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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의 수학 교수 불안과 교사 성별 및 경력의 상관관계 분석 연구
*

김 리 나 (서울목운초등학교)

본 연구에서는 McAnallen Anxiety in Mathematics

Teaching Survey 도구를 이용하여 초등교사 214명의 수

학 교수 불안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수학 교수 불안 지수

와 응답한 교사의 학력, 자격증, 교직 경력과의 상관관계

를 분석한 결과, 초등교사의 수학 교수 불안은 교사의 학

력, 자격증, 교직 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를 나타내는 반면, 교사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통해 교

사 연수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 초등교사의 수학 교수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또

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과 초등교사의 수학 교수 불안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얻

을 수 있었다.

I. 서론

최근 교사의 수학 교수 불안과 학습자의 수학 불안

사이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밝혀지면서, 교사

의 수학 교수 불안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김리

나 신항균, 2015; Ertekin, Dima, Yazici & Peker,

2010; Swars, Daane & Giesen, 2006). 학생들의 수학

불안은 학생들이 수학 관련 문제를 해결할 때 나타나

는 공포감 또는 혼란감을 지칭하는데, 수학 불안은 수

학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Bursal & Paznokas, 2006), 반면, 교사의 수학

교수 불안은 교사들이 수학 개념, 이론, 공식, 문제풀이

방법들을 지도할 때 교사들이 느끼는 긴장감이나 스트

레스를 지칭한다(Peker, 2006). 수학 교수 불안이 높은

교사는 수학 수업을 가르치기 싫어하거나 수학 수업

중 집중하지 못하는 경향을 나타낸다(Gresham, 2009).

* 접수일(2015년 11월 30일), 심사(수정)일(1차: 2015년

12월 14일, 2차: 2015년 12월 23일), 게재확정일(2015

년 12월 26일)

* ZDM 분류 : D22

* MSC2000 분류 : 97C70

* 주제어 : 수학교수불안, 수학불안, 교사교육

따라서 교사의 수학 교수 불안은 수학 수업의 질을 결

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간주되기도 한다(Peker,

2009).

수학 교수 불안이 높은 교사는 수학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강압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수학 수

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효과적이지 못한 수학 수업

을 제공하지 못한다(김정은, 2015; Levine, 1996). 또한

수학 교수 불안이 높은 교사는 학생들을 수업에 적극

적으로 참여시키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유

의미한 수학 수업 방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

다(Cruikshank & Sheffield, 1992). 나이가 어린 학습

자일수록 교사의 수학 교수에 의한 인지적․정서적 영

향을 더 쉽게 받는다는 최근의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Hill et al., 2009), 수학 교수 불안이 높은 교사에게 수

학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수학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

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다(Konstantopoulos, 2011). 따

라서 수학 교수 불안과 관련한 교사들의 특징들을(예.

경력, 성별 등)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예

방 또는 치료책을 간구하는 것은 학생들의 수학 학습

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과 직결된다(Bursal et al.,

2006). 교사들의 수학 교수 불안 관련한 교사의 특징을

알아낼 수 있다면, 교사 교육 정책 입안가와 연구자들

이를 바탕으로 교사들의 수학 교수 불안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Pecker, 2009). 이와 관련

하여,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초등교사의 수학 교수 불안은 그들의 학력, 성별,

교직경력, 자격증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초등교사의 학력, 성별, 교직경력, 자격증 중 어떠

한 변인이 그들의 수학 교수 불안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는가?

Ⅱ. 교사의 수학 교수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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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에 대한 교사의 태도를 분석한 최근의 연구 결

과들을 살펴보면, 교사가 수학 수업을 인지하는 방식

은 학습자의 수학 학습에 대한 욕구와 실생활 속의 수

학 활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Furner

& Berman, 2005). 특히, Gresham(2007)은 수학 수업

에 대한 교사의 부정적 태도가 수학 수업의 질적 향상

을 위한 교사의 노력을 감소시켜, 결국 학생들의 수학

학업 성취도 하락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최근 교사의 수학 및 수학 교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교사들의 수학 교수 불안을 증

가시키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Yazici & Ertekin,

2010). 이와 관련하여 Cruikshank와 Sheffield(1992)는

수학 교수 불안을 가지고 있는 교사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수학을 싫어한다고 이야기한다.

․수학 문제 푸는 것을 싫어한다.

․일상생활에서 수학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설명하

지 못한다.

․수학 수업에 학생의 흥미 요소를 반영하지 못한

다.

․수학 수업에 효과적인 수업 목표를 선정하지 못

한다.

․수학 수업 중 학생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활

동을 제공하지 못한다.

․수학 수업 중 효율적인 교수 방법을 사용하지 못

한다.

위에 제시된 수학 불안을 가진 교사의 특징을 바탕

으로 개발된 McAnallen(2014)은 수학 교수 불안 설문

도구(McAnallen Anxiety in Mathematics Teaching

Survey)를 개발, 초등 교사들의 수학 교수 불안을 이

해하는데 활용하였다. McAnallen(2014)에 따르면, 교사

의 수학 교수 불안은 수학 불안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

이다. 또한 교사의 수학 교수 불안은 그들의 수학 수

업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이러한 가정을 바

탕으로, McAnallen 수학 교수 불안 설문 도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학 효능감, 수학 불안,

수학 교수 효능감, 그리고 수학 교수 불안이 그것이다

(McAnallen, 2014).

초등교사의 수학 교수 불안과 관련된 교사의 특징

들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는 선행연구들의 지적을 바

탕으로(Ertekin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McAnallen 수학 교수 불안 설문 도구를 활용하여, 교

사들의 특징(예. 성별, 자격증 등)과 수학 교수 불안과

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초등 교

사들의 수학 교수 불안에 관련한 교사의 특징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수학 교수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후속 연구의 근거 자료, 예비 교사, 또는 현직 교사 대

상의 수학 교수 불안 감소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표적 집단은 초등교사 전체 집단이나 본

연구에서는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서울 지역에 근

무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한국에는

171,435명의 초등교사가 있으며, 이 중 29,762명이 서울

에서 근무하고 있다(교육부, 2014). 본 연구에서는 이

중 400명의 교사를 무선표집방법을 활용하여 선정하였

다. 선정 방법은 서울특별시 11개 지역교육청 별로 1

개교를 무작위 선정, 해당 학교 교사 400명에게 설문

지를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400명의 교사 중 214명의

교사가 설문지에 응답 후 연구자에게 재송부하였으며,

따라서 응답률은 53,5%로 타나났다. 본 연구의 설문지

에 214명의 교사가 응답하였으나, 연구에 참여한 교사

들은 본인이 응답하기를 희망하지 않는 문항에 대해

답변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설문에 참여하였다. 따

라서 각 문항별 총 응답자수는 상이할 수 있다. 본 연

구의 설문에 참여한 교사들의 인적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을 살펴보면, 설문응답자의 과반수이상이 여성

교사(82.7%)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설문응답자의 대

부분이 여성교사임은 설문 분석 시 문제점으로 고려하

지 않았는데, 이는 181,435명의 전체 초등교사 중

76.2%가 여성 교사이기 때문이다(교육부, 2014). 또한

설문 응답자의 대부분이(86.6%) 교직경력 0-15년을 보

유하고 있었으며, 과반수 이상의 교사가(67.9%) 1급 초

등 정교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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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합계

남(명) 여(명)

교직

경력

0-5년

6-10년

11-15년

16-20년

21년이상

합계

8

12

8

4

4

36

48

52

28

8

28

164

56

64

36

12

12

200

정교사

자격증

1급

2급

합계

28

8

36

112

48

160

140

56

196

학위

(초등

수학교

육포함)

학사

석사

박사

합계

29

12

-

32

136

28

-

164

156

40

-

196

초등

수학

교육

관련

학위

학사*

석사

박사

없음

합계

8

4

0

8

20

32

16

-

48

96

49

20

-

56

116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적 적보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Participants

* 교육대학에서 20시간 초등 수학 교육 관련 심화과정을

선택한 교사를 지칭한다. 설문 조사 시 심화과정 수료

여부를 설문지에 명시하도록 요구하였다.

2. 연구 자료

설문 조사 연구는 주어진 모집단의 특정 측면에 대

한 양적인 이해를 하는데 유용한 연구 방법으로

(Kraemer, 1991), 설문 조사 연구를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교사들의 수학 교수 불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설문 조사 연구에서 모집단을 대표할 만

한 표본 집단을 선정할 수 있다면, 설문의 분석 결과

는 모집단 전체의 경향성 이해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Kelly, Clark, Brown & Sitzia, 2003). 본 연

구에서는 무선 표집 방법을 사용하여 400명의 표본 집

단을 선정한 바, 조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한 충분한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cAnallen 수학 교수 불안 설문 도

구를 활용하여 초등 교사들의 수학 교수 불안을 측정

하였다. McAnallen 수학 교수 불안 설문 도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은 수학 교수 효능

감 및 수학 교수 불안을 측정하는 15개의 항목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두 번째 부분은 수학 효능감 및 수학

불안을 측정하는 10개의 항목이 포함되어있다. 첫 번

째 설문 문항들의 신뢰도는 .923이며, 두 번째 부분의

설문 문항 신뢰도는 .952이다(McAnallen, 2014).

3.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McAnallen 수학 교수 불안 설문 도

구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도구의 번역은 본 연구의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한국인으로 15년

의 교직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여 영어와 한국어 모두 능숙하게 번역이 가능하

였다. 그러나 번역 과정의 타당도 확보를 위해 언어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재번역을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McAnallen(2012)은 설문 도구에서 분수의 개념

을 초등학교 수학 수준에서 가장 어려운 수업 주제 중

하나로 선정한 후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한

국 초등 교사들은 분수 개념의 지도를 미국 교사와 동

일하게 가장 어려운 내용이라 간주할 지는 확실치 않

았다. 따라서 원 문항에서 제시된 “분수 문제 풀기

(Having to work with fractions)”를 “초등학교 학생들

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문제 풀기”로 번역하였다. 또

한 타당도 확보를 위해 연구자의 번역과 별개로 세 명

의 전문가에게 문항 검토를 의뢰하였다. 세 명의 전문

가는 서울교육대학교에 근무하는 수학 교육 연구자와

교직 경력 15년 이상의 초등교사 두 명이다. 세 명의

전문가는 모두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하였으며, 이들은

번역의 정확성과 번역시 고려된 문화적 차이의 타당도

를 검증하였다.

이와 함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설문 문항을 표본

집단에게 배부하기 전 50명의 초등 교사를 대상으로

2014년 10월 사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무작위로

선정된 초등학교 1개교의 50명교사를 대상으로 번역된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설문 결과에 대해 주성분분석

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번역된 설문지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설문 문항들의 신뢰도는 모두 .861로 나타났

다.

2014년 12월, 타당도와 신뢰도를 모두 검증한 번역

된 McAnallen 수학 교수 불안 설문 도구가 포함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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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명 백분율
평균

(SD)
p 값

성별

남성

여성

36

160

18

82

2.12(0.39)

2.24(0.39)

0.111

교직경력

0-5

6-10

11-15

16-20

>21

56

64

40

8

32

28

32

20

4

26

2.34(0.32)

2.10(0.42)

2.10(0.47)

2.36(0.42)

2.37(0.27)

.001*

자격증

1급

2급

140

56

67

33

2.17(0.41)

2.34(0.32)

0.04*

학위

학사

석사

박사

156

40

-

75

25

2.22(0.39)

2.32(0.25)

0.78

수학교육

관련 학위

학사

석사

박사

없음

40

20

-

52

35

17

48

2.12(0.44)

1.58(0.39)

2.43(0.26)

0.00*

* 0.05수준에서 유의미함.

[표 2] 수학교수 불안 기술 통계 및 일원분산분석

결과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Results of

Analysis of Variance of Anxiety for Teaching

Mathematics

문지를 무작위로 선정된 400명의 교사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설문지를 받은 교사는 본인의 희망에 따

라 설문지에 응답하였으며, 설문을 완료한 문항을 연

구자에게 2015년 1월까지 재송부하였다.

응답이 완료된 설문지는 응답자 별로 1차 분석되었

다. 설문참여자의 각 문항별 응답을 토대로 각 참여자

의 수학 교수 불안 점수가 계산되었다. 이후 모든 연

구 참여자의 수학 교수 불안 점수의 평균을 구하여,

교사의 특징(예. 성별, 학위 등)과의 상관관계를 조사

하였다. 앞서 밝힌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초등교사의 수학 교수 불안은 그들의 학력, 성별,

교직경력, 자격증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교사의 학력, 성별, 교직경력, 자격증 중 어떠한

변인이 초등교사의 수학 교수 불안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는가?

첫 번째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

분석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두 번째 연구 문제의 답

을 찾기 위해 다중 회귀 분석(Multivariate Regression

Model)을 통해 수학 불안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 과정에는 통

계 분석 도구인 SPSS 20이 사용되었다.

Ⅳ. 연구 결과

1. 기술 통계 및 분산 분석

[표 2]는 본 설문 조사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모든

분석 결과는 신뢰수준 α=.05에서 보고되었으며, 본 연

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수학 교수 불안의 평균 점수

는 2.225(SD=.397)로 나타났다. 수학 교수 불안 평균

점수는 응답자 별로 수학 교수 불안 점수를 계산하여

모든 응답자 점수의 평균 점수를 계산한 것이다.

[표 2]를 살펴보면, 교직 경력, 자격증, 수학교육 관

련 학위에 따른 교사 집단 별 수학 교수 불안의 평균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p<.05). 특히,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교직 경

력에 따른 다섯 개의 집단별 교사의 수학불안 평균은

모두 상호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

었는데(F=5.19, p=.01), 이 중 경력 21년 이상의 교사

집단의 수학 교수 불안 평균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격증에 따른 교사 집단

별 수학 교수 불안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 집단의 수학 교수 불안 평균이 1

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 집단의 수학 교수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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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수학교육 관

련 학위에 따른 교사 집단의 수학 교수 불안 평균 점

수를 비교해보면 수학 교육 관련 학위가 없는 교사 집

단의 수학 교수 불안 평균점수가 가장 높고, 석사 학

위를 가진 교사 집단의 수학 교수 불안 평균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

2. 다중 회귀 분석

본 연구에서는 초등교사의 수학 교수 불안을 예측

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 회귀 분석 과정 중, 본 연구

에서는 변수 소거법을 활용하여 수학 교수 불안을 예

측하는데 중요하지 않은 변인들을 제거하였다. 자료의

분석 결과, 교사의 수학 교수 불안 점수는 수학 교육

과 관련한 학위와 자격증에 회귀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 두 가지 변인들은 p=.000 수준에서 수학 교수

불안 점수의 분산의 약 29.8%를 설명하고 있었다

(R2=.298). 세 가지 변인 중 교사 자격증이 수학 교수

불안 점수에 가장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조사되었으며

(β=.327, p=.000), 이어서 수학 교육과 관련된 학위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분석되었다(β=.136, p=.000). 1

급 자격증을 가진 교사의 수학 교수 불안 평균 점수는

2급 자격증을 가진 교사의 수학 불안 평균 점수보다

.32 표준 편차 만큼 감소하였다. 또한 수학 교육 관련

학위 수준이 높아질수록 수학 교수 불안은 1.36 표준

편차 만큼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은 다중

회귀분석의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예측 변인

(Predictor variables)

비표준화 베타

(Unstandardized beta)

Intercept .768(.000)

자격증 .237(.000)

초등수학교육관련학위 .136(.000)

[표 3] 수학 교수 불안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Table 3] A Multiple Regression Model for Anxiety for

Teaching Mathematics

* 괄호 값은 p 값을 의미함

Ⅴ. 논의

초등 수학 교육 학위에 따라 교사의 수학 교수 불

안의 평균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p<.001). 교육대학교에서 초등수학교육 심화 과정(20

학점)을 이수한 교사들은 이수하지 않은 교사들에 비

해 수학 교수 불안 평균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초등 수학 관련 석사

학위가 있는 교사들은 학사 학위만을 가지고 있는 교

사들(초등수학교육 심화과정 이수자 및 미이수자 모두

포함) 보다 수학 교수 불안 평균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 [그림 1]에 제시된 산포도를 살펴

보면 교사의 학위 수준과 수학 교수 불안 점수 사이에

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0.414).

초등수학교육과 관련한 학위

학사 석사 박사

[그림 1] 교사의 학위와 수학 교수 불안 관련 산포도

[Fig. 1] A Scatterplot of elementary teachers' academic

degree and anxiety for teaching mathematics

초등교사의 학위와 수학 교수 불안과의 음의 상관

관계에 대해 가능한 설명은 교사의 수학 교육에 대한

지식이 수학 불안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Gimbert & Wallace, 2007; Ng, 2011). 초등 수학 교육

관련 학위 과정을 통해 교사들은 초등 수학 교육에 대

한 지식을 쌓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사의 수

학 교수 불안이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

은 Levine(1996)이 주장한 수학 교육에 대한 불충분한

지식이 교사의 수학 교수 불안을 증대시킨다는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뿐만 아니라, Bursal과 Paznok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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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06년도의 연구에서 교사의 수학 교육에 대한 지

식이 수학 교수 불안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출

수 있음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이와 유사한 통계적 분석 결과가 자격

증 상태에 따른 수학 교수 불안 평균 점수 변화에서도

발견되었다. 1급 초등 정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교사

집단의 수학 교수 불안 평균 점수가 2급 초등 정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교사 집단의 수학 교수 불안 평균보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게 조사된 것이다(p<.05).

즉, 교사 자격증의 등급이 높아질수록 수학 교수 불안

은 낮아지는 음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R2=0.034).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교사 연수 과정이 교사의 수

학 교수에 대한 지식을 높여 수학 교수 불안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Ertekin,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초등

교사의 수학 교수 지식과 수학 교수 불안 사이의 상관

관계에 대해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통계적인 분석 결

과 교사가 높은 단계의 자격증을 취득할수록 낮은 수

학 교수 불안을 나타낸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초등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이 수학 교육학 관

련 강좌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고려할 때(예. 자기

계발 및 타교과 강좌들이 포함되어 있음), 자격증에 따

른 수학 교수 불안의 감소가 수학 교육 관련 지식에

기인한 것인지, 다른 변인(예. 교직 경력 등)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

나 교사 자격증의 등급은 2단계뿐이고, 1급 정교사 자

격증 취득을 위해 교사가 수학만 교육 받는 것은 아니

므로, 자격증에 따른 분석의 결과를 절대적으로 받아

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또 다른 발견 중의 하나는 교사의 교직

경력과 수학 교수 불안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수학 불안 점수의 가

장 큰 차이는 교직 경력 0-5년 교사 집단과 6-10년 교

사 집단 사이의 평균 점수 차이에서 발견되었다

(p<.01). 교직 경력과 교사의 수학 교수 불안 사이의

상관관계는 [그림 2]의 산포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포

물선 형태의 연관성이 발견되었으며(R
2
=0.084), 선형 관

계로 분석했을 때보다(R2=0.002) 두 변인 사이의 상관관

계를 더 적합하게 설명하고 있는 모델로 파악되었다.

교직 경력

0-5년  6-10년  11-15년  16-20년  21년 이상

[그림 2] 교직 경력과 수학 교수 불안 사이 관련 산포도

[Fig. 2] Scatterplots of number of years of teaching

experience and anxiety for teaching mathematics using

quadratic fitting

교사의 교직 경력과 수학 교수 불안 사이의 포물선

형태의 상관관계에 대해 가능한 설명 역시 교사 지식

에 대한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Ng(2010)는 인도네시

아 초등교사 16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연구에서

초등교사의 기하학에 대한 지식과 교직 경력 사이에는

[그림 2]에 제시된 그래프와 같은 포물선 형태의 상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인도네시아 교사들의

기하학에 대한 지식은 교직 경력 15년까지 점차 증가

하다가 그 이후로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Ng,

2010). Ng(2010)는 이와 같은 조사 결과의 원인에 대

해 초등 교사들이 경력이 증가하면서 이수해야할 교육

연수 과정이 감소하는 것을 주요 변인으로 지목하였다.

교직 경력이 증가하면서 교사들은 초등 수학 교육 관

련 연수에 참여하지 않고 이로 인한 수학 교육 관련

지식의 감소가 나타난다는 것이다(Ng, 2010).

한국 초등 교사들의 경우 역시, 초등교사 준비 기간

과 초등교사로 근무 중 두 번 의무적으로 초등 수학교

육에 대해 학습해야 한다. 교육대학에서 이수하는 초

등수학교육 관련 수업이 첫 번째이고, 3-5년의 교직

경력 이후 1정 초등교사 자격증 수료를 위해 연수 중

받는 초등수학교육 강좌가 두 번째이다. 1급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획득한 이후 초등교사가 초등 수학

교육 관련 연수를 받아야할 의무는 없다. 앞서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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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불안의 원인을 이야기하면서, 교사의 지식이 그

들의 수학 교수 불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초등교사가 1급 정교사 자격증 취

득 이후 초등수학교육 관련 연수를 남은 교직 경력 동

안 한 번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그들의 수학 지

식의 감소 및 수학 교수 불안 증가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여성 교사의 수학 교수 불안이 남성 교사의 수학

교수 불안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달리 (Yazici & Ertekin, 2010, 본 연구의

조사 결과 남성과 여성 교사의 수학 교수 불안 평균

점수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다. Yazici et al(2010)은 여성 교사의 높은 수학 교

수 불안의 원인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후 남성 교사가

여성 교사 보다 수학을 배울 기회가 더 많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국 초등 교사들은 그들의 성별과 상관

없이 교육대학교에서 같은 수학 수업을 이수하도록 되

어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서 초등 수학 교육에

대한 지식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면 남녀 교사의 성별

로 인한 수학 교수 불안 차이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는 가정을 할 수 있다.

Ⅵ.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교사의 수학 교수 불안에 영향

을 미치는 교사의 세 가지 특징을 규명하였는데, 수학

교육과 관련한 학위 취득 여부, 자격증 상태, 그리고

교직 경력이 그 그것이었다. 이 중, 수학 교육과 관련

한 학위가 높을수록 수학 불안이 낮다는 분석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하였다(예. Bursal, et

al., 2006). 특히, 교육대학교에서 수학 심화과정 20학점

을 이수한 초등 교사들이 그렇지 않은 교사들에 비해

수학 교수 불안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게 조사

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수학 관련 강좌를 더

이수한 교사들의 수학 교수 불안감이 낮게 나타난다면,

모든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수학 관련 강좌들의 추가

적 수료를 의무화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수학 교육 관련 강좌 이수를 통한 수학 교수

불안의 감소가 교사 경력의 증가에 따라 다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수학

교육 관련 강좌 이수로 감소한 수학 교수 불안이 교사

의 경력이 다시 증가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

되는가, 아니면 경력의 증가에 따라 다시 원래 수학

교수 불안의 상태로 되돌아오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예비교사와 현직교사를 위한 수학 교육 관련 강좌를

계획하고 필수 이수 과정을 결정하는 설계자 및 정책

입안가들에게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한 사실 중 주목할 만한 다른

점은 1급 초등 정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교사의 수학

교수 불안 평균 점수가 2급 초등 정교사 자격증을 보

유한 교사의 그것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

는 점이다. 이는 교사 연수 과정이 교사의 수학 교수

불안을 낮출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Campus, 2009). 이러한 연구결과는 현직 교

사를 대상으로 한 수학 교육 연수 강좌의 중요성을 보

여준다. 특히, 본 연구의 참여한 교사들의 수학 교수

불안이 초등 교사 경력 16년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하

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책 입안가 및 교사 연수 프로

그램 기획자들은 이들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수학 교

육 연수 과정 이수 의무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

만, 수학 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한 교사들의 수학 교

수 불안 감소가 학생들의 학습 및 수학 불안 감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초등 교사들의 수학 교수 불안 평균 점수와 경력

사이의 관계 그래프가 포물선의 형태를 나타낸 다는

것은 본 연구에서 발견한 중요한 사실이다. 특히, 5년

에서 15년 사이의 교직 경력을 보유한 초등교사가 모

든 교사 집단 중 가장 낮은 수학 교수 불안 평균 점수

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현상

에 대해 가능한 설명은 교직경력 3-5년 정도의 초등

교사들이 의무적으로 초등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연수를 수료함을 감안할 때, 초등 1급 정교사 초

등 1급 정교사 자격증 이수 과정 연수의 참여가 몇 년

동안 수학 교수 불안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설이다.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 상위 단계의 자격증과 수

학 교육관련 학위가 수학 교수 불안을 낮추는 가장 주

요한 변인들로 분석되었다. 또한 교사의 성별, 수학 교

육 이외의 학위, 교직 경력은 수학 교수 불안을 예측

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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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서,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을 대

상으로 한 수학 교육 관련 연수 강좌들이 교사의 수학

교수 불안을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결

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초등 수학 교육 관련 연

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학 교수 불안 감소에 영향

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제언하는 바

이다.

초등학교 수학 교육이 하나의 학문 영역으로 정립

된 이래, 셀 수 없이 많은 교육자들이 교사들의 수학

교수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이론과 방법들을 고

안해왔다. 그러나 효과적․효율적인 수학 수업에 대해

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수학

교육학이 너무나 복잡한 인간을 대상으로 한 학문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수학 교수 불안 역시

한 문장으로 정의하거나, 모든 초등교사의 수학 교수

불안을 낮출 수 있는 하나의 간결한 해결책을 제시하

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수학 교육 연구자 및 정

책 입안가들, 수학 교육 관련 연수 프로그램 개발자들

은 교사들의 수학 교수 불안을 이해하고 이를 감소시

키는 다양한 방법들을 꾸준히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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