 3.29 1.221 -.265 -.882 .677**

q46 3.29 1.244 -.244 -.908 .703**

q47 2.62 1.246 .382 -.834 .679**

q48 3.07 1.246 -.020 -.987 .725**

q49 3.26 1.289 -.247 -1.017 .722**

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분석에 사용될 표본의 KMO 지수는 0.951로 나타나 분석에 적합한 자료로 판명되었고, 본 표본의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분산과 공분산의 행렬에 차이가 있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χ² =28755.036,

df=561 p<.001) 귀무가설을 기각하므로 요인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프로맥스를 이용한 사교회전 방식으로 처리한 결과, 두 개 이상의 요인에서 요인계수 .4 이상인 문항은 삭제

하면서 반복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만 q19 문항(친구가 나보다 선행학습이나 사교육을 많이 했다고

말할 때 불안하다)의 경우 2요인과 4요인에서 요인계수 0.4 이상이 나타나 이중적재 되어 있었으나, 개방형 문항

에서 도출된 신규 문항으로 전문가 내용타당도에서도 중요도가 높았던 문항이었기 때문에 연구자의 판단으로

문항을 삭제하지 않고 진행하였다.

고유값이 1 이상인 것은 총 6개 하위요인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에 포함된 요인부하량은 0.405∼0.933의 범위

였으며, 6개의 요인이 전체 변량의 63.93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성은 모두 0.4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면서 제거된 문항은 문항분석 시 이미 제거되었던 q13, q14를 포함하여, q1,

q5, q6, q10, q11, q12, q27, q28, q30, q31, q32, q35, q37, q42 문항이다. 결론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49

개의 문항 중 15개 문항이 삭제되었고, 수학불안을 측정하는 측정 도구의 최종 문항은 34개 문항이다.

추출된 요인별로 해당 문항의 내용을 살펴보니, 문헌 분석과 개방형 설문 조사로 도출했던 6개 하위요인이

분리되어 재구조화되었다. 요인 1은 연구자가 구성했던 인지 요인과 수학 태도에 대한 문항이 섞여 총 7개 문항

으로 구성되었는데, 문항은 수학에 대한 자아개념, 수학 학습 동기와 같은 학습자의 개인특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요인 1은 ‘개인특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기존 성취 스트레스에 대한 해당하는 문항 중

일부가 삭제되어 7개 문항으로 수학시험이나, 성적, 경쟁에 관한 내용으로 ‘성취 압박’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연구자가 구성했던 수학 교과특성 중 일부 문항만이 남았는데, 수학의 언어, 기호 등에 관한 내용의 총 7개 문항

으로 수학의 추상적 특성으로 구성되어 ‘추상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4는 연구자가 구성했던 수학 학습과 관

련된 수학교과특성 문항과 교사 및 교수법의 문항이 섞였는데, 주로 교실에서 발생하는 협력적 학습방식, 교수법

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 ‘교수학습법’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5는 기존의 환경요인에 대한 문항 중 일부가

삭제되어 부모의 태도와 반응에 관한 문항만 남아 ‘부모 태도’라고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 6은 기존 수학

교과특성 요인 중 수학 능력이 기초부터 누적되는 점, 응용문제 풀이와 관련된 것으로 ‘누적성’으로 명명하였다.



고등학생용 수학불안 요인 측정 도구 개발 및 타당도 검증 213

프로맥스(promax)
1 2 3 4 5 6

q8 .933 .018 -.083 -.045 -.032 .009
q7 .805 -.058 -.093 .011 -.036 -.018
q9 .690 .227 -.029 -.015 .081 -.062
q2 .630 .145 .086 -.011 -.001 -.094
q3 .557 -.070 .207 -.062 -.050 .026
q4 .550 -.197 .235 .057 -.027 .064
q20 .480 -.064 .035 .191 .047 .083
q38 .011 .806 .064 -.027 .045 -.120
q34 -.075 .733 -.042 .053 -.094 .036
q33 -.041 .658 .024 .106 .029 -.102
q39 .076 .633 .119 -.049 -.012 -.014
q18 .012 .466 -.133 .342 .177 -.029
q40 .080 .465 .106 -.144 .017 .367
q19 -.069 .405 -.163 .400 .013 .114
q44 .056 -.130 .771 .128 .037 -.068
q47 .027 -.130 .760 .145 .047 -.029
q46 -.047 .099 .734 -.069 .028 .120
q48 -.002 .079 .732 -.001 -.017 .100
q45 .027 .183 .640 .029 -.046 .014
q43 .143 -.102 .640 .184 .055 -.102
q49 .039 .209 .623 -.039 .003 .080
q36 -.044 .078 .269 .606 -.081 -.092
q21 .039 .302 -.055 .591 .009 -.014
q37 -.089 .174 .212 .548 -.146 .009
q22 .033 .088 .009 .516 .043 .140
q23 .189 -.194 .079 .480 .008 .046
q16 -.052 .006 .025 -.070 .914 .005
q15 -.003 .022 .106 -.092 .852 -.037
q17 .015 -.014 -.060 .067 .698 .065
q26 -.054 -.044 .042 .061 .018 .780
q41 .009 .160 .170 -.119 -.039 .639
q24 -.033 -.103 -.057 .323 .046 .535
q25 .014 -.174 .067 .288 .031 .517
q29 .097 .303 -.051 .041 -.037 .416
고유값 12.132 3.488 2.004 1.538 1.153 1.116

분산비율 35.512 10.405 6.547 4.473 3.579 3.418

누적분산비 35.512 45.916 52.463 56.937 60.515 63.933

KMO= .951, Bartlett χ² =28755.036, df=561 p<001

<표 Ⅲ-3>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최종 34개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했다. 신뢰도 분석은 문항 내적

일관성을 추정하는 Cronbach's α 계수를 사용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별로 개인특성 0.873, 성취 압박

0.848, 추상성 0.916, 교수학습법 0.800, 부모의 태도 0.854, 누적성 0.821로 나타났다.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통

상적으로 Cronbach’s alpha 계수가 0.7보다 크면 신뢰도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성태제, 2005). 최종 하위요인

명과 하위요인별 문항 수, 세부 문항은 <표 Ⅲ-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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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명 문항 수 문항

개인

특성
7

§ 나는 수학에 재능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 문제가 조금만 어려워 보여도 문제 풀기를 포기한다

§ 수학에 대한 기초 실력이 부족해서 수학을 하기 싫다

§ 수학은 나의 생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수학을 하기 싫다

§ 수학은 어려운 교과목이라서 하기가 싫다

§ 수학 과목에 대한 실패 경험 때문에 수학이 싫다

§ 주위 친구들이 수학을 포기했다고 하면 나도 수학을 포기하고 싶어 질 때가 있다

성취

압박
7

§ 친구가 수학시험을 잘 보았다고 자랑을 할 때 수학에 대한 불안을 느낀다

§ 친구가 나보다 선행학습(사교육)을 많이 했다고 말할 때 불안하다

§ 수학시험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두근거리고 초조하다

§ 수학시험 도중 아는 문제가 안 풀릴 때 당황해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다

§ 수학시험 점수를 확인할 때 불안하고 초조해진다

§ 이전 학년/학기보다 수학 성적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 불안하다

§ 수학은 짧은 시간 내에 성적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불안을 느낀다

추상성 7

§ 숫자 대신 x, y와 같은 문자를 포함한 식을 보면 어렵게 느껴지고 불안하다

§ 수학교과서나 문제집의 그래프나 도표, 기호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서 걱정된다

§ 수학적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할 때 막막하고 불안하다

§ 문장만 주어진 수학 문제를 읽고 수식을 만들어 풀어야 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할

지 몰라 불안하다

§ 수학 용어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워 불안하다

§ 수학 문제에 제시된 내용이나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워 불안하다

§ 복잡해 보이는 수식과 기호를 볼 때 불안을 느낀다

교수

학습법
5

§ 친구들과 토의 및 협력 수업 때, 친구가 나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

§ 친구들과 협동해서 수학 공부를 할 때는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다

§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자주 질문을 하거나, 발표를 시켜서 불안하다

§ 모둠별 협력학습이나 토론 수업에서 내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제대로 평

가받지 못할 것 같아서 불안하다

§ 토론 수업을 할 때 내 의견을 표현하고 싶지만, 틀렸을 것 같아서 불안하다

부모

태도
3

§ 부모님이 나의 수학 성적 때문에 걱정이라는 말을 많이 하셔서 불안하다

§ 부모님이 좋은 대학에 가려면 수학을 잘해야 한다고 자주 이야기하셔서 불안하다

§ 부모님이 수학은 무조건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한다고 할 때 답답하고 불안하다

누적성 5

§ 선생님이 수업에서 기본 개념을 응용하여 문제를 푸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을 때

불안하다

§ 수학 수업은 항상 진도가 너무 빠르게 느껴져서 불안을 느낀다

§ 단원간의 연계성 때문에 앞 부분을 모르면 못 따라갈까봐 불안하다

§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 수학을 잘 할 수 없을 것 같아 불안하다

§ 수학은 앞부분의 개념을 모르고 넘어가면 그 다음 부분은 시작할 수도 없어서 불

안하다

<표 Ⅲ-4> 하위요인명 및 최종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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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확인적 요인 분석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χ² 검증이나 적합도 지수를 이용할 수 있다. 이때, χ² 검증은 표본의 크

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표본이 크면 귀무가설을 너무 쉽게 기각한다는 단점이 있다(Kline, 2016). 따라서

χ² 검증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다른 지수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모형 적합도 관련한 지수들은 NFI, CFI, TLI, RMSEA, SRMR이다.

NFI, CFI는 0.9 이상 1에 가까울수록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정한다. 일반적으로 0.90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

에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김계수, 2008). TLI는 일반적인 권장 수요기준은 0.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갖는다

고 본다(김계수, 2007; 홍세희, 2000). RMSEA는 표본 크기가 큰 모델을 기각시키는 χ² 통계량의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적합지수로, .05~.08범위를 보일 때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노경섭, 2019).

일반적으로 모형 적합도 수용기준은 CFI, TLI>0.9이고, RMSEA<0.08으로 보는데, 본 연구의 수학불안 측정

도구의 모형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CFI 는 0.9 이상이었으나, TLI는 0.9 이하로 적합도가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다. 옥보명 외(2021), 김진호 외(2007)의 연구를 참고하여 모형의 수정지수

(modification indice: M.I.) 값을 확인하여 M.I. 지표 값이 가장 높은 문항 간에 공분산 관계를 표시하고 모형 적

합도를 재분석하여 수정된 모형의 CFA적합도 지수를 구하였다. 수정지수란 특정 모수가 추가됨에 따라 감소하

는 최소한의 χ²을 의미한다. 수정지수를 이용한 적합도 개선방식으로는 모형 내에서 어떠한 관계도 설정되어있

지 않은 두 변수를 공분산, 인과관계로 설정하거나, 수정지수가 큰 측정오차를 선정하여 그 측정오차와 동시에

관측변수도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문항 간 관계성이 전혀 없을 수 없으므로 무조건 문항

을 삭제하기보다는 전자의 방식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방식, 즉 2개의 오차를 서로 상

관 수정지수가 큰 측정오차 한 쌍을 확인하고 두 측정오차를 공분산으로 연결하는 방식인 오차 상관은 쉽게 이

용할 수 있으므로 원칙 없이 남용되는 문제를 갖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오차 상관은 하위요인 안에서

연결로 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M.I. 지표 값이 높은 문항을 살펴보면, 개인특성요인을 구성하는 문항인 q3 “문제가 조금만 어려

워 보여도 문제 풀기를 포기한다”, q4 “수학에 대한 기초실력이 부족해서 수학하기 싫다” 문항의 경우, 기초실력

이 부족한 학생은 수학 문제를 어렵게 느끼고 문제 풀기를 포기할 수 있다. 즉 두 문항이 관련성이 있다.

성취 압박 요인의 하위문항인 q18 “친구가 수학시험을 잘 보았다고 자랑을 할 때 수학에 대한 불안을 느낀

다.”와 q19 “친구가 나보다 선행학습(사교육)을 많이 했다고 말할 때 불안하다”는 문항은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경쟁심을 느끼고, 경쟁에 따른 압박감의 차원으로 볼 때, 문항 간 관계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친구가

나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서(선행학습이나 사교육을 많이 해서), 수학시험을 더 잘 볼 것 같아 불안함을 느낀다

는 것이다.

성취 압박 요인의 다른 문항인 q33 “수학시험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두근거리고 초조하다”과 q38 “수학시험

점수를 확인할 때 불안하고 초조해진다”도 마찬가지로 수학시험이 다가올 때 느끼는 초조함과 수학시험 점수를

확인할 때의 초조함이 내용상으로 관련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추상성 요인의 하위문항인 q43 “숫자 대신 x, y와 같은 문자를 포함한 식을 보면 어렵게 느껴지고 불안하다”

와 q44 “수학 교과서나 문제집의 그래프나 도표, 기호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서 걱정된다”도 마찬가지로 수학

에서 사용되는 기호 x, y와 도표나 그래프는 연결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련성이 있는 문항이다.

교수학습요인의 하위문항인 q36 “모둠별 협력 학습이나 토론 수업에서 내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제

대로 평가받지 못할 것 같아서 불안하다”와 q37 “토론 수업을 할 때 내 의견을 표현하고 싶지만, 틀렸을 것 같

아서 불안하다”는 문항도 다른 교수법 요인과 달리 공통으로 소집단 활동을 할 때 생기는 불안에 관한 내용으로

두 문항이 내용상으로 관련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누적성 요인의 하위문항인 q25 “수학 수업은 항상 진도가 너무 빠르게 느껴져서 불안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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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q41 “수학은 앞부분의 개념을 모르고 넘어가면 다음 부분은 시작할 수도 없어서 불안하다” 문항도 수학 과목

의 이해 속도가 느린 학생들에게는 진도도 빠르게 느껴지고, 앞부분의 내용도 잘 모른다고 느낄 수 있다. 특히

누적성의 다른 문항들은 단원간의 연계성이나 응용문제에 관한 내용, 수학 공부량에 관한 내용이라 두 문항의

경우 내용적 연계성이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모형의 수정지표(modification indice: M.I.)를 확인하여 M.I. 지표 값이 가장 높은 문항의 내용적 검토

를 통해 문항 간 공분산 관계를 표시하고 모형 적합도를 재분석하였다. 수정된 모형의 CFA 적합도 지수를 구한

결과, 수정된 모형은 수치가 향상되어 CFI, TLI>0.9, RMSEA<0.08 범위에 들어 수용할 수 있었다 (<표 Ⅲ-5>

참고).

χ² df p값 NFI CFI TLI RMSEA

1944.468 505 .000 .901 .922 .913 .055

<표 Ⅲ-5> 모형의 적합도 지수

[그림 Ⅲ-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한 후, 개발된 수학불안 측정 도구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렴타당도와 판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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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S.E.)

t-value
(C.R.)

평균분산
추출지수
(AVE)

개념 신뢰도

F1: 개인특성

q20 0.709

0.550 0.895

q9 0.746 0.056 18.509

q8 0.854 0.056 21.05

q7 0.712 0.055 17.663

q4 0.739 0.053 18.306

q3 0.672 0.050 16.654

q2 0.736 0.053 18.247

F2: 성취 압박

q40 0.825

0.517 0.881

q39 0.748 0.042 21.621

q38 0.761 0.040 22.074

q34 0.679 0.041 19.03

q33 0.636 0.045 17.371

q18 0.615 0.043 19.892

q19 0.699 0.046 16.924

F3: 추상성

q49 0.749

0.670 0.934

q48 0.872 0.042 24.124

q47 0.808 0.040 22.072

q46 0.860 0.043 23.697

q45 0.772 0.042 20.95

q44 0.803 0.042 21.891

q43 0.754 0.043 20.257

F4: 교수학습법

<표 Ⅲ-6> 수렴 타당도 확인 결과

당도를 검증하였다. 수렴타당도는 같은 속성을 여러 측정 방법을 사용해도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관측변수들이 얼마나 일치하게 나타나는지를 의미한다. 수렴타당도는 각 요인의 표준화 계수와 개념 신뢰도

(CR), 평균분산추출지수(AVE)로 검증하였다. 여기서 개념 신뢰도(CR)는 신뢰도의 개념이 아니라, 지표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지표를 의미한다. 지표의 신뢰수준은 0.7 이상일 때 내적 신뢰도가 있다고 본다. 평균분산추

출지수(AVE)는 Fornell & Larcker(1981)에 의해 제시된 개념으로 수렴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한 개념이다. 평균분

산추출은 잠재개념에 대해 지표가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의 크기를 나타내며, 0.5 이상이 되어야 신뢰도가 있다고

본다. 수렴타당도의 판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문항 간의 잠재 변수와 표준화 계수가 0.50 이상인지를

평가하였다. 또한, 개념 신뢰도(CR), 평균분산추출지수(AVE), 결정계수의 값을 구하여 측정변수가 잠재 변수에

대해 설명력을 확보하였는지 확인하였다. 측정 모델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기준은 개념 신뢰도

(CR)는 0.70 이상, 평균분산추출지수(AVE)는 0.50 이상을 기준으로 했다(Bacon et al., 1995). 분석 결과 선행 연

구에서 제시하는 수렴타당도의 일반적인 기준을 충족하였는데, 모든 측정변수의 표준화 계수가 모두 0.5 이상이

고, 개념 신뢰도(CR) 값이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분산추출지수(AVE)도 모두 0.5 이상으로 나타

나, 수렴타당도가 확보되었다(<표 Ⅲ-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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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S.E.)

t-value
(C.R.)

평균분산
추출지수
(AVE)

개념 신뢰도

F1: 개인특성

q37 0.668

0.538 0.889

q36 0.666 0.046 20.163

q21 0.716 0.065 16.038

q22 0.766 0.065 16.812

q23 0.771 0.059 13.2

F5: 부모태도

q17 0.784

0.714 0.882q16 0.896 0.046 24.613

q15 0.851 0.045 23.685

F6: 누적성

q26 0.812

0.551 0.859

q25 0.692 0.042 18.955

q24 0.644 0.041 17.669

q29 0.711 0.042 20.046

q41 0.819 0.039 23.865

마지막으로 판별타당도의 개념은 여러 하위요인이 독립적인지 확인하기 위한 검증으로 구조방정식에서 판별

타당도 확보를 위한 기준은 두 요인 사이의 평균분산추출지수(AVE) 값이 각 요인의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큰

경우이다(Bae, 2011; Kim, 2007). <표 Ⅲ-7>과 같이 수학불안 요인 6개의 판별타당도 분석 결과 평균분산추출지

수(AVE)가 요인 간 상관계수의 제곱값 중 가장 큰 수보다 모두 크게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잠재 변인들 사이

에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

F1 F2 F3 F4 F5 F6

F1 1

F2 0.065 1

F3 0.477 0.169 1

F4 0.073 0.140 0.156 1

F5 0.105 0.184 0.055 0.029 1

F6 0.227 0.294 0.401 0.060 0.066 1

AVE 0.550 0.517 0.670 0.538 0.714 0.551

F1: 개인특성, F2: 성취압박, F3: 추상성, F4: 교수학습법, F5: 부모태도, F6: 누적성, AVE: 평균분산추출지수

<표 Ⅲ-7> 수학불안 측정 도구의 판별 타당도 분석 결과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최근 학교 교육의 환경 변화와 우리나라의 교육문화를 반영한 신뢰할 수 있고 타당한 수학불안 요

인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헌 고찰과 전문가 조사, 학생 대상 설문

조사를 통해 수학불안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여 수학불안 측정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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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수학불안 요인은 학습 동기, 자아개념이 포함된 개인특성 요인, 시험, 성적, 평가 상황에

서 발생하는 성취 압박 요인, 언어와 기호, 논리성으로 대표되는 수학의 추상성 요인, 교사의 태도, 교수법, 학습

법과 관련된 교수학습법 요인, 기대나 걱정과 같은 부모의 태도 요인, 기초 개념의 중요성, 응용문제 해결 능력

이 특징인 수학 교과의 누적성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검사도구는 기존에 개발된 검사도구와

비교하여 1) 수학교과의 특성에 기인하는 불안 요인이 수학의 추상성과 누적성으로 분리되었다는 점, 2) 교사 및

교수법에서 기인하는 수학불안 요인에 모둠학습이나 발표수업 등과 같은 최근의 교수학습 방법 등이 반영되었

다는 점, 그리고 3) 젠더와 관련한 수학불안 요인이 문항에서 삭제되었다는 점 등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본 연구

의 주요 결과를 선행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학의 추상성이나 수학 교과의 누적성과 같은 수학 고유의 특성은 수학불안의 중요한 요인으로 학생

들의 수학불안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수학불안 측정 도구라 할 수 있는 김연식, 허혜자

(1995)의 연구결과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김연식, 허혜자(1995)는 수학 교과 요인이라는 측면에서

수학의 추상성과 언어 및 구조, 교수 방법, 수학에 대한 선입견적 불안과 기초 기능의 결여를 수학불안의 요인으

로 제시했다. Ko & Yi(2012)의 연구에서도 수학의 추상성과 수학 교과의 누적성과 같은 특성을 수학 내적 요인

이라는 요인으로 묶어서 수학불안의 요인으로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결과에서도 수학의 추상성과 수학 교과의

누적성이 수학불안을 구성하는 중요 요인으로 도출되었다는 점은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한 점이다.

이처럼 선행 연구들의 결과처럼 수학 특성 요인에 해당하지만, 본 연구결과에서는 수학의 추상성과 수학 교

과의 누적성이 구분된 개별 요인으로 도출되어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수학의 추상성은 수

학 학습상황에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과목이라는 선입견을 품게 하고, 이로 인하여 수학은 어렵고 걱정되

는 교과라는 불안한 감정을 갖게 한다. 한편 수학 교과의 누적성은 수학 학습을 시작하거나 학습 과정에 발생하

는 것이 아니라 수학 학습에 대한 실패 경험이 축적되어 나타난 수학불안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들과 같이 나이가 낮은 학생들에게는 수학 교과의 누적성이 수학불안의 요인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수학 교과의 누적성으로 인해 수학불안이 고조될 수 있다. 실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학불안 측정 도구를 개발했던 오후진, 이종배(2000)의 연구를 보면 수학불안 요인을 기초 기능, 교수법, 시험,

친구나 부모의 태도 등으로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학 교과의 누적성이나 수학의 추상성은 제

시되지 않고 있다.

둘째,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교육과 관련된 수학불안 요인은 수학불안의 별도 요인이 아니라

수학불안의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교육은 수학 교과의 누적성의 문항

인 ‘학교 수업만으로는 수학을 잘할 수 없을 것 같아 불안하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학 교과의 누적성 때문에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성이 더욱 높아지고, 이로 인한 수학불안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성취에 대한 압박의 문

항인 ‘친구가 나보다 선행학습(사교육)을 많이 했다고 말할 때 불안하다’라는 문항에서도 사교육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데, 한국의 경쟁적인 사교육 문화는 학생들의 수학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러한 사교육과 관련된 수학불안 문항은 우리나라 학생들만이 느끼는 불안의 유형으로 보인다. 사교육은 사

교육의 결과로 생기는 격차에 대한 걱정으로 수학불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교사와 교수법은 수학불안을 구성하는 중요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김리나(2018), 김연식, 허혜자

(1995), 정재복, 황우혁(2013) 등이 제시한 수학불안 요인과 유사하게 교수 방법 및 교사 요인이 수학불안 요인으

로 도출되었다. 다만 본 연구의 교사 및 교수법에 관한 내용은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되었던 교수 방법

및 교사 요인 외에도 최근 학교에서 강조되고 있는 모둠 활동 및 발표 수업 등에 대한 교수법이 포함되어, 기존

의 교수법과는 차별적인 개념이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수학 평가방법과 교과과정의 변화와 같은 수

학교육 현장의 변화가 수학을 학습하는 학생들에게는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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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다음으로 본 연구의 결과 개인특성의 개념은 “나는 수학에 재능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문

제가 조금만 어려워 보여도 문제 풀기를 포기한다”와 같은 자아개념과 “수학은 나의 생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수학하기 싫다”, “수학은 어려운 교과목이라서 하기가 싫다”와 같은 학습 동기와 묶여 수학불안에 영

향을 미치는 동일 개념으로 구성되었다. 오후진, 이종배(2000)의 연구에서는 자아개념과 학습 동기가 별도의 요

인으로 설명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수학불안 요인으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습 동기를 구

성하는 요인이 매우 다양하며, 학습 동기의 개념이 자신감이나 만족감, 자기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으

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학에 대한 자아개념과 학습 동기를 개인특성으로 묶어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수학불안의 요인이 사회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 연구에 중요하

게 다뤄졌던 다양한 수학불안 요인들이 본 연구결과에서는 도출되지 않았는데, 김연식, 허혜자(1995)의 수학불안

요인 중 중요하게 다뤄졌던 일상생활의 수 불안과 관련된 문항들은 모두 탈락했으며, 수학이 남성영역이라는 고

정관념에 의한 수학불안 관련 문항도 삭제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회 환경의 변화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근

래에는 일상생활에서 수학과 관련된 일을 컴퓨터, 계산기, 앱 등을 활용하여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므로 일상생

활에서 겪게 되는 수 불안 상황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한 양성평등과 관련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수학이 남성

영역이라는 고정관념도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수학불안의 요인에서 제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수학불안 요인 측정 도구는 다음과 같은 교육적 함의를 지닌다. 첫째, 개발된 수학불

안 요인 측정 도구는 학생들이 어떠한 이유로 수학불안을 느끼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교사들은 수학불안 요인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수학불안을 감소시키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밝힐 수 있으며, 학생들의 수학 학습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수학에 대한 긴장은 수학 학

습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너무 높은 수학불안은 학생들이 수학 학습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준다. 또한, 수학불안으로 인한 수학 학습 과정에서의 부정적 경험이 축적되는 것은 수학에 대한 정의

적 특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학 학습 동기 및 흥미를 잃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이러한 도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수학불안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수학불안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학생의 수학불안 요인을 측정하여 상담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수학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

습자들이 수학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내어 진로지도나 학습 상담 등 다양한 상담 상황에

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수학 학습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상담하고, 지원하는데 필요

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학교현장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사회문화 특성을 반영한 본 연구결과는 수학불

안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학 교수학습 모델을 구성하거나, 효과를 측정하는 다양한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측정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를 위하여 대규모 조사하는 과정에

서 코로나 19로 인하여 대면조사가 불가능하여 온라인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하여 다양한 유형의 학

교와 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표집 방법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결과가 한국 고등학생

의 특성을 설명하는 대표성을 갖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도구는 수학불안의 요인 중 어떠한 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어떤 수준이 수학불안이 매우 높은 것인지, 또는 낮

은 것인지를 판단하는 준거를 제시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심리 측정도구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수학불안 점수의

준거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보완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예비 조사에서 새로운 문항

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10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중학교 때의 자

유학기제나 변화된 평가방식이 학교마다 다양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10명의 고등학생은 다소 국한되고 적은

표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첫째, 한국 고등학생들의

수학불안을 감소시키려는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후속 연구로 할 필요가 있다. 수학 성취 수준별 수학불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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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는 요인이 다른지, 수학 교수학습법에 대해 수학불안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수학불안 요인을 제

거하여 효과적인 수학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수학습방안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때, 개발된 수학불안 측

정 도구를 사용한다면 학습자 특성별 수학불안의 요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학

생의 수학불안과 관련된 요인 중 사교육이나, 대학 입시 등의 영향력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반복적

인 입시제도의 변경과 이에 대한 준비로 학생들의 학교 교육환경은 척박하다. 학생들이 수학불안에 대한 고민이

나 수학에 대한 편견 없이 진지하게 적성, 흥미를 중심으로 미래 진로 설정을 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한, 대학 교육이 인문사회계열과 이공계열의 융복합 전공 과정이 늘어나는 등 수학적 능력이 계속적으로 요구되

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수학불안을 해소하는 수학 학습 지속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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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a Tool to Measure Math Anxiety Factors for High School 
Students and Validation of Validit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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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 instrument measuring mathematics anxiety suitable for Korean High 
school students. In order to achieve this study purpose, the study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procedure of setting 
components of mathematics anxiety, developing questions, and verifying validity and reliability. 

First, in order to set the components of mathematic anxiety, previous studies on mathematic anxiety. Through this, 
six factors of mathematic anxiety were derived. Next, new questions were developed for each of the six constituent 
factors. The 122 questions were revised and supplemented through two content validity tests, and the final instrument 
for mathematics anxiety consisted of 49 questions of 6 factors. Finally, to verify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measurement instrument for mathematics anxiety, a survey was conducted on 1,848 students from 16 universities in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 Next, a validity analysis was conducted with the 1,645 responses, excluding students 
who answered that there was no mathematics anxiety. As a result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15 out of 49 
questions were removed. Six factors were named individual characteristics, pressure on achievement, abstraction in 
mathematics, teaching and learning style, parental attitudes, and cumulative mathematics subjects. As a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model fit was found to be appropriate, and the convergence validity and discriminant 
validity were found to be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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