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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교과교육론」수업이 예비 중등 수학교사의

수학 및 수학교육에 대한 신념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s of secondary pre-service math teacher' belief for

「Studies in mathematics education」instruction

이 종 학 · 최 재 호1)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mathematics

education course can improve secondary pre-service math teacher' belief and

correlation on pre-service math teacher' belief and mathematics education

achievement.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e test was conducted to the

subject of 34 pre-service secondary math teachers of the grade 2 and grade

4 who were chosen from H university in D city and we analyzed the results.

Findings o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meaningful difference in the pre-service math teacher'

belief with significant level of . This proved that mathematics education

course was effective on improving pre-service math teacher' belief.

Second, there was not meaningful correlation in the pre-service math

teacher' belief and mathematics education achievement.

Ⅰ. 서 론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지닌 신념은 그가 수행하는 교육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에 대해 Ernest(1989)는 교사의 교육적 신념은 교실에서 교수를 수행하

는 방법을 결정하며, 학생들과 함께하는 수업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또

한 권미연․전평국(1999)은 교사가 지닌 수학적 신념이 수학 교실에서 교사의 행

동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면서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성향과 태도

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따라서 앞으로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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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을 지도할 예비 교사들은 긍정적인 수학적 신념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수학교육과의 중등 수학교사 양성 교육과정은 예비 교사들의 긍정적

인 수학적 신념의 형성을 위해서 타당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

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교사교육자들은 예비 교사들의 수학적 신념을 파악하고,

그들이 구성한 신념에 대해서 반성과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비

교사들이 긍정적인 수학적 신념 체계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경험한 다양한 정보들의 집합체인 신념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일관되고 지속적인 경험을 가지게 될 때 구성된다. 또한 이렇게 구성된 신념은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되새기는 활동을 통해서 좀 더 엄밀하고 차원 높은 내재적

신념으로 형성된다. Fishbein & Ajzen(1975)는 신념을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개인

이 갖고 있는 정보’라고 말하며, Schoenfeld(1985)는 수학적 신념에 대해서 ‘개인

이 수학적 행동을 인식하고 참여하는 방법을 구체화하는 이해와 느낌’이라고 주

장한다. 예비 교사의 수학적 신념과 관련하여 Thompson(1992)은 지속적인 수학

교사 양성교육을 통해서 예비 교사의 수학적 신념이 변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조정수(2002)는 수학교사 양성 교육과정 상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

비 교사들이 긍정적인 수학적 신념을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이명

숙(2011)은 교사 교육자의 역할 중에서 한 가지는 예비 교사들이 긍정적인 신념

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예비 교사가 구성한 교직에

대한 신념과「일반교육학」과목의 성취도 사이에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이 수학교사 양성 교육과정인 ‘수학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 것과

학생의 수학적 이해를 이끌어 내는 것을 배우는 것’의 과정에서 예비 중등 수학

교사들이 긍정적인 수학적 신념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들(Lampert & Ball, 1999; Nathan & Koedinger, 2000; 이광호, 2009)이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예비 중등 수학교사를 대상으로 수학교사 양성 교육과정이

예비 교사의 수학적 신념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알아보고, 예비 교사의 수

학적 신념과 수강 과목 학업 성취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등 수학교사 양성 교육과정 중 한 강좌인「수학교과교육론」수

업이 예비 교사들의 수학적 신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과 함께, 예비 교사

들의 수학적 신념과「수학교과교육론」과목 성취도 사이에 상관성이 나타나는가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수학교과교육론」수업은 예비 교사들의 수학적 신념의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2) 예비 교사들의 수학적 신념과「수학교과교육론」과목의 성취도 사이에는 상관

관계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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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예비 교사들의 수학적 신념

예비 교사들의 수학적 신념은 수학 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영향을 미

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 따라서 예비 교사들은 앞으로 수학 교사로사의 전문

가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학 및 수학교육에 대한 자발적이고 긍정적인 수

학적 신념을 형성해야 한다. 조정수(2002)는 예비 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수학적

신념의 구성 요소를 <표 1>과 같이 제시한다.

<표 1> 수학적 신념의 구성 요소

<Table 1> The components of mathematical beliefs

구성 요소 내 용

일반적인 교수학적 신념
․교수․교실 운영 ․교수 전략

․학습자, 학습 방법 ․교사로서의 자신에 대한 이미지나 비유

교과 내용에 대한 신념
․수학적 개념, 원리, 법칙들 사이의 관계성이 풍부하고 유연한

지식의 소유가 요구됨

교과 내용에 대한 교수학적

신념

․교과 지도의 목적

․교과 내용에 대한 학생의 이해와 가능성 있는 오개념에 대한 지식

․교육과정과 교육과정의 자료에 대한 지식

․교과의 특정 내용을 가르치기 위한 전략과 표상에 대한 지식

또한 강옥기·한신일(2007)은 예비 교사들의 수학적 신념을 수학이라는 학문에 대

한 인식, 수학을 학습하는 방법, 수학 교과를 지도할 때 선호하는 방식, 수학 교

사로서의 역할과 자격의 가지 하위 요인으로 분류한다. 즉, 예비 교사들의 수학

적 신념이란 수학 및 수학교육에 대해서 예비 교사들이 구성하고 있는 구체화되

고 일관된 성향과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예비 교사들이 구성한 수학적 신념과 관련하여 Frank(1990)는 일부 예비 교사들

이 수학은 엄격한 규칙과 정확한 답으로 구성된 교과이며, 기억과 수학적인 능력

에 의해 수학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Rech, Hartzel & Stephen(1993)은 예비 교사들이 다른 학문을 공부하는 대학생

들보다 수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예비

교사들의 부정적인 수학적 신념에 대한 연구들(Schoenfeld, 1985; Frank, 1990;

Rech, Hartzel & Stephen, 1993)에서 볼 때, 수학교육과의 교사 양성 교육과정은

예비 교사들이 수학 및 수학교육에 대해서 긍정적인 수학적 신념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강옥기․한신일(2007)은 사범대학의 교사 양성 교육을 통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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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목표 내용 체계

수 학 교

과 교 육

론

수학교육학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통

하여 수학교육의 제 분야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갖게 하는 동시에 수학교육 현

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관련된 연

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1. 수학 교육학의 학문적 성격

2. 수학 교육의 사조 3. 수학교육의 목

적 4. 수학학습심리학 5. 수학학습 지도

이론 6. 수학학습 평가론

수 학 학

습 심 리

학

수학 학습지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심

리학 이론을 소개하고 수학 교육학 분

야에서 연구 개발된 수학 학습 심리학

이론을 분석 고찰한다.

1. 수와 산술심리학 2. 수학적 개념 발달

이론과 수학학습 3. 행동주의 심리학과

수학 학습 4. 수학적 발견과 수학 문제

해결 학습 5. 직관과 수학적 사고

수학 학

습 지 도

및 평가

론

수학 학습 형태별로 그 학습지도 방법

과 평가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을 알아

보고 그를 바탕으로 수학 학습지도와

수학 학습 평가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

1. 수학 수업 모형 2. 수학적 개념 원리

법칙의 학습-지도 3. 수학 문제해결 학

습-지도론 4. 수학 학습 부진아 및 수학

영재 지도 5. 컴퓨터와 수학 학습-지도

비 교사들은 긍정적인 수학적 신념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교사 양성

교육에서 예비 교사의 신념을 이해하고 예비 교사들이 긍정적인 수학적 신념을

구성하도록 하는 활동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연구들(Thompson, 1992; Lampert &

Ball, 1999; Nathan & Koedinger, 2000; 조정수, 2002; 박진호, 2004; 이광호,

2009)에서 알 수 있듯이 수학교사 양성 교육과정을 통해서 예비 교사들이 긍정적

인 수학적 신념을 형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수학교사 양성 교육과정

사범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수학교사 양성교육은 중등학교 수학교육의 발전과 질

적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학교사 양성 교육과정의 수준과 내

용은 수학교육학의 중요한 연구 분야이다(한인기․신현용, 2003). 이에 중등 수학

교사 양성 교육과정에 대한 몇몇 연구들(박근생, 권영인, 이상근, 조열제, 전영배,

1993; 우정호, 강옥기, 류희찬, 이종희 1999; 김영국, 2002; 방정숙, 김민경, 2005;

심혜진, 2007)은 예비 중등 수학교사를 교육하는 수학교육과의 특성에 바탕을 두

고 교과내용학과 교과교육학 과목 분야에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련한

여러 가지 제언들을 하고 있다. 특히 박근생 외(1993)는 수학교사 양성 교육과정

이 예비 교사의 정의적 측면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정호 외(1999)는 수학교사 양성 교육과정을 통해서 예비 교사들의 철학적

성향 및 사명감을 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등 수학교사 양성 교육과정에

서 수학교육학 분야의 과목 체계를 <표 2>와 같이 제시한다.

<표 2>「수학교육학」분야의 과목 체계

<Table 2> The subjects of「mathematic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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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룬다.

6. 수학학습 평가방법, 수학 학습 평가의

새로운 방향, 수학학습 평가 모형, 수학

적 성향 평가, 수학 프로그램 평가

수 학 교

육 과 정

론

수학 교육과정 구성 배경에 대하여 논

의하고 수학적, 수학사적, 심리학적, 교

수 현상학적 관점에서 학교 수학을 내

용별로 분석하고 지도 내용에 대한 교

육적 관점에 대하여 논의한다.

1. 초등학교 수학 교육과정: 수와 계산,

도형, 측정, 관계 2. 중학교 수학 교육과

정: 수와 식, 방정식과 부등식, 함수, 도

형, 확률, 통계 3. 고등학교 수학 교육

과정: 대수, 기하, 해석, 확률과 통계

박정인(2007)에 의하면「수학교과교육론」은 대부분의 사범대학에서 예비 중등

수학교사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으로 개설된다. 이에 한인기․신현용

(2003)은「수학교과교육론」과목에서 다루어야 할 전반적인 내용 체계를 <부록

1>과 같이 제시한다.

서관석(2001)은 예비 교사의 수학적 신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사범 대학에서

의 교사 양성 교육과정을 제시하면서, 교사 양성 교육과정에서「수리철학」과목

에 대한 지도가 예비 교사들의 수학적 신념 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조정수(2002)는 수학교사 양성 교육과정을 통해서 예비

교사의 수학적 신념은 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박진호(2004)는 수학 교사 양

성 교육과정이 예비 교사들의 수학적 신념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따라

서 사범대학의 수학교사 양성 교육과정을 통해 예비 교사들은 긍정적인 수학적

신념을 형성해야 한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예비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 양성 교

육과정이 예비 교사의 수학적 신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예

비교사가 구성한 수학적 신념과 수학교육학 관련 과목의 성취도 사이에 상관관

계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중등 수학교사 양성 교육과정 중 한 강좌인「수학교과교육론」수업이

예비 교사들의 수학적 신념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를 알아보고, 예비교사들의 신

념과 수강 과목 성취도 사이에 상관성이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D광역시 소재 H대학의 수학교육과 ⋅학년 학생 명과 교직과정 학생(수학과

명, 교육학과 명, 국어교육과 명) 명 등 총 명을 연구 대상으로 <표 3>과

같이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에 대한 무선 표집을 구성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

으로 연구 집단은 연구자와 실험이 가능한 집단으로 편의 추출하였다. 연구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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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수업 내용 수업 방법 및 자료

1 교과목으로서의 수학, 수학교육학의 이해 강독, PPT 자료

2 수학교육의 목표, 수학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 강독, PPT 자료

3 수학교육의 발달, 수학과 교육과정 강독, PPT 자료

4 수학교육철학, 플라톤주의 강독, PPT 자료

5 준경험주의, 구성주의 강독, PPT 자료

6 수학문제해결교육, 문제해결의 이해 강독, PPT 자료

7 문제해결의 과정과 전략, 문제해결의 심리학적 배경 강독, PPT 자료

8 수학학습심리학, 연합주의 심리학과 가네 강독, PPT 자료

9 피아제와 브루너, 비고츠키 강독, PPT 자료

10 스켐프와 디너스의수학학습심리학 강독, PPT 자료

11 프로이덴탈의수학화교수․학습론 강독, PPT 자료

12 반힐레의기하학습수준이론,교수학적변환론 강독, PPT 자료

13 공학적 도구를 활용한 수학 교수․학습 강독, PPT 자료

14 수학과 평가, 수학과 평가 원리와 절차 강독, PPT 자료

15 수학과평가 방법,수학과평가 도구 개발 강독, PPT 자료

은 장래에 중등 수학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수학교육과 학생 와 교직과정

학생 로 구성되어 있으며, H대학 수학교육과의 중등 수학교사 양성 교육과

정에 의하여「수학교과교육론」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다.

<표 3> 연구 대상

<Table 3> The sample of research

학생수

수학교육과 교직과정 합계

2학년 22 2 24

4학년 3 7 10

합계 25 9 34

「수학교과교육론」수업은 2011년 3월 2일부터 2011년 6월 15일까지 주에 걸

쳐 일주일에 시간씩 실시하였다.「수학교과교육론」수업을 진행한 교수자는 중

등 수학교육 경력이 년이고, 수학교육 박사학위 소지자이다. 연구 집단에서

「수학교과교육론」과목의 수업 내용은 <부록-1>에서 제시된 내용을 반영하여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수학교과교육론」수업의 내용

<Table 4> The contents of「studies in mathematic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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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수집

가. 수학적 신념 검사지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신념 검사지를 활용하여 수학적 신념을 분석한 몇몇 연구

(서관석, 2001; 강옥기, 한신일, 2007; 이명숙, 2011)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

옥기․한신일(2007)이 사용한 예비 중등 수학교사의 수학적 신념 검사지(Survey

for Future Teachers of Middle School Mathematics, SFTM)를 수정·보완하여

수학적 신념을 측정하였다. 이 신념 검사지(SFTM)은 예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범대학의 교사 양성 과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으로

검사지의 영역 및 문항 수는 <표 5>와 같다.

<표 5> SFTM의 영역 및 문항

<Table 5> The area and items of SFTM

영역 문항수

수학에 대한 인식 20

수학을 학습하는 방법 18

수학교과를 지도할 때 선호하는 방식 12

수학교사로서의 역할과 자격 5

합계 55

SFTM(부록-2)의 각 문항은 단계의 리커트 척도이다. 따라서 SFTM의 채점은

문항마다 리커트 척도 점수를 점에서 점으로 하고 부정형 문항은 점수를 역으

로 부여하는 방법으로 총점(만점: 275점)을 계산하였다. 사전 수학적 신념 검사를

2011년 3월 16일에 실시하였고,「수학교과교육론」수업 이후에 달 정도의 시차

를 두고 2011년 6월 15일에 사후 수학적 신념 검사를 실시하였다.

나.「수학교과교육론」과목 성취도 검사지

본 연구에서 사용한「수학교과교육론」과목 성취도 검사지는 총 문항으로,「수

학교과교육론」의 지식 체계를 검사 내용으로 하여 각 문항은 진위형과 오지선

다형으로 구성하였다. 과목 성취도 검사는 각 15문제씩 1․2차로 나누어 실시하

였으며, 채점 방법은 각 문항별로 옳으면 점, 틀리면 점을 부여하여 점 만점

으로 총점을 계산하였다. 과목 성취도 검사에서 최솟값은 점, 최댓값은 점,

평균 점수는 점, 표준편차는 로 나타났다. 또한 검사의 문항내적 일관성

신뢰도 분석의 결과 Cronbach- 계수는 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한편 예비

중등 수학교사들의 수학적 신념에 대한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연구

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예비 교사들 중에서 학년 명과 학년 명을 <표 6>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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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선정하고, 학기말 과목 성취도 검사를 실시한 이후에 면담을 진행하였다.

<표 6> 질적 연구의 대상

<Table 6> The sample of qualitative research

예비

교사

(가명)

학

년
정의적 특성

과목

점수

사후 수학적

신념 검사 점수

은진 2
외향적이고 자기주장이 강하지만, 미래의 수학 교사로서의

자신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지니고 있음
20 167

성은

(교직

이수)

2

대학에서 공부하는 수학 학습에 대해서 자신감을 지니지 못

하고 있으며, 수학교육으로의 교직 이수는 학과 성적에 의한

결정이었다고 함

19 205

선주 2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예비 교사

임.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을 즐거워함
25 219

수연 4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임, 수학교사가 되어 학생들에게 수

학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길러주고 싶다고 함
21 235

영현

(교직

이수)

4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성실하게 참여함. 수학교사가 되고 싶

지만 내용학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함
24 173

지윤 4
수동적인 학습 태도를 보이고, 과목을 재수강하는 것에 대해

서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음
15 201

Ⅳ. 연구 결과 및 분석

1. 수학적 신념의 향상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연구문제 (1)의 해결을 위해서 예비 중등 수학교사를 대상으로 수학적 신념의 향상

효과를 알아보고자 사전․사후 신념 검사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았다.

<표 7> 사전․사후 수학적 신념 검사의 결과

<Table 7> Result of pre-post mathematical beliefs test

검사 N 평균 표준편차 -값 -값

사전 34 190.1176 25.86769
3.510 0.01

사후 34 207.5882 32.09184

위의 표에서 사전․사후 신념 검사를 -검정을 한 결과, 유의수준 에서 두 검

사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등수학 교사 양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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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 예비 교사들의 수학적 신념을 향상시키는데 의미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수학적 신념 검사지는 수학에 대한 인식, 수학을 학습하는 방법, 수학교

과를 지도할 때 선호하는 방식, 수학교사로서의 역할과 자격의 가지 하위 요인

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신념 검사지의 각 하위 요인 중에서 어떤 요인

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았다.

<표 8> 사전․사후 수학적 신념 검사의 하위 요인별 결과

<Table 8> Results of sub-factors in pre-post mathematical beliefs test

요인 검사 항수 평균 표준편차 -값 -값

수학에
대한 인식

사전 20 71.8529 14.86328
2.079 .045

사후 20 76.1765 14.70821

수학을
학습하는 방법

사전 18 58.7941 13.66655
2.334 .026

사후 18 65.6176 14.46001

수학교과를지도
할 때 선호하는
방식

사전 12 39.9118 8.34981
1.734 .092

사후 12 43.4412 9.38791

수학교사로서의
역할과 자격

사전 5 19.5588 3.79147
2.696 .011

사후 5 22.3529 4.37543

위의 표에서 수학에 대한 인식, 수학을 학습하는 방법, 수학 교사로서의 역할과

자격의 가지 하위 요인에 대해서 유의수준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

어 중등수학 교사 양성 교육과정이 수학적 신념의 가지 하위 요인을 향상시키

는데 의미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수학적 신념과 과목 성취도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연구문제 (2)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수학적 신념과

「수학교과교육론」과목 성취도와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이

명숙(2011)은 예비 교사의 신념과「일반교육학」과목의 성취도 사이에 부적인 상

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지만,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예비 교사의 수학적 신

념과 과목 성취도 사이에서 유의미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수학적 신념 검사의 가지 하위 요인 중에서 어떤 요인에서 과목 성취도와 상관

성이 나타나는지를 <표 9>와 같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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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성취도와 사전․사후 수학적 신념 검사의 하위 요인과의 피어슨

상관계수

<Table 9> Th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of achievement and sub-factors in

pre-post mathematical beliefs test

유형
상관계수

(사전·사후)
하위요인

상관계수

(하위요인)

사전 .053

수학에 대한 인식 .315

수학을 학습하는 방법 -.128

수학교과를 지도할 때 선호하는 방식 -.104

수학교사로서의 역할과 자격 -.184

사후 .180

수학에 대한 인식 .268

수학을 학습하는 방법 .294

수학교과를 지도할 때 선호하는 방식 -.147

수학교사로서의 역할과 자격 -.241

위의 표에서 수학적 신념의 하위요인과 과목 성취도와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사전 검사는 과목 성취도와 수학에 대한 인식에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교수

학적 신념과 관련이 있는 수학을 학습하는 방법, 수학 교과를 지도할 때 선호하

는 방식, 수학 교사로서의 역할과 자격에서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사후

검사는 과목 성취도와 수학에 대한 인식과 수학을 학습하는 방법에서 정적 상관

이 있었고, 수학 교과를 지도할 때 선호하는 방식과 수학 교사로서의 역할과 자

격에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다음은 예비 교사의 수학적 신념에 대한 질적 분

석을 위해서 예비 교사 명과 나눈 면담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에피소드 1]은 교생 실습을 다녀온 4학년 예비 교사 3명과의 대화 내용이다.

[에피소드 1]

(1.1) 연구자 : 교생 실습은 잘 다녀왔나요,

(1.2) 수연 : 실습이 참 재미있었고 영향도 많이 받았어요. 학교에서 공부한 만큼

보람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교사를 정말로 하고 싶은 맘이 생겼어요.

(1.3) 연구자 : 실습이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네요, 실습에서 어떤 점이 인상에 남

았죠?

(1.4) 영현 : 실습을 할 때, 지도 선생님이 수업 전에 항상 동기 유발을 무엇으로

할까를 생각하고 수업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도서를 항상 보면서 수업

목표를 확인하고 내용을 보면서 동기 유발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한 달을

보낸 거 같아요. 수업 연구 과정이 재미있었어요.

(1.5) 연구자: 교생 실습 다녀온 다른 학생 중에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인상 깊

었던 점을 얘기해 줄 사람은 없나요?

(1.6) 수현 : 아이들이 참 밝고 착했어요, 또 가고 싶은데요. 수학교육과에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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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로 진로를 정한 것은 잘 한 일이예요. 이젠 어떤 교사가 될까를 항상 생각

해요.

(1.7) 연구자 : 수업이나 교과 내용과 관련해서 기억에 떠오르는 것은요?

(1.8) 지윤 : 지도 선생님 수업을 들어갔는데, 첫 시간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더

라고요, 나중에 수업 목표를 말씀해 주시고서 아 그래서 이런 내용을 했구나하

고 알게 됐는데, 수업 목표를 미리 제시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1.9) 수연 : 전 공개 수업을 해야 했어요,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수업을 하는데

준비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교과서의 내용이 부족하다 싶어서 제가 다른 자

료를 찾아야 했어야 했어요.

(1.10) 연구자 : 또 생각나는 점은 없나요?

(1.11) 지윤 :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성적이나 학교생활에서 담임선생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걸 봤어

요. 수업에 들어갈 시간이 적었고, 기간도 너무 짧았어요.

중등 수학교사 양성 교육과정 중에서 교생 실습은 예비 교사들의 신념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1.2, 1.6). 또한 교생 실습 동안 예비 교사들

은 본인의 수학적 신념을 반성하고 재구성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1.4, 1.9). 그

렇지만 교생 실습의 체계에 있어서는 예비 교사들이 실습 현장에서 충분한 경험

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1.11).

다음 [에피소드 2]는 수학 교과를 지도할 때 선호하는 방식과 수학 교사로서의

역할 및 자격과 관련한 면담에 대한 예비 교사들과의 대화 내용이다.

[에피소드 2]

(2.1) 연구자 : 여러분이 수업을 할 때, 고려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2.2) 영현 : 교생 나가기 전에 수업 시연 할 때 보면, 똑같이 하거나 재미가 없

으면 딴 짓을 하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이건 수업 손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서 일단 재미있고 학생들이 수업을 계속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

아요.

(2.3) 은진: 재미있는 수업을 위해서는 컴퓨터를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 만들어 보니까 장난이 아니던데요. 수업 준비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아

요.

(2.4) 성은 : 수업을 막상 해보면 잘 안돼요. 하기 전에 이건 꼭 해야지 하는 것

은 안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하는 기분이 들어요. 이럴 때는 무척 황당한 것

같아요.

(2.5) 선주 : 열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이 준비해야 잘 가르칠 수 있어요.

(2.6) 연구자 : 공개 수업이나 수업 시연에서 지도안을 작성할 때, 교수 모형을

강의식이 아니게 짠 학생이 있나요?

(2.7) 수연 : 저는 컴퓨터를 활용했어요.

(2.8) 지윤 : 대부분 컴퓨터를 활용하지 않나요.

(2.9) 연구자: 컴퓨터 활용보다 교사 주도의 설명식 수업이 아닌 다른 형태로 수

업을 진행한 학생은요?

(2.10)영현 : 소집단으로 나누어서 편성은 했는데, 내용 전달은 제가 다하고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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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조별로 형성 평가 풀이만 했어요. 다른 수업을 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고,

하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예비 교사들은 수학 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2.2, 2.5). 또한 본인

의 수업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으며(2.4), 수업에서 교수 매체를 사용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다(2.7, 2.8). 그렇지만 예비 교사 중에는 교구의 제작도 수

업 준비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2.3), 본인이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고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교수모형을 수업에서 시도하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었다(2.10).

다음 [에피소드 3]은 대학에서 예비 교사들이 수학을 인식하는 방법이나 수학을

학습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2학년 예비 교사들의 대화 내용이다.

[에피소드 3]

(3.1) 연구자 : 대학에서의 강의는 만족스럽나요?

(3.2) 지윤 : 강의를 몇 번 듣고서 잘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전공인 수학에 대해서 이해가 생긴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아직은 자

신감도 부족하고 실력도 글쎄요. 수학교육학은 재미있는 것 같아요.

(3.3) 선주: 지금은 임용고사 합격에 매달려야 할 것 같아요. 수학이 어렵지만 따

라 가려고 하고 있어요. 전공은 되풀이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고등학

교 때 대학 수학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알았으면 다른 과에 진학했을 거예요.

(3.4) 수연 : 학교에 간다면 효과적인 교수 방법을 활용하고 노력한다면 분명 좋

은 교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임용고사에 합격해야 하고요.

예비 교사들은 수학교육과의 전공으로 교과교육학을 제외하고 교과내용학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3.2, 3.3). 또한 예비 교사들은 교과교육학보다 교과내용

학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며(3.2, 3.3), 임용고사 합격이

그들에게 가장 큰 이슈였다(3.3, 3.4).

Ⅴ. 결론 및 논의

교사의 수학적 신념은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습 주제의 선정부터 시작하여

주제와 관련된 지식과 내용을 조직하고 이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예비 교사가 구성한 수학적 신념은 앞으로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중등

수학교사 양성 교육과정을 통해서 예비 교사들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경험

함으로서 긍정적인 수학적 신념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등수학 교사 양성 교육과정의 한 강좌인 수학교과교육론」수업이 예비 교사들



181

의 수학적 신념 향상에 어떤 효과가 있으며, 예비 교사들의 신념과 수강 과목 성

취도 사이에 실제로 상관성이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를 요약하여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수학교과교육론」수업은 예비 교사들의 수학적 신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수학교과교육론」수업은 수학 및 수학교육에 대

한 신념에서 수학에 대한 인식, 수학을 학습하는 방법, 수학 교사로서의 역할과

자격의 가지 하위 요인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예비 교사들이 구성한 수학적 신념과「수학교과교육론」과목 성취도는 상

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수학적 신념의 하위 요인인 수학

을 학습하는 방법과「수학교과교육론」과목 성취도 사이에는 상관계수 로

다른 하위 요인에 비해서 수학교육학 과목 성취도와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예비 교사들이 구성하고 있는 수학적 신념에 대한 질적 분석의 결과, 대부분의

예비 교사들에게 중․고등학교 시절에 경험했던 가장 일반적인 교수법은 강의식

이고 교수매체는 교재와 인쇄물이었으며, 다른 활동적인 교수 방법을 통해 수업

을 받아본 경험은 드물었다. 면담 결과, 예비 교사들은 강의식 이외의 다른 교수

방법을 활용하고 싶다고 했지만, 많은 교육 내용에 따른 진도 문제, 현장에서 이

루어지는 입시 위주의 교육, 직접 다루어 보지 못한 교수․학습 모형의 적용에

따른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면서 강의식 수업을 옹호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예

비교사들이 강의식 수업의 다른 형태로 제시한 수업 방법이 파워포인트나 컴퓨

터 등 교수 매체의 활용과 관련한 것이었는데, 교수 매체의 활용과 강의식 수업

의 차이에 대한 세심한 지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예비 교사들은

교수 방법으로 토론, 질문, 팀 프로젝트, 실험 실습 등의 활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여건이 된다면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제

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예비 교사들에게 교사 양성 교육과정 중 하나인 교생 실습

이 수학 및 수학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을 구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생 실습 기간에 지도 교사의 시범 수업이나 공개 수업의 기회

와 같은 관심과 교사 양성 프로그램에서의 지원은 향후 교사가 될 예비교사들의

신념 형성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비교사들이 실습에서 충분한 교육의 기회

를 가질 수 있도록 현장과 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

하다고 할 수 있었다.

사범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중등수학 교사 양성 교육과정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

나는 예비 교사들이 긍정적인 수학적 신념을 형성하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본 연

구는 사범대학의 수학교사 양성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이루어진「수학교과

교육론」수업에서 나타나는 예비 교사들의 수학적 신념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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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시한 연구 결과들은「수학교과교육론」수업이 예비 교사들의 수학적 신념

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

만 교사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중등 수학교사 양성 과정과 예비 교사들이

형성하는 수학적 신념 간의 관계에 대해서 보다 장기적이며 추이적인 연구가 수

행되고, 사범대학의 교사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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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수학교과교육론」강좌의 내용 체계

주제 내용

수학의 대상

및 특징

수학적 대상, 양적인 관계, 공간적 형태, 수학과 다른 학문의 관계, 추상화,

추상화 수준, 추상화와 수학의 시대 구분, 개별적 대상의 질적 특성으로부

터 이탈, 동일시, 단위, 서수, 기수, 숫자의 발명, 구체적인 양으로부터의

이탈, 변수, 산술에서 대수로 전환, 구체적인 조작으로부터 이탈, 변수의

질적 특성으로부터 이탈, 수학적 구조.

수학과 물리적

세계의 관계,

수학적 모델링

수학과 물리적 세계의 관계, 물리적 세계, 관념의 세계, 물리적 대상, 관계,

문제 설정, 추상화, 수학화, 수학적 모델링, 연역, 공리적 방법, 구체화, 재

해석.

수학에서

공리적 방법

공리계, 공리계의 모델, 공리계의 무모순성과 증명, 공리계의 독립성과 증

명, 공리계의 완전성과 증명, 중등학교 평면기하학의 공리적 구성.

교과목으로서

수학

교과로서 수학의 구성 요소․개념․법칙, 수학 교과의 학습 자료들을 통

해 형성되는 심미적․철학적인 규범, 지식의 획득을 위해 필요한 수학적

사고와 탐구의 방법, 수학의 역사와 관련된 주제, 지식을 사용하는 능력을

포함한 다양한 능력과 기능, 학생들이 숙달해야 하는 인지적 활동․논리

적 조작․사고 조작의 방법.

수학교육의

목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수학교육 목표, 수학의 가치를 이해, 자신의 능

력에 자신을 가지는 것, 수학적 문제해결자가 되는 것, 수학적으로 의사소통

하는 것, 수학적으로 추론하는 것, 수학적 지식․능력․기능의 기초에 관련된

목표, 수학을 통해 획득되는 정신 육성의 요소들에 관련된 목표, 수학교육을

통해서만 길러질 수 있는 정신적 특성들에 관련한 목표.

한국

수학교육사

각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특징․내용 체계․문제점. 수학 교과 내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계산기․컴퓨터와 수학교육.

소크라테스의
수학관

소크라테스의 수학관,수학적지식의 확실성, 지식의 선재성, 산파법, 상기설.

라카토스의

증명과 반박의

방법

Popper의 비판적 오류주의, 수학적 지식의 본질, 지식의 성장, 무한후퇴,

증명, 사고실험, 반례, 전면적 반례, 국소적 반례, 괴물배제법, 예외배제법,

보조정리합체법, 발견의 논리와 정당화의 논리, 증명과 반박의 바탕으로

귀납, 소박한 추측, 분석, 종합.

수학적 증명의

개관

실험, 경험, 증명, 형식적 체계, 공리, 추론 규칙, 덧셈의 교환․결합 법칙,

역원의 존재, 덧셈에 대한 항등원, 명제들의 유한 순차적 연결, 추이성, 대

입과 치환의 규칙.

수학의 논리적

언어

수학문장, 알파벳, 문자, 변수, 상수, 항, 모형, 논리식, 명제 형식, 복합 문

장, 논리적 연결어, 배중률, 모순률, 이중부정법칙, 대우법칙, 드모르강의

법칙, 타당성.

유도와 유도

규칙

유도, 유도․추론․구체화․구체적 결론 규칙, 유도 규칙들의 증명, 함의

도입․함의제거․논리곱 도입 규칙, 모순 귀착 원리.

형식적 증명과

내용적 증명

증명 개념의 상세화, 내용적 증명, 형식적 증명, 명제 분석, 간접․직접 증

명, 귀류법, 수학적 귀납법, 귀납법의 공리.

수학적 재능과

개인차의

심리학

재능, 수학적 재능, 지식, 기능, 능력, 수학적 재능의 구조, 개인차, 정보의

수집․처리․파지 단계, 우수아, 평균적인 학생, 둔한 학생, 분석․종합적

사고, 사고과정의 유연성과 가역성, 우아한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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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수학적 신념 검사

이 검사지는 여러분의 수학 및 수학교육에 관련한 수학적 신념을 알아보기 위

한 것입니다. 이 검사의 결과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 학과 학번 : ( )

다음 내용을 잘 읽어보고, 해당란에 V표 해주십시오.

문항
강한
부정

긍정도
부정도
아닌

강한
긍정

0 1 2 3 4 5

A1) 수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해 설명하는가에 대한 절차와
규칙의 집합이다.

A2) 수학적 사고는 추상화와 논리로부터 규정된다.

A3) 수학의 문제해결 방법은 하나이상이다.

A4) 수학의 정수는 명확성과 정확성, 진실성에 있다.

A5) 수학은 정의, 공식, 수학적 지식과 절차의 적용 그리고 암기하는 행
위까지도 학문의 영역으로 간주한다.

A6) 수학은 창의성을 추구한다.

A7) 수학은 협동의 학문이 아니다.

A8) 수학은 정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즉, 수학적 언어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배재하고는 완성 불가능한 학문이다.

A9)수학의 단초는 수학의 논리적 무결함성과 정확성으로부터 확립된다.

A10) 수학적 문제해결을 시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확한 문제해결 절차를 알고
있어야 한다.

A11) 수학적 난제는 몰입과 집중을 필요로 하며, 새로운 발견은 이와 같은 노력
의 산물이다.

A12) 수학의 발달은 사회의 이익을 수반한다.

A13) 수학적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확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A14) 수학은 모든 분야에 유용하다.

A15) 모든 사람이 수학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으며, 재발견 할 수 있다.

A16) 수학적 타당성은 현실적 타당성을 의미한다.

A17) 수학은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A18) 수학은 엄밀성을 미덕으로 한다. 정의의 엄밀성과 정형적이며 수학
적인 명제가 수학의 정수를 이룬다.

A19) 수학은 수많은 연습, 정확한 응용, 문제해결 전략의 발견을 요구한
다.

A20) 수학은 학습과 암기․응용을 의미한다.

B1) 수학을 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공식을 암기하는 것이
다.

B2) 학생들은 수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정확한 절차를 지도받아야 한다.

B3) 올바른 답을 쓸 수만 있다면 수학의 원리적 이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
는다.

B4) 수학을 잘하려는 학생은 수업 내용을 경청해야 한다.

B5) 수학 문제를 빨리 푸는 것이 곧 수학을 잘하는 것이다.

B6) 교사의 설명에 귀 기울이는 것이 최선의 수학 학습 방법이다.

B7) 학생들이 수학적 문제해결을 하고 있을 때, 과정보다는 올바른 답을
제시하는 것을 특히 강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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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8) 정확한 답을 산출해내기에 앞서 그 답이 왜 정확한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B9) 수학 교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B10) 수학 교사는 학생들이 나름의 문제해결 방법을 고안해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B11) 학생들에게 비표준적인 절차는 피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
면 정확한 절차를 배우는 것을 방해할 것이다.

B12) 수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골몰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B13) 실제 체험한 수학적 경험은 수학 학습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B14) 수학자들이 종종 ‘소리 내어 말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학생들에
게 적용해 봄직하다.

B15) 학생들은 교사의 도움 없이 수학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B16) 수학 교사는 비록 비효율적인 학습방법이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나
름의 문제해결 방법을 발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B17) 특정한 수학 문제에 대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다른 해결 방안을 토론
하도록 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B18) 수학을 잘 하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C1) 학급 전체에 수학적 사고 및 생각에 대해 설명한다.

C2) 학생들로 하여금 소규모 그룹을 이루어 학습하도록 한다.

C3) 하생들로 하여금 가급적 단독으로 수학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C4) 과제 제출물을 철저히 검토한다.

C5) 교사로서 칠판에서 문제를 풀도록 한다.

C6) 학생들이 칠판에 문제를 풀도록 한다.

C7) 학생들이 문제해결 과정과 논리를 구두로 설명하도록 한다.

C8) 학생들이 수학과 관련하여 특별한 계획을 실행하도록 한다.

C9)수학 문제해결과 관련된 토론 및 토의 기회를 마련한다.

C10) 필기시험을 보도록 한다.

C11) 학생의 학습 활동을 정형화된 평가로 진단한다.(학생들이 배워야 할
것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평가를 설계한다.)

C12) 학생들이 수학과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써 보도록 한다.

D1) 나는 교사도 수학 시간에 학생들로부터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D2) 교사는 학생들이 수학에 대해 질문했을 때, 답변해 줄 수 있어야 한다.

D3) 교사는 문제해결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
다.

D4) 교사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D5) 교사는 학습의 기회의 제공자일 뿐만 아니라 학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