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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수학적 신념 측정 및 특성 분석1)2)

김 부 미*

I. 서론

2011년 8월에 고시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

른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수학 교과의 목표 중

하나를 ‘수학에 대하여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수학의 가치를 이해하며, 수학 학습자로서 바람

직한 인성과 태도를 기른다.’로 명시하고 있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 가치 인식이나 긍정적

인 태도, 관심과 흥미 등의 정의적인 영역에 대

한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학생들이 수학

을 학습함에 있어서 인지적인 영역의 능력 못지

않게 정의적 영역의 요소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

을 받는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의적 영역은 상당 부분 학업 성취 결과에 따

라 순환적으로 영향을 받으므로 하나의 정의적 요

소만으로 정의적 측면을 들여다볼 수는 없다. 이

에, 수학에 대한 정의적 영역을 세분화할 때

McLeod(1992)는 신념, 태도, 정서로, Goldin(2002)은

신념, 태도, 정서, 가치로 구분하여 정의적 영역을

설명하고 있다. 이 중 수학적 신념을 정의할 때,

Shoenfeld(1985)는 수학 신념 체계를 수학 과제에

접근할 때 개인의 활동 방식을 결정하는 것으로,

McLeod(1992)는 수학에 대한 신념을 교과로서 수

학에 대한 학생의 신념, 수학 학습에 대한 학생의

신념, 수학의 유용성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DeBellis & Goldin(1999)은 수학적 신념을

‘높은 가치, 진릿값을 부여하는 인지적 형태의 복

합적인 코드’로서 인지적이고 정의적인 요소를 모

두 가지며, 어떤 방법으로든 행동하는 경향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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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KRF-2009-32A-B00216)에 의하여 이루어진 연구임.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적 신념을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문헌연구와 심리측정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수학교과에 대한 신념, 수학

문제해결 신념, 수학 교수․학습에 대한 신념, 수학적 자아개념의 4개의 하위 요소로

구성하여 중학생용은 총 37문항으로, 고등학생용은 총 40문항으로 개발하였다. 그리

고 대단위 표집 검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수학적 신념이 학교급별,

성별, 성취수준에 따라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중․고등

학교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수학이 유용하다고 믿는 신념, 수학에서 과정보다

정답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 신념, 많은 수의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고

믿는 신념 등이 강하게 나타났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급하면서 수학적 자아개

념 중 ‘감정’ 요인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여학생은 중․고등학교 모두 수학 교

수․학습에 대한 신념 중 ‘교사의 수업활동’ 요인만이 남학생보다 강하였다. 성취수

준이 ‘기초이하’ 집단 학생들이 수학은 암기해야 하는 공식과 절차라거나 창의적 활

동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가장 강하였다. 그 외

요인에서는 ‘우수’ 집단 학생들의 신념이 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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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의한다. 박선화․김명화․주미경(2010)은 수

학적 신념을 어떤 아이디어, 사건, 행위 등과 같

은 대상에 대해 여러 반응을 시도하고 다양한 시

행착오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형성된 가치 체계라

고 정의한다. Thompson(1992)은 수학적 신념은 일

반적으로 수학에 대한 개인적인 철학이나 수학의

본질에 대한 개념, 수학 교수․학습에 대한 개념

으로 고려된다고 하고, Goldin et al.(2008)은 수학

적 신념을 수학 교수․학습과 관련지어 볼 때 문

제해결 측면, 변화와 발달 측면, 의미를 이해하는

측면 각각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수학적 신념의 핵

심적인 역할에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각 측면에

서의 수학적 신념은 차이가 있다고 한다.

이상의 여러 연구들에서 수학적 신념은 복합

적인 수학 학습의 경험과 이에 대한 지각을 통

해 수학에 대한 가치관 및 수학 학업에 대한 자

아개념을 형성하고, 수학 문제해결 행동과 수학

교수․학습 상황에서 나타나는 행동에 대한 자

신만의 경향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수학적 신념

은 태도나 정서와 달리 수학 학습 상황과 경험

으로부터 형성되는 정의적인 요소 외에도 인지

적인 요소가 작용하는 체계라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수학적 신념을 연구하는 것은 긍정적인

정의적 특성이 길러질 수 있는 교육방법이나 수

업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의 출발점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

가와 국제비교 평가를 통해 수학의 정의적 영역

을 측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국가수

준의 학업성취도에서는 수학에 대한 자신감, 수

학에 대한 흥미, 수학에 대한 가치 인식, 긍정적

자아개념을 조사하고 있다. TIMSS에서는 수학․

과학 학습에 대한 자신감, 수학․과학 학습의 즐

거움, 수학․과학 학습에 대한 가치 인식을 조사

하고, PISA에서는 수학에 대한 흥미, 수학에 대

한 도구적 동기, 수학에 대한 자아효능감, 수학

에 대한 불안, 수학에 대한 자아개념을 조사한

다. 이처럼,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적 신념에

대한 조사는 수학의 정의적 영역을 폭넓게 조사

할 때 일부분으로 조사하므로, 일부 문항을 제외

하고는 정의적 영역을 측정하는 도구가 수학적

신념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도구로 보기 힘들다.

또한 국제비교 평가도구가 평가도구로서의 신뢰

도, 타당도, 측정 요인에 대한 문항의 합치도 등

을 검증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모든 국가

의 학생들에게 같은 수준으로 보장된다고 할 수

는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정의적 요인들을 우리 스스로 정

확히 파악하고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맞춤형 수학 수업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국내

학교 현장에서 수학교사가 학생들의 수학적 신념

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는 찾아보기 힘

들다. 맞춤형 수학 수업은 학생의 수학 성취에

따른 수준별 수업과는 달라야 할 것이다. 수학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 긍정적 자아개념 등 수학

적 신념의 양상은 수학 학습의 성공적 수행과 높

은 성취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수학 교수․

학습 활동에 활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의

성취 능력 외에도 정서나 태도와 달리 비교적 인

지체계와 연관이 있는 학생의 수학적 신념을 맞

춤형 수업 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

리나라 학생들은 어떤 수학적 신념의 특성을 가

지고 있으며 이것이 수학 학습과 성취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지는

수학 신념 측정 도구를 문헌연구와 심리측정학

적 분석을 바탕으로 개발하고자 한다. 이때 대단

위 표집 검사를 실시할 것이며, 요인분석, 다집

단분석, 상관분석, 분산분석 등 세밀한 심리측정

학적 분석은 물론, 수학교육전문가와 교육측정평

가 전문가의 점토와 자문을 받아 학교급별로 표

준화된 도구를 개발할 것이다. 또한 개발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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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로부터 우리나라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수학

적 신념의 하위 요인은 무엇으로 구성되며 수학

적 신념이 학교급별, 성별, 성취수준에 따라 어

떤 특성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Richardson(1996)은 신념을 ‘세계에 대하여 진실

한 것으로 생각되는, 심리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해나 전제 또는 명제’로 본다. 예를 들어, 학생

들은 수학이 계산으로 이행됨을 인지하는 순간에

‘수학은 계산이다’라고 믿는다. 실제로 학생들은

‘수학은 계산이다’라는 개념을 처음에는 암시적으

로 받아들이고 그런 다음 이해한다(Gilbert, 1991).

학생들의 수학 문제해결 과정에서의 행동은 항상

그 자신이 진실하다고 믿는 지식과 신념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념과 지식은 심리학적 관점에서 밀

접하게 상호작용한다(Power & Dalgleish, 1997).

Ernest(1989)는 수학 교사들의 교실 안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인을 수학에 대한 교사

의 지식, 수학에 대한 신념, 수학교수와 학습을

통합시키는 교사 자신의 정서적인 스키마라고 보

았다(남상엽, 1999, 재인용).

McLeod(1992)는 수학적 신념을 수학에 대한 가

치인식, 자아에 대한 신념, 수학 교수에 대한 신념,

사회적 맥락에 대한 신념으로 구성되어 있고,

Pehkonen(1995)는 수학적 신념은 수학에 대한 신념,

수학 영역 내에서 자신에 대한 신념, 수학 교육에

대한 신념, 수학 학습에 대한 신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Kloosterman(1996)은 수학 학습에 대한 신

념, 수학을 학습자로서 자기자신에 대한 신념, 교

사의 역할에 대한 신념, 수학 학습에 다른 신념으

로 구분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수학적 신념을

Thompson(1992), McLeod(1992), Pehkonnen(1995),

Goldin(2002), DeBellis & Goldin(1999), 박선화․김

명화․주미경(2010)의 연구에서 공통된 요소인 수

학(교과)에 대한 신념, 수학에 대한 자아개념, 수학

교수․학습에 대한 신념, 수학 문제해결 신념2)으

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수학(교과)에 대한 신념

수학(교과)에 대한 신념은 상황이나 개인의 경

험 외에도 학생 자신의 인생이나 인생에서의 목

표와도 관련이 된다. 수학 교과에 대한 자신의 행

동에 대한 기대는 교수․학습 상황이나 개인의

경험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만 수학 교과에 대한

가치 인식은 교수․학습 상황이나 경험 외에도

학생이 진로 선택이나 장래 인생의 목표와도 관

련이 있으므로 좀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Hannula, 2002).

Hersh(1986)는 수학에 대한 견해의 기초를 이

루는 가정으로 “수학을 아는 것은 수학을 만들

어가는 과정이며, 수학을 특징짓는 것은 수학의

창조적 활동이나 발생적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수학은 사고에 의해서 엄격하게 지배되

는 활동이 아니라 인간 활동으로 받아들여져야

하고, 수학적 활동이나 수학 본질의 중요한 성

격은 세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수학적 대상은

인간에 의해서 발견되거나 창조된다. 둘째, 수학

적 대상들은 임의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미 존재하는 수학적 대상을 통한 활동과 과학

및 일상생활의 필요에 의해서 창조된다. 셋째,

일단 창조되면 수학적 대상은 우리가 그것을 발

견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만 완벽한 성

격을 지닌다(Thompson, 1992, 재인용).

2) 수학 문제해결 신념은 교육과정평가연구 14권 1호(pp.229-255)에 “수학 문제해결 신념의 측정도구 개발”이

라는 논문으로 게재하였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그 내용을 논하지 않는다. 다만, 문제해결 신념 측정 도구

(13문항)만 <부록 1>과 <부록 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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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ofalo(1989)은 수학 본질에 대한 학생들의

신념에 대한 연구에서 모든 학년의 학생들이 수

학적 과제의 성격에 대해서 서로 다른 형태의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첫 번째는 ‘교사

에 의해 제시되거나 교과서에 주어진 사실, 규

칙, 공식, 절차를 직접 응용함으로써 거의 모든

수학 문제들을 풀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는 ‘수학 교과서 연습 문제는 단지 교과서에 제

시된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다.’, 세 번

째는 ‘시험에 나오는 수학만이 중요하고 알 가

치가 있다.’, 네 번째는 ‘수학은 매우 비범하고

창의적인 사람들에 의해서만 창조된다.’이다. 첫

번째 신념을 가진 학생들은 수학적 사고는 사

실, 규칙, 공식, 절차를 학습하고 기억하고 응용

하는 것이라는 신념을 가진 것으로, 수학을 공

부할 때 사실이나 공식을 암기하고 절차를 기계

적으로 연습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 신념을 가진 학생들은 수

학을 규칙과 절차가 매우 세분화된 모임으로 생

각하기 때문에 시험에 제시된 문제나 연습문제

가 무엇과 관련이 있는지가 불확실할 때 문제를

논리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교과서에서

제시된 방법을 기억해 내거나 심지어는 교과서

의 어느 절이 그 문제를 다루는지 알려고 노력

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세 번째 신념은

중등학교 학생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신념으로,

이 신념을 가진 학생들은 시험에 나올지 말지를

중요시여기기 때문에 교실에서 제시되는 공식은

중요하지만 공식의 유도는 유용하지도 않고 필

요하지도 않다고 믿는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신념을 가진 학생들은 교사와 교과서를 수학적

지식의 권위자, 제조자로 보기 때문에 자신들에

게 제시된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 신념을 가진 학생들은 자신이 결코 다

른 사람들의 수학을 복사하거나 재생산하는 사

람 이상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므로 학생들 스

스로 수학을 행하거나 만들어 낼 수 없다고 믿

는다.

수학의 유용성 인식에 관한 척도를 사용한 연

구인 Fennema & Sherman(1976)은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수학의 유용성을 더 높게 인식

하고, 남성 영역으로서의 수학이라는 신념은 수

학 성취도와 수학에 대한 정의적 반응에서 남녀

성차를 나타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보고한다. 그리고 Presmeg(1998)의 연구에

의하면, 고등학교 Algebra Ⅱ를 수강한 7명 학생

들은 수업 초기에는 수학이 ‘수의 모임’이고 ‘문

장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믿고 있었으나 1

년 후 ‘과학 실험이나 생물학 실험, 음악과 요리

시간에서 수학을 경험할 수 있다.’, ‘거의 모든

것에서 수학을 볼 수 있다.’, ‘수학은 개인적인

것 이상이다.’와 같이 수학의 본질에 대한 신념

을 변화시켰다. 또한 학생들은 수학을 왜 배워

야 하는지에 대한 답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라는 답으로부터 ‘노래, 여행 등 여러 측면에

수학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생활을 조직

화할 수 있기 때문’, ‘수학적 눈으로 세상을 보

기 위해서’라고 답하면서 수학의 가치에 대한

신념도 변화시켰다. 이는 수학에 대한 존재론적

신념이 쉽게 변화하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

학 학습을 일상생활이나 문화와 연관시키고 수

학 수업에서 활용하는 상황과 맥락에서 수학적

개념 작용을 넓힌다면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신

념이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의 국가수준 성취도 평가(the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에서는 수학에

대한 가치 인식 정도를 ‘수학은 공식에 근거한

과목이다.’, ‘수학은 중요하다.’, ‘수학은 어렵다.’

와 같은 문항을 통해 조사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가치 인식은 수학 과제와 상관이

높고, 수학에 대한 태도와 감정적 발달에서 핵

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본다(Brown et al.,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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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sey et al.(1988)에 의하면, 미국의 3학년, 7학

년, 11학년의 학생들은 수학은 유용한 교과이나

주로 공식을 암기하고 그에 따라 문제를 푸는

과목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가치인식을 ‘수학은 배우

면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수

학은 과학이나 다른 교과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수학을 배우면 장래 여러 직업에서 쓸

모 있을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수학 지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라는 문항으로 조사한

다. 고정화 외(2008)에 의하면, 국가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가치인

식을 조사한 결과, 초, 중, 고 모두 ‘중간’(49.6%,

49.8%, 49.4%), ‘높음’(42.1%, 40.6%, 40.6%), ‘낮

음’(8.3%, 9.6%, 10.0%) 순으로 인식비율이 나타

났고, ‘높음’의 비율이 학교급별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송영무와 남윤정(2008)은 우리나라 고

등학생들의 수학의 본질에 대한 신념을 조사한

결과,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수학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였고 일반계고 학생들이 전문계고 학생들

보다 수학의 심미적 가치, 도야적 가치, 실용적

가치를 더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TIMSS 1995,

1999, 2003년 자료를 분석한 박정 외(2004)의 연

구 결과, 수학에 대한 가치 인식 및 수학의 유

용성과 관련된 문항인 ‘수학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싶다.’,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수

학을 잘해야 한다.’, ‘수학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에 대하여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의 반응은 점점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원하는 직

업을 위해 수학을 잘해야 한다.’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

의 수학 학습에 대한 외재적 가치 인식이 증가하

고 있으나 내재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박선화․김명화․주미경(2010)은 수학적 신념

의 하위 요소를 수학관, 가치인식, 귀인으로 본

다. ‘수학관’을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기대를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내면화 된 것으로서 수

학이 갖고 있는 교과로서의 특성과 그에 적절

한 학습 방법에 관한 개인적인 관점으로, ‘가치

인식’을 사회적 맥락이나 학습자 자신의 삶의

맥락과의 관계 속에서 수학의 기능과 유용성에

대한 평가라고 정의하였다. 중학교 3학년 5219

명을 대상으로 수학에 대한 가치인식을 조사한

결과,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가거나

직업을 얻는데 수학이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하

지만 대학 입시에서 수학이 중시되는 기본적인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

다. 중3학생들은 수학의 주요 학습목표의 하나

인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수학이 하

는 역할을 이해하고 창의적 사고력을 길러준다.’

는 것에 대한 이해가 매우 낮았다. 또한 수학이

원하는 직업을 얻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타

과목을 배우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서도 이해도가 낮았다.

이상의 연구들은 모두 수학(교과)에 대한 학

생들의 신념은 학생이 수학 과제에 대한 자신

의 사고, 접근, 마무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는 공통점이 있다. 수학이 자신들에

게 유용한 것이라는 신념, 자신들이 수학을 발

견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신념은 학생들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 수학에 대한 자아개념

자아개념(self-concept)은 한 사람이 자기 자신

에 대한 특성과 능력의 지각, 타인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지각한 자아, 그리고 개념, 경험, 객체

와 관련된 것으로 지각되는 가치적인 질, 덧붙

여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균형을 가진 것이

다(Rogers, 1951). 자아개념은 비교적 영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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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갖기 때문에 장기간 쉽게 변화하지 않

는다. 그러나 자아개념은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부터 송환 작용에 의해 변화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긍정적 자아평가는 노력을 해도 성적불량

의 결과를 가져올 때 또는 친구와 같은 중요한

타인이 운동과 같은 다른 행동을 보다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기 시작할 때 변화할 수 있다.

여러 선행 연구에서 자아개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자아존중감(self estem)으로 나누

어 연구되어 왔다. 자신감은 어떤 과제를 할 수

있다는 자기 능력에 대한 신념이며, 자아 존중

감은 자신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느끼는 정도로

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얼마나 좋아하느냐 하

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McLeod(1992)에

의하면, 수학적 신념의 구성 요소의 하나인 자

아에 대한 신념은 학생의 자아개념, 자신감, 수

학과 관련된 일상적인 기여에 대한 신념을 의

미한다.

수학 교과에서 자아에 대한 신념 연구를 살

펴보면, Coo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을 개인

이 자신에 대해 갖는 태도 속에 나타나는 자신

에 대한 가치의 판단으로, Rosenberg(1965)는 자

아존중감을 자아에 대한 긍정 혹은 부정적인 태

도로서 정의한다. Solley와 Stanger(1956)는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문제해결에서

정확성이 떨어지고, 속도가 느리며, 불안을 보

이고, 일에 실패했을 때 그 원인을 일보다는 자

신의 탓으로 돌린다고 하였다.

Brisset(1972)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은 자아평

가의 과정과 자아가치의 과정을 포함한다. 자아

존중감은 세 가지 관점에서 자아평가와 관련되

는데, 첫째는 객체로서의 자아영상과 이상적인

자아상상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중요성을 판단

한다. 둘째는 타인이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에 대하여 자신의 신념으로 결정한다. 셋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상대적인 성공 혹은 실

패자로서 개인이 자기 자신을 평가한다. 그리고

자아가치는 자아에 대한 중요한 느낌이며 그 개

인이 자신을 인식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처럼

자아평가의 개념은 어떤 표준으로부터 나오는

자아존중감이지만, 자아가치는 한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고 내적인 지지에 의존하는 능력의 인식

이다.

수학에 대한 자신감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Fennema & Sherman(1976), Reyes(1984)는 자신감

은 수학 성적과 강한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수학 학습에서의 자신감의 일반화로서 수학적 자

아개념을 고려한다. Mandler(1989)는 수학 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느끼는 정도가 수학적 능력, 동

기 등의 개인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Boekaerts(1994)는 학업적 자신감이 문제해결 노

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수학적 능력

에 대한 자신감이 문제해결 동안 결정을 할 때

영향을 준다고 본다. 이종희 외(2010)는 국가수

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조사하는 문항에 대한 중, 고 학생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수학에 대한 자신감의 긍정적인

비율은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높았다. 고등학

생들은 중학생에 비해 친구에게 수학 공식을

설명하고, 더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것에 대

한 자신감이 낮았고, 수학이 노력해도 어렵고,

다른 사람에 비해 수학을 더 어렵다고 느끼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 특히, ‘지금보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자신감 측정 문항

에 대하여, 중학생은 ‘그렇다’에 20.0%, ‘매우

그렇다’에 60%가 응답했으며, 고등학생은 ‘그렇

다’에 13.8%, ‘매우 그렇다’에 30%가 답하였다.

또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역으로 나타내는

‘노력해도 나에게 수학은 여전히 어렵다.’는 문

항에 대해 중학생들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은 50% 정도였지만, 고등학생들은 60%를

넘는 비율이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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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자아개념

학문

자아개념

중요타인

자아개념

정의

자아개념

학급

자아개념

능력

자아개념

성취

자아개념

사회

자아개념

가족

자아개념

정서

자아개념

신체

자아개념

수학

자아개념

언어

자아개념

사회과학

자아개념

자연과학

자아개념

[그림 II-1] 자아개념의 위계적 구조(송인섭, 1988)

송인섭(1998)에 의하면, 자아개념은 하나의 개

념 조직 내에서 내적으로 일관성 있고 위계적이

고 조직적 개념이며 경험과 함께 변하는 역동적

조직이다. 즉, 자아는 일반적 자아개념 이상의

많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 영역의 자아

개념은 이론적으로 관련이 있는 구성요소들을 서

로 구별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진다. 송인섭(1988)

은 학문 자아개념의 구조는 다원적이고 위계적

이라는 것 외에도 일반 학문 자아개념을 이차원

에 두고 일차원에 학급 자아개념, 성취 자아개

념, 그리고 능력 자아개념으로 나누어지며, 이를

[그림 II-1]과 같이 제시했다.

Malmivuori(2006)에 의하면, 수학적 자아개념은

학생 자신이 수학 수업과 같은 수학적 상황에서

자신의 목표와 노력에 관하여 자아에 대한 개인

적이고 상황-특수한 평가(appraisal)와 연결된다고

본다. 즉, 수학 학문적 자아개념은 학생들의 행

동과 학습 결과를 학생들의 자아에 대한 사정

(appraisal)과 경험으로서 고려해야 하고, 특별히

수학적 상황에서의 작인, 개인적 학습용량에 대

한 지각, 자신의 신념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자아개념과 학업성적 관계의 설명력은 4%에서

16% 정도이고, 긍정적이며 통계적 유의미성을 띠

고 있다(송인섭, 1998). Brookover, Patterson, &

Thomas(1962, 1964)는 중학교 1학년 남녀 513명

을 대상으로 수학학습 성취와 수학 자아개념의 상

관계수를 조사한 결과, 남학생은 .46, 여학생은

.44로 나타났고, 학업성취 수준과 자아개념의 관

계를 볼 때 학업성취 자아개념의 관계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능력의 자아개념이며 일반 자

아개념의 관계는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Marsh, Relich & Smith(1983)은 수학성취가 실질

적으로 수학 자아개념과 상관(.55)이 있고, 다른

학문적 분야의 자아개념과는 덜 상관(언어 .21)

이 있으며, 비학문 자아개념의 자아개념과는 거

의 상관이 없다고 하였다. Shoenfeld(1989)는 수

학에 대한 자아 개념과 수학적 능력(수학 성적)

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수학적 능력에 대

한 자아개념과 대학 성적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민찬․길양숙(1998)에 의하

면 우리나라 중학교와 고등학생들은 수학 학습

에 관련된 자아개념이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

학교 2학년까지 일관된 하락세(3.6→2.3)를 보인

다. 전체 평균은 2.6으로 수학을 하는 자신의 능

력에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성취수준이 높

은 집단이 자아개념의 평균이 높았다. 김경희 외

(2010)에 의하면, 2010년 12월 7일에 OECD에서

발표한 PISA 2009의 결과에서 우리나라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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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총 41개국 중 수학 영역에 대한 자아개념은

40위로 최하위권이었다. 특히, 전체 국가 중 40

위에 위치한 자아개념은 우리나라 상집단의 수

준은 전체 국가의 최상위권에 해당하지만, 중상

집단이 전체 국가의 최하위권에 해당하고 중하

집단과 하집단은 전체 국가 대비 최하위 수준에

서도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생들은 PISA

2003의 수학 성취도와 자아개념과의 상관을 조

사한 결과, 41개국 중 5위로 상관이 매우 높아

우리나라 학생들은 자아개념이 긍정적일수록 수

학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수학 교수․학습에 대한 신념

수학적 신념은 아이들이 어떻게 학습하고, 수

학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수학 학습에서 경험들은 학생의

수학적 신념에 영향을 미치고 형성하고 역으로

신념은 학생들이 수학적 학습 상황에서 학생이

어떻게 행동할지에 영향을 준다(Spangler, 1992).

Frank(1988)에 의하면, 수학 교수․학습 신념에

대한 신념은 교사의 역할, 학생의 역할, 어떻게

수학을 공부하는가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 Underhill

(1998)는 수학 학습에 대한 신념을 학생들이 수

학에서 생산적이거나 반생산적인 학습전략에 대

해 가지고 있는 신념을 뜻하며, ‘수학을 학습하는

것은 주로 외우는 것이다.’와 같은 신념을 학생들

이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Kloosterman(1996)은 수

학 학습에 대한 신념의 예로 수학 학습자로서 자

아, 교사의 역할, 수학 학습에 대한 신념을 의미

하고, 정형적인 문제를 풀 때의 자신감, 지식 전

달자로서의 교사에 대한 인식, 암기는 수학에서

중요하다와 같은 신념을 들었다. 예를 들어, 수학

교과에 대해 NCTM 규준과 일치하는 신념을 가

진 교사의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수학에서의

성공 요인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

는 것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Carpenter et al.(1988),

Carter et al.(1997) 등은 교사의 수학 교수에 대한

신념은 학생들의 수학적 지식, 학생들이 수학을

학습하는 방법을 반영하고, 교사들의 교수에 대한

신념과 학생의 수학적 지식에 대한 교사들의 신

념 사이에는 강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남상엽,

1999, 재인용).

Pehkonen(1995)는 수학 교수․학습에 대한 신념

은 조절체계이고 지표(indicator)이며 관성력(inertia

force)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조절 체계

(regulating system)로서 수학적 신념은 학생이 수

학 학습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고와 행동을 조

절하는 여과기로서 활동한다는 의미로서, 수학

교수․학습에 대한 학생의 이전 경험들은 그의

신념 수준에 충분히 영향을 미치고, 그 학생의

신념 또한 수학적 지식을 사용할 때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개인이 가지는 수학적 신념은

실제적인 지표를 형성할 수 있다. 즉, 수학 교

수․학습에 대한 각 학생의 신념은 개인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수학 교수․학습에서 겪은 개인

의 경험들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지표로서 활

용되고, 그 수업을 평가할 때도 영향을 준다.

수학 학습 방법에 따라 학생들이 가지는 수학

적 신념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살

펴보면, 문제 상황에서의 수학화 경험, 맥락문제

를 활용한 수학 교수․학습에서의 수학적 신념

의 변화 여부를 확인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

다. 김용성(2000)은 문제 상황을 기초로 한 수학

화 경험이 수학적 신념과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했다. 서울 소재 초등학교 5학년 2개

학급(63명)을 대상으로, 한 학급은 문제 상황을

과제로 하여 수학화 경험을 하였고, 다른 학급은

교과서 도입문제를 과제로 하여 기존에 실시하

던 방식대로 전통적 학습을 하였다. 수학화 경험



- 237 -

집단과 전통적 학습 집단의 학생들이 수학적 신

념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문제

상황을 기초로 한 수학화 경험이 전통적 학습보

다 긍정적인 수학적 신념의 형성에 있어서 더

효과적이었다. 이수은(2002)은 맥락문제를 활용

한 수학 교수․학습이 학생들의 신념 변화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서울소재 1개 고

등학교로 1학년 공통계열 여학생 2개반(87명)을

선정하여 지수와 로그 단원을 1개 반만 맥락문

제를 활용하여 4주간 실험을 실시하였다. 연구결

과, 맥락문제를 활용한 교수․학습이 수학학습에

대한 신념과 자아에 대한 신념 형성에 있어서

효과를 보였는데, 특히 수학의 가치와 의미를 인

식하는 데에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

수학에서 교사가 가지는 신념과 학생이 가지

는 신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남

상엽(1999)은 학생의 수학적 신념과 더불어 교사

의 수학적 신념을 조사하여, 수학적 신념에 관한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 분석을 시도하였다. 교사

가 수학이 정적이고 불변의 산물이며 절대적이

고 추상적인 지식체로 보는 견해를 가질수록 그

교사의 학생들은 수학이 암기해야 하는 사실과

절차들의 모임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한편, 교사

가 수학 교수에 대하여 긍정적인 신념을 갖고

있을수록 그 교사의 학생들의 수학 학습에 대한

신념도 긍정적이었다.

Peterson, Fennema, Carpenter와 Loef(1989)는 교

사 신념과 학생 성취 사이의 관계를 조사한 결

과, 인지적 기반을 가진 교사들(CB)은 학생들 스

스로 수학적 지식을 구성하고 수학 수업은 이

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조직되어야 한다고 믿는

반면, 인지적 기반이 낮은 교사들(LCB)은 학생

들은 가르치는 수학을 수용함으로써 수학을 학

습하다고 믿는다(Chen, 2005, 재인용). 그리고 교

사의 수학적 신념, 교사의 수학 지식, 학생의 문

제해결 성취사이에 긍정적인 관계를 보고하였

으나 덧셈과 뺄셈과 같은 단순 계산과제에서만

은 CB교사에게 배운 학생과 LCB교사에게 배운

학생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김미월(2001)은 고등학교 수학교사가 수학 및

수학 교수ㆍ학습에 대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

는지를 알아보고, 참여교사가 가지고 있는 신념

과 수업 실제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고등

학교 교직 경력 2년인 고등학교 1학년 수학교사

를 대상으로 두 달 동안 참여관찰을 통하여 교

사의 40차시 수학 수업을 관찰하고 참여 교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모든 수업은 비디오로 녹

화하고, 인터뷰는 오디오로 녹음하여 전사하고

수학교과서, 수업계획안, 그리고 소속 학교 관

련 자료 등 다양한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연구

결과, 참여교사는 ‘수학은 형식적인 언어이며,

미지의 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학문의 발달을

촉진하는 동시에 그 학문의 정당성까지도 보장

하는 가치 있는 교과이다. 그리고 수학 지식은

실생활에서 생성되어 점차적으로 추상화 단계로

발전해 가는 논리적지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

었다. 그리고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의 학습을

안내하는 것이고, 학생의 역할은 여러 가지 상

황에서 규칙성을 발견, 확인, 적용하면서 스스

로 학습하는 것이라는 교수․학습에 대한 신념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 수학 수업을 관찰한 결과,

교수 실제에서 수학 및 교수ㆍ학습에 대한 교사

의 지배적인 신념은 도구주의 관점과 수행을 강

조하는 내용 중심으로 분석되어, 참여교사가 가

지고 있는 수학 및 수학 교수ㆍ학습에 대한 관점

과 실제 수업은 일치하지 않았다.

이상을 정리하면, 수학 교수에 대한 신념은 학

생이 수학 교수나 수학 교사에 대하여 가지는

일련의 정서나 체계이고, 수학 학습에 대한 신

념은 학생이 수학 수업의 방식, 수학 학습 참여,

수학 학습 방법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념이다.

또한 사회적 맥락에 대한 학생의 신념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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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학 수업을 받는 학급, 동료로부터 받는 감

정적인 반응, 학생이 인식한 사회수학적 규범이

수학 문제해결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

미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검사 실시

본 연구에서는 수학적 신념에 대한 측정도구

를 문헌연구와 전문가 검토를 통하여 개발하고,

서울과 인천에 위치한 6개 중학교 2학년 학생

804명과 서울과 경기에 위치한 7개 고등학교 1

학년 학생 86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수학 신념 측정도

구는 질문지로 제작하고 4점 likert 척도에 답하

도록 하는 설문 조사 형식으로 2010년 6월 15일

부터 17일까지 실시되었고, 6개 중학교의 지역

별 분포는 서울 5개교, 인천 1개교였고, 7개 고

등학교 지역별 분포는 서울 3개교, 경기 4개교

였다. 각 학교별로 3~5개 학급을 표집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사전에 검사 실시 요

령 및 주의 사항에 대한 지시를 받은 각 학교의

담당교사들에 의해 학급 단위로 40분 동안 실시

되었다. 설문지 회수율을 살펴보면, 중학교는 804

부가 회수되어 97%정도의 회수율을, 고등학교는

866부가 회수되어 98%정도의 회수율을 보였다.

중학교 학생 804명 중 남학생은 260명, 여학생

은 542명이었고 미표기는 2명이었고, 고등학교 학

생 866명 중 남학생은 277명, 여학생은 588명이

었고 미표기는 1명이었다.

2. 연구방법

수학적 신념 측정에 적합한 문항 선별은 문헌

연구를 통해 하위 구성 요인을 추출하고 측정문

항을 개발한 후 수학교육전문가 3명, 교육심리

전문가 1명, 교육평가 전문가 1명에게 검토를 받

아 문항을 수정하여 1차 측정도구를 완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그렇지 않

다’를 2점, ‘그렇다’를 3점, ‘매우 그렇다’를 4점

으로 하는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대규모 표집 검사를 실시한 후 문항별로 빈

도분석과 기술통계량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중

고등학생들의 수학적 신념을 구성하는 요인들과

각 요인별로 이를 잘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선

별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수학

적 신념의 하위 요인을 추출하고 각 요인별로

같은 요소를 측정하고 있는 문항을 선별하기 위

해 문항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1차

요인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검사 도구를 수정한

후 수정된 검사 도구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

여 AMOS 16.0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다. 또한 수학 신념 측정도구의 각 문항들이

구성 요인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

해 수학교육전문가 3명과 교육평가 전문가 2명

의 검토를 받아 최종 문항을 선정하였다. 특히,

SAS 9.1버전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할 때

는 ML(Maximum Likelihood) 방법으로 요인을

추출했고, 요인의 해석을 위해 요인 간 상관이

있도록 하는 사교회전방법(direct oblimin)을 사용

하였으며, 적합도 지표는 TLI(Tucker-Lewis fit

index)을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시 중요

하게 참조하는 것은 요인계수의 크기가 적절한

지로서, 요인계수가 너무 작으면 수렴 타당도가

낮다고 할 수 있고 요인 간 상관이 너무 크게

나타나면 요인간 변별이 되지 않는다. TLI은 모

든 변인들 간에 상관이 없다고 가정하는 독립모

형에 비해 연구자가 가정하는 모형의 적합도가

향상하는 정도를 비율로 표시한 것으로서 모형

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계산된다. 일반적으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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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복잡할수록 적합도는 증가하며, TLI가 1에

가까울수록 좋고, 0.9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Kline, 1998).

그런 다음, 수학적 신념의 각 요인별로 학교

급과 남녀 집단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

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고등학

교 1학년 학생들의 성취 수준별 집단은 중학교

3학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수학 과목에

서 받은 성취 수준에 따라 우수, 보통, 기초, 기

초미달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고등학생

들은 성취 수준별 집단 간의 차이도 일원분산분

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201명이 우수,

389명이 보통, 128명이 기초, 37명이 기초미달이

라고 응답하였고, 111명은 잘 모른다고 응답하

거나 표기하지 않았다. 기초나 기초미달 수준이

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

문에 이 두 수준을 하나로 합쳐서 우수, 보통,

기초 이하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학교급별, 성별의 영향을 가능한 적게 받는 측

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최종 선정된 수학적 신

념 검사 도구에 대해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비교

하는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여 수학 문제해결 신

념 검사 도구가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에서 동

일하게 사용될 수 있는 도구인지를 검증하였다.

이 때, 자료가 특정한 모형에 잘 부합하는지를 확

인하기 위해여 적합도 지수로 TLI외에도 RMSEA

(root-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와 CFI

(Comparative fit index)을 사용하였다. CFI도 TLI

와 마찬가지로 모델간의 간명성을 비교하는 비

교부합치로 CFI가 1에 가까울수록 좋고, 0.9이상

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Bentler, 1990). 추정오차의 평균인 RMSEA는 관

찰값과 모델 분산공분산 행렬의 적합도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RMSEA가 0.1이하이면 적합

도가 양호하고, 0.05이하이면 적합도가 우수하며,

0.01이하이면 적합도가 굉장히 우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Steiger, 1990). 다만, 중학교와 고등학

교 간 신념 요인들이 서로 요인구조가 다를 경

우, 두 요인을 같은 수준에서 비교하는 것이 용

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간

에 대응되는 문항들에 한하여 문항수준의 평균

비교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표본 수가 충분

한 것을 감안하여 중․고등학교 두 모집단 간 차

이에 대한 z 통계량3)을 산출하여 통계적으로 차

이가 유의미한 것인지를 확인하였다.

Ⅳ. 연구 결과

본 장에서는 수학적 신념 검사 도구 개발과 대규

모 표집 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결과를 살펴본다.4)

1. 수학적 신념 측정을 위한 검사 도구

개발

수학적 신념 문항은 Schoenfeld(1989), Thompson

(1992), McLeod(1992), Kloosterman & Stage(1992),

남상엽(1999), Chen(2005),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설문 조사 등에서 사용된 문항을 번안하

3) 표본 수가 충분하다고 할 때(두 집단의 표본 수가 30을 넘으면),  















    

.

4)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수학적 신념을 측정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표집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으

나 연구 협력 학교 모집 결과,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학교들만이 협조하였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해석

할 때, 본 연구가 대단위 표집 검사로 이루어졌으므로 어느 정도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적 신념의 특성

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 전체 중․고등학생들의 신념 조사로 지나치게 일반화하는 해석은

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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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우리나라 상황에 맞추어 수정하여 중학교는

64문항, 고등학교는 65문항을 1차적으로 제작하

였다. 중학교 63문항은 수학 교과에 대한 신념

14문항, 수학 문제해결에 대한 신념 14문항, 수

학 자아개념 16문항, 수학 교수․학습에 대한

신념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고등학교 65문항

은 수학 교과에 대한 신념 13문항, 수학 문제해

결에 대한 신념 13문항, 수학 자아개념 17문항,

수학 교수․학습에 대한 신념 22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간의 문항 수가 약간

의 차이가 있는 것은 학교급의 차이로 인한 학

생들의 연령과 이해 능력 등을 고려하였기 때

문이다.

중학교 2학년 학생 804명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 86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1

차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2-6요인까지)을 실시

하여 요인계수가 낮은 문항을 제외한 결과, 수

학교과에 대한 신념, 수학 문제해결에 대한 신

념, 자아개념, 수학 교수․학습에 대한 신념이라

는 4개의 영역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문항이 중

학교 51문항, 고등학교 53문항으로 선별되었다.

이때, 각 하위 요인의 내적 합치도가 .90이상이

되도록 사교회전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수학교

육 전문가와 수학학습심리 전문가 및 측정평가

전문가와의 2차례에 걸쳐 1차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와 각 문항의 적합성을 분석하고 수학적 신

념의 4개 영역 각각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각 영역에서 문

항들의 요인 계수가 높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

치한 문항을 선별한 결과, 중학교는 최종 37문

항, 고등학교는 최종 40문항이 선정되었다.

먼저, 수학교과에 대한 신념의 요인 분석 결

과를 살펴보면, 중학교는 요인계수가 높고 전문

가협의회에서 타당하다고 판정된 문항은 총 7개

였고, 이때 TLI는 .98이었으나 수학 교과에 대한

신념은 하위 요소로 구분되지는 않았다. 고등학

교는 총 9개의 문항이 선정되었고 3요인 분석이

TLI가 .91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3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고등학교급에서 나

타난 ‘수학 교과에 대한 신념’의 하위 3요인은

수학교과에 대한 특징과 관련된 학생의 신념으

로 ‘고정관념’, ‘유용성’, ‘논리성’이라고 명명하

였다. ‘유용성’은 수학 교과가 일상생활, 장래

직업이나 대학진학에 유용한 과목이라거나 학교

에서 중요한 교과목이라고 믿는 신념으로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고, ‘논리성’은 수학교과가 논리

적이고 조직적인 특성을 가진다는 것과 관련된

신념으로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고정관념’

은 암기 위주, 주입식 교육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신념을 말하고 2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중학교용 검사 문항과 문항 수가 2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7개의 문항의 경우, 그 요인분석

결과가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에서 유의하였으

나 2개의 문항은 중학교급에서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개 문항은 ‘수학은 암기해야 하는 공

식, 사실이나 절차들이다.’와 ‘수학이란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설명하는 기호와 절차의 조직

적이고 논리적인 체계이다.’이다. 특히, 고등학생

의 ‘고정관념’ 요인 측정 문항인 ‘수학은 암기해

야 하는 공식, 사실이나 절차들이다.’의 요인계수

가 중학생들에게는 낮게 나타나 고등학생용 신념

측정 검사 문항으로는 채택되었지만 중학생용 신

념 측정 검사 문항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현상

은 조사 대상이었던 중2학생은 아직 연령이 낮아

수학에 대한 신념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있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조사 시기가 4월초로서 중학교 1

학년 때까지의 학습 경험에 근거하여 응답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중학교급에서 ‘수학

이란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설명하는 기호

와 절차의 조직적이고 논리적인 체계이다.’문항은

요인계수가 낮게 나타났고 중학생들이 이해하기

에는 문장이 길고 그 표현이 어려워 문항이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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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신념

범주
학교급 요인 문항

수학교과에

대한 신념

중학교
하위요인으로

구분 안 됨

1 수학은 일관성이 있고 확실하고 모순도 없으며 애매하지도 않다.

2 수학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필요한 학문이다.

3 수학은 과학이나 다른 교과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

4 수학은 학교에서 배우는 중요한 과목 중 하나이다.

5 수학을 배우면 장래 여러 직업에서 쓸모 있을 것이다.

6 수학은 창의적 활동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

7 수학을 배우면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고등학교

고정관념
1 수학은 암기해야 하는 공식, 사실이나 절차들이다.

2 수학은 창의적 활동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R)

논리성

3 수학은 일관성이 있고 확실하고 모순도 없으며 애매하지도 않다.

4
수학이란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설명하는 기호와 절차의 조직

적이고 논리적인 체계이다.

5 수학을 배우면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유용성

6 수학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필요한 학문이다.

7 수학은 과학이나 다른 교과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

8 수학은 학교에서 배우는 중요한 과목 중 하나이다.

9 수학을 배우면 장래 여러 직업에서 쓸모 있을 것이다.

<표 Ⅳ-1> 수학교과에 대한 신념 검사 문항

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삭제되었다. <표 Ⅳ-1>은 학교급별

수학교과에 대한 신념 최종 문항이고, [그림 Ⅳ-1]

은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이다.

수학적 자아개념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 결

과, 4요인 분석이 가장 적합하였고 TLI는 중학교

는 .96, 고등학교는 .95로 나타났다. 각 문항의

특성에 따라 4개의 요인을 ‘감정’, ‘유익성’, ‘선

천적 능력’, ‘자신감’으로 명명하였고, 수학적 자

아개념의 최종 측정 도구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11개의 문항으로 <표 Ⅳ-2>와 같다.

‘감정’은 ‘수학 공부는 싫다.’, ‘수학은 재미있

다.’와 같이 학생의 경험에 비추어 수학 교과에

대한 감정적 판단을 표현하는 요인이다. 이때,

1차 도구 문항으로 선정되었던 ‘나는 다른 사람

보다 수학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문항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 요소가 들어 있고 학생마다 주

관적인 경험과 기준이 달라 수학적 자아개념이

라는 독립된 요소를 직접적으로 측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최종

도구에서는 제외하였다. ‘유익성’은 수학교과에

대한 신념의 유용성 요인과 달리 학생 자신의

미래 직업이나 진학 등 수학이 미래 준비와 관

련하여 유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게

하는 신념 요소이다. 예를 들어,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더 좋은 대학을 갈 것이다.’와 같은 문

항이다. 그런데 최초 제작된 문항 중 ‘수학을

공부하는 것은 나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는 문항이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유익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문항은 미래 직업 선택이나 대학 진학, 수학

과목의 유익성에 대한 판단을 측정하기보다는

학생 자신의 능력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최종 문항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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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수학 교과에 대한 신념 검사 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교과에

대한 신념

q2→최종1번

q6→최종2번

q9→최종3번

q12→최종6번

q11→최종5번

q10→최종4번

q13→최종7번

.307

.664

.615

.564

.714

-.374
.599

e1

e2

e2

e2

e2

e2

e2

<고등학교> 수학 교과에 대한 신념 검사 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369

q13→최종5번

q8→최종4번

q2→최종3번

q6→최종6번

q12→최종2번

q9→최종7번

q10→최종8번

q11→최종9번

q1→최종1번
고정관념

논리성

유용성

.249

.728

.338

.592

.665

.575

.619

.622

.676

-.340

.779

e1

e2

e3

e4

e6

e5

e7

e8

e9

[그림 Ⅳ-1] 수학교과에 대한 신념 영역 확인적 요인 분석 모형

외하였다. ‘선천적 능력’은 학생들이 수학 공부

를 잘하기 위해서는 타고 나야 한다거나 자신

이 수학 공부에서 실패하는 것은 능력의 한계

에 도달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수학 학습 능력이나 학습의 성공과 실패의 원

인을 학생이 타고난 선천적 능력과 관련시켜

생각하는 요소이다. 이는 자신의 학습 에 대한

성공과 실패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는 학습동기

이론 중 귀인 이론과 관련된다. 학습의 성공과

실패의 대표적인 귀인은 운, 노력, 능력, 외적

요인이 있는데 그 중 능력 특히 선천적 능력

귀인만이 수학적 자아개념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감’은 여러 선행 연구에서와 같

이 어떤 과제를 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로서 ‘나는 어려운 수학문제도 풀 수

있다’와 같은 문항이 해당된다.

전문가 검토를 거쳐 최종 문항을 확정한 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최종 검사 도구의 타당성과 신

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수학적 자아개념

신념은 [그림 Ⅳ-2]와 같이 각 문항의 요인계수

가 높은 모형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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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위(q17)부터 순서대로 최종 검사 도구에서는 문항 27번부터 문항37번까지로 배치됨

[그림 Ⅳ-2] 수학적 자아개념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 모형

수학적

신념 범주
요인 문항

수학적

자아개념

감정

27 수학은 재미있는 교과이다.

28 수학 공부가 싫다.(R)

29 수학은 지루하다.(R)

유익성
30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더 좋은 대학을 갈 것이다.

31 수학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미래 직업에서 더 성공적일 것이다.

선천적 능력

32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타고나야 한다.(R)

33 수학 공부를 못하는 것은 머리가 나쁘기 때문이다.(R)

34 수학 성적이 점점 떨어진다면 그것은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R)

자신감

35 내가 노력만 한다면 수학을 잘 할 수 있다.

36 나는 어려운 수학 문제도 풀 수 있다.

37 친구에게 수학 공식을 설명해 줄 수 있다.

*(R)은 역배점 문항이다.

<표 Ⅳ-2> 수학적 자아개념 검사 문항

중등남자, 중등여자, 고등남자, 고등여자의 네

집단을 대상으로 다집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Ⅳ-3>과 같이 자아개념 신념 모형은 중학교와 고

등학교 모두 학교급과 상관없이 동일한 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측정도구로 확인되었다.

측정틀 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 검증을 실

시한 결과,    로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나 자료와 모형 간에 괴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TLI 및 CFI, RMSEA

등 다른 합치도 지수들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표본 크기에 민감한 의 성질을 고려했을 때

전문가 회의를 통해 측정틀 동일성 모형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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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TLI CFI
RMSEA

(95% CI)

ECVI

(95% CI)

측정틀동일성 363.535 152 - - .939 .965
.029

(.025:.033)

.406

(.375:.442)

측정단위동일성 402.784 173 39.249 21 .942 .962
.028

(.025:.032)

.405

(.372:.442)

측정원점동일성 546.659 194 143.875 21 .920 .941
.033

(.030:.036)

.466

(.426:.510)

<표 Ⅳ-3> 각 동일성 모형의 합치도 지수

집단
요인평균

감정 미래사회 유익성 선천적 능력 자신감

중등남자(참조집단)
평균 0 0 0 0

t값 - - - -

중등여자
평균 -.043 -.130 -.039 -.083

t값 -.607 -1.946 -.743 -1.930

고등남자
평균 .232 .143 .022 .059

t값 2.834** 1.909 .373 1.174

고등여자
평균 .029 .203 .039 -.110

t값 .400 3.171** .758 -2.618**

** 수준에서 유의

<표 Ⅳ-4> 요인평균 비교 결과

할 수 있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었다. 그리고

각 집단의 요인계수에 동일화제약을 부여한 측

정단위 동일성(metric invariance) 모형과 측정원점

동일성(scalar invariance) 모형에 대해 검증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 측정틀 동일성 모형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통계량을 제외하면 다른 합치

도 지수들이 측정틀 동일성에 비해 크게 나빠지

지 않았으므로 두 모형 모두 받아들일 만한 것

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특히, 자아개념에 대한

신념 모형에서 각 집단에 대해 측정원점 동일성

이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요인평

균 비교를 실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표 Ⅳ

-4>와 같이 선천적 능력 요인에서 집단 간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

만 감정, 미래 준비에서의 유익성, 자신감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중학교 남학생 집

단에 비해, 중학교 여학생들은 모든 요소에서 그

요인평균이 낮았고, 고등학교 남학생들은 .01수

준에서 감정적 요인에서의 요인 평균이 유의미

하게 높았고, 고등학교 여학생집단은 유익성 요

인 평균은 높았으나 자신감 요인 평균은 낮았다.

수학 교수․학습에 대한 신념을 탐색적 요인

분석한 결과,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4요인 분

석이 가장 적합하였고 TLI는 중학교는 .96, 고

등학교는 .97로 나타났으나 4개 요인은 서로 다

르게 나타났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공통적

으로 나타난 요인은 ‘교사의 수업 활동’, ‘학습

참여’, ‘공부 방법’에 대한 신념 요인이고, 서로

다른 요인에는 중학교는 ‘문제 풀이’, 고등학교에

서는 ‘답의 중요성’ 요인이 나타났다. 수학 교수․

학습에 대한 신념을 측정하는 최종 검사 문항은

탐색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장한 중학교는 10문항, 고등학교

는 11문항으로서 <표 Ⅳ-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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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신념

범주
학교급 요인 문항

수학

교수․학습에

대한 신념

중학교

문제풀이
17* 수학공부는 문제의 풀이법에 충분히 익숙해지는 것이다.

18*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한다.

교사의

수업활동

19
수학 수업에서 선생님이 학생의 답이 왜 틀렸는지를 생각할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20
수학 수업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방법을 보여주는 것은 중요하다.

학습참여
21 나는 수학 숙제를 열심히 한다.

22 나는 수학 수업 시간 동안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공부 방법

23**
수학에서 정답을 구하는 것이 왜 정답인지 그 이유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24 수학을 잘 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식을 암기해야 한다.

25** 수학 학습의 목표는 이해보다는 옳은 답을 얻는 것이다.

26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규칙을 아는 것이다.

고등

학교

답의 중요성

19
옳은 답을 찾기 위해 사용했던 절차보다 옳은 답을 얻는 것

이 더 중요하다.

20**
수학에서 정답을 구하는 것이 왜 정답인지 그 이유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21** 수학 학습의 목표는 이해보다는 옳은 답을 얻는 것이다.

교사의

수업활동

22
수학 수업에서 선생님이 학생의 답이 왜 틀렸는지를 생각할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23
수학 수업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방법을 보여주는 것은 중요하다.

학습참여
24 나는 수학 수업 시간 동안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5 나는 수학 숙제를 열심히 한다.

공부 방법

26* 수학 공부는 문제의 풀이법에 충분히 익숙해지는 것이다.

27 수학을 잘 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식을 암기해야 한다.

28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규칙을 아는 것이다.

29*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한다.

※ 고등학교의 ‘공부 방법’요인 측정 문항 중 2문항(*표시)은 중학교에서는 새로운 요인인 ‘문제풀이’를 측정

하는 문항으로 분류됨.

※ 중학교의 ‘공부 방법’요인 측정 문항 중 2문항(**표시)은 고등학교에서는 새로운 요인인 ‘답의 중요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분류됨.

※ 요인분석 결과, 19번 문항은 고등학교에서만 유의미한 문항임.

<표 Ⅳ-5> 수학 교수-학습에 대한 신념 검사 문항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요인은 ‘교사의 수업 활동’, ‘학습 참여’, ‘공부

방법’에 대한 신념 요인이고, 서로 다른 요인에

는 중학교는 ‘문제 풀이’, 고등학교에서는 ‘답의

중요성’ 요인이 나타났다. ‘교사의 수업 활동’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행동 중 학생들이 수학

학습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행동에 대한 특징을

나타내는 요인으로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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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수학 수

업 시간에 교사가 학생의 오류를 스스로 반성하

는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한 문제에 대한 다

양한 풀이방법을 보여주는 활동이 학생들의 수

학적 신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

습 참여’는 수학 수업 시간의 학생의 활동과 관

련된 요인으로서 학생이 자신의 수학적 신념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뜻

한다. 도구 개발 처음에는 학생이 수업시간에

앞에 나와서 칠판에 문제를 푸는 행동, 숙제, 강

의 경청, 학생 발표, 예습, 복습 등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각각의 문항으로 세분화하여 조사

하였다. 그러나 요인 분석 결과, 숙제를 열심히

하는 행동 외에는 요인계수가 낮았고, 오히려

‘나는 수학 수업 시간 동안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통합적인 문구로 표현되는 문항에

대한 요인계수가 높았다. 즉, 학생들은 ‘학습 참

여’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을 수업시간 내외라는

시간의 흐름을 기준으로 자신들의 수학 교수․

학습 활동에 대한 자기평가적 관점의 신념을 구

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부 방법’ 요인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믿는 행

동으로서, 모든 공식을 암기하고 많은 규칙을 알

고 있어야 하고, 많은 문제를 풀고 그 풀이방법

을 숙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정답을 구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믿는 것 등이 이에 속한다. 다만,

학교급에 따라서 공부 방법에 대한 신념이 변하

고 있는데, 중학생들은 많은 문제를 풀고 그 풀

이방법을 숙지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

여 공부 방법과는 별도의 요인으로 생각하는 신

념이 나타나고 있었고, 고등학생들은 이미 많은

문제를 푸는 것은 일종의 공부 방법일 뿐이며 한

발 더 나아가 풀이보다 정답을 맞히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학생들에게 ‘문제 풀이’에 대한 신념을 측정

하는 것으로 분류된 2개 문항은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한다.’와 ‘수학 공

부는 문제의 풀이 방법에 충분히 익숙해지는 것

이다.’이다. 그런데, 이 두 문항은 고등학생들에

게는 ‘공부 방법’에 대한 신념에 해당하는 문항

이었다. 즉, 우리나라 중학생들은 고등학생과 달

리 ‘문제 풀이’를 ‘공부 방법’ 의 요인과는 별도

로 구분지어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즉,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으로는 많은 공식과 규칙의 암기

및 숙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수학 공부 방법과

별개의 것으로 문제풀이와 그 풀이 방법의 숙지

를 구분지어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즉, 수학을

잘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식을 암기하고 많은

규칙을 알아야 하는 ‘공부 방법’ 요인으로는 충

분하지 않고, 문제를 많이 풀고 그 풀이 방법을

충분히 알아야 한다는 ‘문제 풀이’ 요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중학

생들을 인터뷰하고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분석

결과를 논의한 결과, 중학생들은 많은 문제를 풀

어 그 풀이 방법을 잘 알고 있으면 시험을 잘

볼 수 있고, 수학 공부에서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실력 향상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고등학생들에게서는 중학생들에게는 ‘공

부 방법’ 요인에 속했던 2개의 문항 ‘수학에서

정답을 구하는 것이 왜 정답인지 그 이유를 아

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와 ‘수학 학습의 목표는

이해보다는 옳은 답을 얻는 것이다.’가 별도의

요인 ‘답의 중요성’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중학

생들에게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유의미하지 않

았던 문항인 ‘옳은 답을 찾기 위해 사용했던 절

차보다 옳은 답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도

‘답의 중요성’ 요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대하여 고등학생을 인터뷰하고 전문가

협의회를 걸쳐 그 분석 결과를 논의한 결과, 학

교 내신 성적을 잘 관리하고 수능을 준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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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수학 교수․학습 신념 확인적 요인 분석 모형

q85→최종 21번

q80→최종 26번

q71→최종 25번

q87→최종 22번

q67→최종 24번

q68→최종 19번

q69→최종 20번

q39→최종17번

q53→최종 18번

q65→최종 23번

공부 방법

학습참여

교사의

수업활동

문제 풀이

.344

.487

.329

.701

.692

.729

.621

.695

.677

.523

.181

.176

.426.339

.605

.377

e1

e2

e3

e4

e6

e5

e7

e8

e9

e10

고등학교 수학 교수․학습 신념 확인적 요인 분석 모형

q69→최종 23번

q68→최종 22번

q71→최종 21번

q86→최종 24번

q65→최종 20번

q96→최종 25번

q43→최종 26번

q67→최종 27번

q79→최종 28번

q63→최종 19번

답의 중요성

교사의

수업활동

학습참여

공부 방법

.689

.361

.672

.776

.689

.419

.529

.597

.420

e1

e2

e3

e4

e6

e5

e7

e8

e9

e10

q82→최종 29번e11

.640

.608

-.225

.233

-.093

.021

.214

.330

[그림 Ⅳ-3] 수학 교수․학습 신념(중/고)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 모형

대학 입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와

달리 많은 문제를 풀고 그 풀이방법을 숙지하는

것은 일상적인 수학 공부 방법이며, 이를 넘어

중학교 때보다 수준이 높고 더 어려워진 수학

문제의 답을 맞히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믿고

있었다.

이상의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에 대하여 확

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Ⅳ-3]과

같다.

마지막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간 수학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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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고등학교

문항번호 평균
표준

편차
N 문항번호 평균

표준

편차
N Z(고-중)

1 2.59 0.815 802 3 2.65 0.821 866 1.49694

2 2.76 0.88 803 6 2.43 0.843 865 -7.80873**

5 2.92 0.84 803 9 2.69 0.886 864 -5.44043**

23 2.51 0.942 802 20 2.53 0.88 861 0.44656

22 2.55 0.81 799 24 2.55 0.77 860 0

26 2.66 0.769 800 28 2.69 0.679 863 0.840685

** p<.01수준에서 유의

※ 문항번호는 최종 검사도구의 번호로 같은 내용이나 학교급에 따라 배치가 달라 차이가 있음

<표 Ⅳ-6> 수학 교과에 대한 신념 및 수학 교수․학습에 대한 신념 요인의 중/고 문항 간 평균 비교

에 대한 신념과 수학 학습에 대한 신념 요인은

서로 요인구조가 달라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간

에 대응되는 문항들에 한하여 문항수준의 평균

비교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 Ⅳ-6>과 같

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의 중학교의 2번과 고

등학교의 6번 문항(‘수학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필요한 학문이다.’)과 중학교 5번과 고등학교 9

번 문항(‘수학을 배우면 장래 여러 직업에서 쓸

모 있을 것이다.’)에서만 평균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두 문항 모두에서 중학교

의 평균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어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수학의 가치와 유용성면에서 보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수학적 신

념 특성 분석

본 절에서는 수학적 신념이 학교급별로 성별,

성취수준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요인별로 실시한 일원분산분석의 결과를

논의한다.

먼저, 수학적 신념의 각 요인별로 남학생과 여

학생 차이가 있는지를 학교급에 따라 각각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7>, <표 Ⅳ-8>

과 같다.

분산분석 결과, 중학교의 경우 .01 수준에서

수학 교수․학습 신념 요인 중 ‘공부 방법’에서

남학생의 평균이 여학생의 평균보다 높았고, .05

수준에서 ‘교사의 수업활동’에서 여학생의 평균

이 남학생의 평균보다 높았다. 즉, 남학생은 수

학을 공부할 때 모든 공식과 규칙을 암기하고

정답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 측면이 여

학생보다 강하지만, 여학생은 수학 수업에서 학

생들에게 다양한 풀이 방법을 보여주거나 학생

의 답이 틀렸을 경우 스스로 이를 반성할 수 있

는 시간을 충분히 생각하는 교사의 수업 방식이

중요하다고 믿는 신념이 남학생보다 강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01 수준에서 수학 교수․학

습에 대한 신념의 하위요인 중 ‘답의 중요성’, 수

학적 자아개념의 하위요인 중 ‘감정’과 ‘자신감’

은 남학생의 평균이 여학생의 평균보다 높았다.

.05 수준에서 수학 교과에 대한 신념의 하위요인

중 ‘유용성’은 남학생의 평균이 여학생의 평균보

다 높았고, 수학 교수․학습에 대한 신념의 하위

요인 중 ‘교사의 수업활동’에서만이 여학생의 평

균이 남학생의 평균보다 높았다. 즉, 고등학생의

경우, 교사의 수업 방식이 중요하다고 믿는 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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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하위요인 성 별 남학생 여학생 F 유의확률

수학교과에 대한

신념

하위요인 없음

학생수 247 525

.386 .534평균 2.7919 2.8158

표준편차 .5446 .4753

학습 방법

학생수 257 536

14.023 .000**평균 2.5113 2.3614

표준편차 .5994 .4904

학습 참여

학생수 258 539

.394 .530평균 2.5388 2.5046

표준편차 .7856 .6834

수학 교수․학습에

대한 신념

교사의 수업활동

학생수 256 539

5.181 .023*평균 3.0215 3.1262

표준편차 .6977 .5570

문제 풀이

학생수 255 540

2.459 .117평균 2.9359 2.9944

표준편차 .5787 .4437

감정

학생수 256 535

.869 .352평균 2.2930 2.2374

표준편차 .8503 .7516

자아개념

유익성

학생수 256 535

2.785 .096평균 3.0283 2.9547

표준편차 .6163 .5629

선천적 능력

학생수 257 538

.516 .473평균 2.1167 2.0812

표준편차 .6162

자신감

학생수 257 536

.827 .363평균 2.6411 2.6003

표준편차 .6256 .5736

*p< .05 수준에서 유의

** p< .01 수준에서 유의

<표 Ⅳ-7> 수학적 신념의 3개 요인에서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 분석(중학교)

만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을 뿐, 수학 교과의

유용성이나 수학이 재미있다는 등의 수학적 자아

개념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나

고 있었다. 또한, 문제의 답을 잘 맞히는 것이 문

제의 풀이과정을 아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결과지

향적인 신념 역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수학은 유용

하다고 믿는 신념과 수학 교수․학습에서 옳은

답을 구하는 것과 많은 문제를 풀고 그 풀이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신념이 중․고등

학교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고, 중학

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남학생은 수학

적 자아개념 중 수학이 재미있고 수학 공부가

좋아지는 ‘감정’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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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하위요인 성 별 남학생 여학생 F 유의확률

수학교과에 대한

신념

유용성

학생수 274 577

6.015 .014*평균 2.7873 2.6908

표준편차 .5914 .5083

논리성

학생수 275 586

.028 .868평균 2.8133 2.8197

표준편차 .5787 .4926

고정관념

학생수 277 5884

1.315 .252평균 2.4645 2.5051

표준편차 .5704 .4400

수학 교수․학습

에 대한 신념

답의 중요성

학생수 274 583

11.393 .001평균 2.4389 2.3087

표준편차 .5651 .5071

학습참여

학생수 275 584

4.493 .034*평균 3.1073 3.1909

표준편차 .5891 .5147

교사의 수업활동

학생수 270 580

8.229 .004**평균 2.6259 2.4862

표준편차 .7090 .6376

공부 방법

학생수 272 583

.439 .508평균 2.8796 2.9018

표준편차 .4953 .4373

자아개념

감정

학생수 275 581

11.233 .001**평균 2.4479 2.2628

표준편차 .7711 .7466

유익성

학생수 276 586

.009 .925평균 3.2198 3.2241

표준편차 .6667 .6137

선천적 능력

학생수 275 583

.345 .557평균 2.1382 2.1657

표준편차 .6427 .6032

자신감

학생수 276 583

17.613　 .000**평균 2.5942 2.4247

표준편차 .6097 .5237

*p< .05 수준에서 유의

** p< .01 수준에서 유의

<표 Ⅳ-8> 수학적 신념의 3개 요인에서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 분석(고등학교)

여학생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교사의 수

업활동’요인이 수학을 배우고 익히는데 중요하

다고 생각하는 신념만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성취 수준별

집단을 중학교 3학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의 수학 과목에서 받은 성취 수준에 따라 ‘우

수’, ‘보통’, ‘기초 이하’의 3개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수학적 신념의 각 요인별로 학생의

수학 성취 수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

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는 <표 Ⅳ-9>와 같다.

분석 결과, 자아개념의 하위요인 중 ‘선천적

능력’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성취수준별로 요

인평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의 요인에서는 ‘우수’ 집단 학생들의 요인평균

이 높았고 ‘기초 이하’ 집단으로 갈수록 요인평

균이 낮았다. 그러나 교과에 대한 신념의 하위

요인 중 ‘고정관념’, 수학 교수․학습 방법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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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하위

요인

우수 보통 기초 이하

F
유의

확률평균 학생수
표준

편차
평균 학생수

표준

편차
평균 학생수

표준

편차

수학

교과에

대한

신념

유용성 2.9993 196 .50086 2.6960 383 .52007 2.5273 165 .51353 40.523 .000**

논리성 2.9867 200 .50882 2.8063 389 .49934 2.6992 164 .51590 15.522 .000**

고정관념 2.3383 200 .48596 2.5052 388 .47229 2.5996 164 .45249 14.836 .000**

수학

교수․

학습에

대한

신념

답의

중요성
2.2550 199 .55218 2.3815 386 .49711 2.3948 164 .57557 4.462 .012*

학습참여 3.2789 199 .50887 3.1869 388 .51515 3.0122 164 .61910 11.312 .000**

교사의

수업활동
2.7475 198 .65250 2.5714 385 .61616 2.3428 159 .70965 17.263 .000**

공부 방법 2.8090 199 .46598 2.9072 388 .42881 2.9612 161 .47644 5.519 .004**

자아

개념

감정 2.7736 198 .71736 2.3363 388 .69269 1.9268 164 .66646 67.383 .000**

유익성 3.3682 201 .53583 3.2388 388 .60736 3.0061 165 .70564 16.118 .000**

선천적

능력
2.1313 198 .61531 2.1220 388 .61516 2.2343 165 .62277 2.032 .132

자신감 2.8360 200 .52390 2.4884 387 .48109 2.1439 164 .49910 87.953 .000**

*p< .05 수준에서 유의

** p< .01 수준에서 유의

<표 Ⅳ-9> 수학적 신념 요인에서 성취수준별 차이 분석(고등학교)

인의 ‘답의 중요성’, ‘문제풀이’에서는 ‘기초 이

하’ 집단 학생들의 요인평균이 가장 높았고 ‘우

수’ 집단의 학생들의 요인평균이 가장 낮았다.

즉, ‘기초 이하’ 집단 학생들이 수학은 암기해

야 하는 공식과 절차라거나 창의적 활동에 대

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고정관

념’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수학 학습

에서도 풀이과정을 아는 것보다 정답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많은 문제를 풀고 그 풀이법

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신념 또한 보이

고 있었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함께 우리나라 중․

고등학생 866명을 대상으로 표집 검사를 실시하

고 이에 대해 다양한 심리측정학적 방법을 타당

한 절차에 따라 활용하여 학교급별로 학생들의

수학적 신념을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

된 수학 신념 측정 도구를 <부록1>, <부록2>와

같이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헌 연구와 수학

교육전문가와 심리 측정 전문가 등의 검토를 바

탕으로 수학적 신념을 수학교과에 대한 신념, 수

학 문제해결 신념, 수학 교수․학습에 대한 신념,

수학적 자아개념의 하위 요소로 구성하여 1차 도

구를 개발한 뒤 대단위 표집 검사로 중․고등학

생의 수학적 신념을 조사하였다. 그런 다음, 탐색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수학적 신념의 각 하위

요소를 구성하는 세부 하위 요인을 도출하고 확

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뒤, 수학교육전문가와 교

육평가전문가 등의 검토와 자문을 받아 수학적

신념을 측정하는 최종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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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수학적 신념은 앞서 언급한 4개 요소

로 구성되는데 그 각각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학교과에 대한 신념’은 중학교에서는 하위

요인으로 구분되지는 않아 요인계수가 유의미하

지 않은 문항을 제외하고 최종 7문항이 도출되

었으며, 고등학교에는 ‘고정관념’, ‘논리성’, ‘유

용성’이라는 세 가지 하위 요인의 총 9개 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수학 교수․학습에 대한 신념’

은 중학교 검사 도구에서는 ‘문제풀이’ 2문항,

‘교사의 수업활동 2문항’, ‘학습참여’ 2문항, ‘공

부 방법’ 4문항으로서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

되었고, 고등학교 검사 도구에서는 ‘답의 중요

성’ 3문항, ‘교사의 수업활동’ 2문항, ‘학습 참여’

2문항, ‘공부 방법’ 4문항의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수학적 자아개념’은 중학교와 고등

학교 모두 ‘감정’ 3문항, ‘유익성’ 2문항, ‘선천적

능력’ 3문항, ‘자신감’ 3문항의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수학적 자아개념 측정 도구는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에서 학교급과 상관없이 동일한 문항으로 간편

하게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측정도구임을 확

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수학 신념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대단위 표집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중

학교 남학생 집단, 중학교 여학생 집단, 고등학

교 남학생 집단, 고등학교 여학생 집단으로 나누

어 요인평균과 집단별로 각 요인의 분산 및 요

인 간 상관계수를 비교한 결과, 본 연구에서 개

발한 측정 도구가 학교급별, 성별의 영향을 가능

한 적게 받는 수학 신념 측정 도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중학교와 고등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손쉽게 제한된 시간 안에 사용할 수 있

는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각 요소의 하위요인을

구성하는 문항 수는 요인분석 결과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최소한의 문항 수로 구성하였다.

우리나라 중, 고등학생의 수학적 신념을 학교

급별, 성별, 성취수준에 따라 어떤 특성이 나타

나는지를 분석한 결과,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수학적 신념에 차이가 나타났다. 중․고등학교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수학이 유용하다고

믿는 신념과 수학을 배우고 학습할 때 옳은 답

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많은 문제를 풀고 그

풀이법을 숙지한다고 믿는 신념이 강하게 나타

났다. 특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남학생은 수학적 자아개념 중 ‘감정’ 요인이 여

학생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반면, 여학생은

중․고등학교 모두 수학 교수․학습에 대한 신

념 중 ‘교사의 수업활동’ 요인이 중요하다고 믿

는 신념만이 남학생보다 강하였다. 또한 고등학

교 1학년 학생들의 성취 수준별 집단을 중학교

3학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수학 과목

에서 받은 성취 수준에 따라 ‘우수’, ‘보통’, ‘기

초 이하’의 3개 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

과, ‘선천적 능력’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성

취수준별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수학적 신념의 측정 도구

의 활용과 보급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 도구

를 사용한 결과의 해석 및 처방에 대한 연구와

그 활용에 대한 교사 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많은 교사들이 학생의 수학적 신념의 신장이 필

요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한 명의 수학 교

사가 담당한 학생들이 120명이상이 될 경우 각

학생들의 수학적 신념이나 정의적 특성을 파악

하고 그에 맞는 지도를 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

운 일이다. 따라서 수학 교사가 현장에서 쉽게

학생들의 수학적 신념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

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측정 문항 각각에 대한 처방이 무엇

인지 연구하고 그 연구 결과가 현장에 지속적으

로 피드백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수학

적 신념 측정 도구의 보급과 결과의 해석을 바

탕으로 효과적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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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국가수준, 지역사회 수준, 학교 수준, 수업

수준의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생들의 수학에 대

한 정의적 요인을 경제적이고 용이한 방법으로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을 것이다.

수학에 대한 가치 인식에서 내재적 가치에 대

한 인식 증가를 위해 보다 흥미롭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학교 수학의 내용 소재 개발이 필요하다.

수학적 자아개념이 부정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학업 성취의 저조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부정

적인 자아 개념의 심화는 수학 학습의 누적적인

부진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친화적 수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학적 신념에서 나타난 남녀 학생의 차이를 줄

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등학교에서 수학 교사가 본 연

구에서 개발한 수학적 신념 검사 도구를 활용하

여 학생 개개인의 수학적 신념을 파악한다면 학

생과 수학 학습 방법에 대하여 상담을 할 때 도

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적 영역의 성취와 정의적 영

역의 성취가 조화를 이루는 학습 풍토 조성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정의적 영

역에서의 낮은 성취의 원인은 지나친 학업 경쟁

과 학습량 부담 과다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

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학 수업 방법을 평가

에 초점을 두고 경쟁적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간의 협력과 토론이 활발하

고 수학의 원리를 학생 스스로 발견하고 조직해

보는 수학 수업을 추구하는 수업 문화로의 변화

방안을 국가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

는 Hannula(2002)의 사례 연구에서도 수학에 대

한 가치 인식이 낮았고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

지고 있던 학생도 반년동안 특별한 처치 없이

토론형 협력 학습 결과, 수학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는 호불호가 동시에 나타났지만 수학에서의

성공 경험이 증가하였고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수학을 잘해야 한다는 가치 인식에서는 긍정적

으로 변화하였다는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와

무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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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 Development and Analysis of Secondary Students'

Mathematical Beliefs

Kim, Bumi (Wonkw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develop

instrument of mathematical belief of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to analysis results of

test using the instrument. Based on the results of

literature review, mathematical belief is the cumulative

effects of self-assessment and self-concept in mathematical

learning and achievement experience. Four sub-components

of mathematical belief is identified belief of school

mathematics, belief of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mathematical self-concept, belief of mathematical

teaching and learning. The instrument was developed

to investigate mathematical belief by reflecting Korean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psychological

characters. To develop the appropriate items for the

mathematical belief, after reviewing literature thoroughly,

first version of the instrument was developed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ere conducted. Then, to reduce the effect

of the gender difference and achievement level difference,

Correlation Analysis and 1-way ANOVA was performed.

Also, using multiple group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is instrument was investigated to see

whether this can be used for both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The final items for middle school students is

consisted 7 items of belief of school mathematics,

9 items of belief of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11 items of mathematical self-concept, 10 items of

belief of mathematical teaching and learning. Instrument

of mathematical belief for high school students is

consisted 9 items of belief of school mathematics,

9 items of belief of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11 items of mathematical self-concept, 11 items of

belief of mathematical teaching and learning. This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s about mathematical

belief's sub-factors shown by three groups of mathematics

achievement level. Students of higher achievement

level showed that the degree of most factors ware

the highest excepting stereotype of belief of school

mathematics. Also, Male students preferred more

positive in mathematics belief than female students.

* Key Words : 수학적 신념(mathematical belief), 수학 신념 측정도구(instrument of mathematical

belief), 수학적 자아개념(mathematical self-concept), 수학 교수․학습 신념(belief

of mathematical teaching & learning), 수학 교과에 대한 신념(belief of school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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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중학생의 수학 신념 검사 문항
수학적

신념 범주
요인 문항

수학교과에

대한 신념

하위요인으로

구분 안 됨

1 수학은 일관성이 있고 확실하고 모순도 없으며 애매하지도 않다.

2 수학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필요한 학문이다.

3 수학은 과학이나 다른 교과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

4 수학은 학교에서 배우는 중요한 과목 중 하나이다.

5 수학을 배우면 장래 여러 직업에서 쓸모 있을 것이다.

6 수학은 창의적 활동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

7* 수학을 배우면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문제해결에

대한 신념

과정

8 수학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대한 아이디어를 학습하는 것이다.

9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보통 한 가지 이상이다.

10 수학을 학습할 때, 학생 스스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다.

11
열심히 사고하기, 실수하기와 왜 실수를 했는지 원인을 찾기는 수학 학습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끈기

12 어떤 문제를 풀 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시간 낭비이다.(R)

13
문제를 10분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그 문제를 못 풀 것 같다고

생각한다. (R)

14 나는 익숙하지 않은 문제를 만나면 푸는 것을 포기한다.(R)

도전성
15 나는 낯선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즐겁다.

16 금방 답이 나오지 않는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을 좋아한다.

수학학습에

대한 신념

문제풀이
17 수학공부는 문제의 풀이법에 충분히 익숙해지는 것이다.

18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한다.

교사의 수업

활동

19
수학 수업에서 선생님이 학생의 답이 왜 틀렸는지를 생각할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20
수학 수업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방법을

보여주는 것은 중요하다.

학습참여
21 나는 수학 숙제를 열심히 한다.

22 나는 수학 수업 시간 동안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공부방법

23 수학에서 정답을 구하는 것이 왜 정답인지 그 이유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24 수학을 잘 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식을 암기해야 한다.

25 수학 학습의 목표는 이해보다는 옳은 답을 얻는 것이다.

26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규칙을 아는 것이다.

자아개념에

대한 신념

감정

27 수학은 재미있는 교과이다.

28 수학 공부가 싫다.(R)

29 수학은 지루하다.(R)

유익성
30 수학을 잘 하는 학생은 더 좋은 대학을 갈 것이다.

31 수학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미래 직업에서 더 성공적일 것이다.

선천적 능력

32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타고나야 한다.(R)

33 수학 공부를 못하는 것은 머리가 나쁘기 때문이다.(R)

34 수학 성적이 점점 떨어진다면 그것은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R)

자신감

35 내가 노력만 한다면 수학을 잘 할 수 있다.

36 나는 어려운 수학 문제도 풀 수 있다.

37 친구에게 수학 공식을 설명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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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신념

범주
요인 문항

수학교과에

대한 신념

고정관념
1 수학은 암기해야 하는 공식, 사실이나 절차들이다.

2 수학은 창의적 활동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R)

논리성

3 수학은 일관성이 있고 확실하고 모순도 없으며 애매하지도 않다.

4
수학이란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설명하는 기호와 절차의 조직적이고 논리적인

체계이다.

5 수학을 배우면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유용성

6 수학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필요한 학문이다.

7 수학은 과학이나 다른 교과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

8 수학은 학교에서 배우는 중요한 과목 중 하나이다.

9 수학을 배우면 장래 여러 직업에서 쓸모 있을 것이다.

문제해결에

대한 신념

과정

10 수학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대한 아이디어를 학습하는 것이다.

11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보통 한 가지 이상이다.

12 수학을 학습할 때, 학생 스스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다.

13 열심히 사고하기, 실수하기와 왜 실수를 했는지 원인을 찾기는 수학 학습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끈기

14 어떤 문제를 풀 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시간 낭비이다.(R)

15 문제를 10분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그 문제를 못 풀 것 같다고 생각한다.(R)

16 나는 익숙하지 않은 문제를 만나면 푸는 것을 포기한다.(R)

도전성
17 나는 낯선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즐겁다.

18 금방 답이 나오지 않는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을 좋아한다.

수학학습에

대한 신념

답의

중요성

19 옳은 답을 찾기 위해 사용했던 절차보다 옳은 답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

20 수학에서 정답을 구하는 것이 왜 정답인지 그 이유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21 수학 학습의 목표는 이해보다는 옳은 답을 얻는 것이다.

교사의

수업활동

22
수학 수업에서 선생님이 학생의 답이 왜 틀렸는지를 생각할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23 수학 수업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방법을 보여주는 것
은 중요하다.

학습참여
24 나는 수학 수업 시간 동안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5 나는 수학 숙제를 열심히 한다.

공부방법

26 수학 공부는 문제의 풀이법에 충분히 익숙해지는 것이다.

27 수학을 잘 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식을 암기해야 한다.

28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규칙을 아는 것이다.

29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한다.

자아개념에

대한 신념

감정

30 수학은 재미있는 교과이다.

31 수학 공부가 싫다.(R)

32 수학은 지루하다.(R)

유익성
33 수학을 잘 하는 학생은 더 좋은 대학을 갈 것이다.

34 수학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미래 직업에서 더 성공적일 것이다.

선천적

능력

35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타고나야 한다.(R)

36 수학 공부를 못하는 것은 머리가 나쁘기 때문이다.(R)

37 수학 성적이 점점 떨어진다면 그것은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R)

자신감

38 내가 노력만 한다면 수학을 잘 할 수 있다.

39 나는 어려운 수학 문제도 풀 수 있다.

40 친구에게 수학 공식을 설명해 줄 수 있다.

부록 2. 고등학생의 수학 신념 검사 문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