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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수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정의적 특성과 수학적 추론 능력과의 관계 비교

배 지 현 (대구범일초등학교)

류 성 림 (대구교육대학교)✝

본 연구는 초등 수학영재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정의

적 특성과 수학적 추론 능력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초등 수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정

의적 특성과 수학적 추론 능력과의 관계를 비교․분석하

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5학년의 영재 97명과 일반학생 144

명이다. 검사도구로는 정의적 특성 검사지와 추론능력 검

사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학영재는 일반학생보다 정의적 특성의 하위 요소인 학

업적 자아개념, 태도, 흥미, 수학불안, 학습습관에서 모두

긍정적인 인식을 지녔고, 수학적 추론 능력에서도 일반학

생보다 능력의 정도가 높았다. 또한 수학영재는 정의적 특

성의 학업적 자아개념, 태도, 흥미, 학습습관은 추론 능력

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수학불안은 부적

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수학영재는 정의적

특성의 하위 요소 중 수학불안이 수학적 추론 능력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수학

영재들의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학 불안을

줄이는 실질적인 여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일반학생들은 정의적 특성의 하위 요소 중

흥미가 수학적 추론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따라서 교실 수업에서 일반학생들의 수학교과에 대한

흥미를 높여주는 적절한 방법에 대한 교수․학습 구안 및

적용을 통해 수학적 추론 능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Ⅰ. 서론1)2)

스티브잡스가 아이폰과 애플의 생태계를 세상에 공

개한 이후로 세상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송두리째 바

꿔버린 것처럼 우리가 몸담고 있는 21세기는 하드웨어

를 지배하는 자가 아닌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창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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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소프트웨어를 만든 자가 모든 것을 가지는 창조경

제의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학교 현장

의 교육 현실에서도 단순 지식을 잘 암기하고 답을 풀

어내는 인재 양성에서 이를 응용 개발할 수 있는 창조

적 인재의 육성으로의 전환이 강력히 요구되는 실정이

다. 그러므로 창의적인 지식의 창출, 응용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영재의 발굴 및 영재교육이 더욱 필요해지

고 있다.

영재교육은 물론이고 일반 학교 교육의 목적은 시

대와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로 주장되고 있으나 그 주

장의 본질은 ‘인간다운 인간’을 길러내는 데 있다. ‘인

간다운 인간’ 또한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

어질 수 있으나 넓은 의미로 보면 지적, 정의적, 심체

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전인적 인간을 말한다(신

성균․황혜정․김수진․성금순, 1992). 이러한 전인적

인간을 키우기 위한 교육은 현재 우리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하게 기대되는 인간을 양성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도 수학과의

목표는 전체적으로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으로 나

누어 기술되어 정의적 영역의 학습도 도달해야 할 목

표로 강조되고 있다(교육부, 2015).

그리고 최근의 수학교육에서는 학업성취를 위해 추

론능력의 신장을 위한 지도가 강조되고 있다.

NCTM(1989)은 「학교 수학을 위한 교육과정과 평가

규준」에서 어떤 개념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측을 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논증을 하는 것은 수학을 행하는데

기본이 되므로 옳은 답을 찾아내는 것보다 훌륭한 추

론을 제시하는 것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NCTM(2000)은 「학교 수학을 위한 원리와 규

준」에서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수학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이며, 모든 학년 수준과 모든 내용 영역에서

기대치는 다르지만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현상을 탐구

하며 결과를 정당화하고 수학적 추론을 활용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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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수학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기대해

야 한다고 언급하여 추론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의적 특성과 수학적 추론 능력과의 관계를 추정

한 연구(이영주, 1999; 박경옥, 2003)에서는 정의적 특

성의 하위요인인 수학교과에 대한 학업적 자아개념,

태도, 흥미, 수학불안, 학습습관은 모두 귀납적 추론능

력 및 연역적 추론 능력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음

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 일반학생들에 대한 연구이며

초등 수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정의적 특성과 수학적 추

론 능력과의 관계 비교 연구는 논의되지 않았다. 그리

고 추론 능력은 인지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수학적 추론에 관한 연구나 지

도는 거의 대부분이 인지적 측면에 집중되어 왔으며,

정의적 측면에 대해서는 소홀히 취급되어 온 것이 사

실이다. 또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수학적 추론

능력에 대한 실태조사(유세희, 2009), 초등학생들의 형

식적 추론능력에 관한 연구(라병소․신경자․신준식․

서동엽, 2002), 전제의 해석 유형이 아동의 수학적 추

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정재숙․전평국, 2002)

등 이미 몇몇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초등 수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수학적 추론 능력의 차이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 수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정의적 특성과 수학적 추론 능력에 대한 차이를 알아

보고, 초등 수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정의적 특성과 수

학적 추론 능력과의 관계를 비교․분석하여 초등 수학

영재교육의 개선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

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초등 수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정의적 특성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초등 수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수학적 추론 능

력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초등 수학영재와 일반학생에서 정의적 특성과

수학적 추론 능력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초등 수학영재

우리나라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영재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

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

다. 송상헌(1998)은 수학영재란 선천적으로 타고난 소

질과 적성 및 후천적으로 학습한 수학에 대한 기초 지

식을 배경으로 하여 수학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적, 정의적인 행동특성이 수학적 사고 기능과 긍정

적으로 조화롭게 작용하여 특별한 수학적 과제를 창의

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가진 사람

이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영재교육

진흥법의 기준에 정하고 있는 대상자와 수학 분야에서

요구하는 자격 기준에 따라 각 기관의 선발과정을 거

쳐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수학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

가하고 있는 교육대상자를 의미한다.

2. 정의적 특성

인간의 정의적 특성(affective characteristics)은 인

지적 특성(cognitive characteristics)에 대비되는 것으

로서, 인간 행동의 사회 정서적인 측면을 포괄한 개념

이다. 정의적 특성이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것이

라고 예측되는 여러 심리 상태로, 본 연구에서는 이영

주(1999)의 정의적 특성의 하위 변인들 중 수학교과와

관련된 학업적 자아개념, 태도, 흥미, 수학불안, 학습

습관을 포함하는 인성의 복합체를 나타내며, 정의적

특성 검사에 의해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1) 학업적 자아개념: Anderson(1981)은 학업적 자아

개념을 “학업적 상황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학습자로

서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각”으로 정의하였

는데, 본 연구에서는 수학과 학습활동에 관련된 자신

의 능력에 대한 지각으로 정의한다.

2) 태도: 태도란 “주어진 대상에 대하여 일관성 있

게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학습된

기질”(Fishbein & Ajzen, 1975)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는 수학 교과에 대하여 학생들이 반응하고 있는 긍정

적 또는 부정적으로 일관성 있게 반응하려는 심리적인

경향성으로 정의한다.

3) 흥미: 흥미란 “개인으로 하여금 주의 또는 획득

을 위해 어떤 특정한 대상물, 활동, 이해, 기술 또는 목

표를 추구하도록 충동해 주는 경험을 통하여 조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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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질”(Getzels, 1966)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학 학

습활동에 대하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애착이나 호의

정도, 자신감 여하에 따라 좋아하게 되거나 싫어하게

되는 생득적인 능력에서 파생된 심리적인 특성으로 정

의한다.

4) 수학불안: 수학불안은 수학적 해결이 필요한 상

황에서 일어나는 정서적인 반응으로 수학적 문제를 해

결할 때 발생하는 긴장감, 불안, 무력감 등의 방해요인

으로 정의한다.

5) 학습 습관: 박경숙․이혜선(1976)은 학습 습관을

학습할 때 취하는 일관된 행동양식으로 정의하고 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수학 학습을 할 때 취하는

일관된 행동 양식으로 정의한다.

3. 수학적 추론 능력

수학적 추론 능력이란 이미 알고 있는 사실로부터

지식을 연결하고 재구성하여 주어진 문제에 대해 타당

한 결론을 이끌어 내는 방법적 측면의 수학적 사고능

력이다(전평국․김은희․김원경, 2002). 본 연구에의

수학적 추론 능력은 귀납적 추론의 유형인 유추, 계열

의 완성, 분류(Sternberg, 1982)와 연역적 추론의 유형

인 범주 삼단 논법, 조건 삼단 논법 형태의 검사에 의

해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1) 유추(analogies)

유추란 하나의 수학적 대상이나 대상들의 집합이

지니는 성질을 그와 유사한 다른 대상에도 그 성질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추측하는 것으로써 그 결론이 일반

적으로 확실한 것이 아니고 개연적인 것에 지나지 않

으며, 가정, 추측이란 성격을 지닌다. 유추는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와 같다.(A:B=C:D)’의 형태로 제

시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마지막 항목을 알

아내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말) : (구두)의 관계일

때, (머리) : ( ). 유추는 여러 가지의 내용(언어

적, 기하학적, 도형적 등)과 형태(빈 칸 채우기, 참 거

짓, 선다형 등)로 구성될 수 있다.

2) 계열의 완성(series completion)

일반적으로 계열의 완성 과제는 몇 가지의 항목을

순서대로 제시한 다음에 그 이후에 올 수 있는 항목을

찾아내는 문제의 형태로 제시된다. 예를 들어, 「2, 5,

8, 11, ? 」와 같은 형태이다. 유추와 마찬가지로 계열

의 완성은 다양한 내용(언어, 기하, 숫자, 도형)으로 이

루어질 수 있으며, 또한 여러 형태(빈 칸 채우기, 참

거짓, 선다형)로 제시될 수 있다.

3) 분류(classification)

분류는 공통적인 속성에 따라 언어적 형태 또는 여

러 가지 형태(빈칸 채우기, 선다형, 참-거짓 등)로 제

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의 단어들 중에서 서로

관계가 없는 것을 고르시오. : 고양이, 코끼리, 여우,

비둘기”와 같은 형태이다. 분류의 일반적인 형태는 관

계없는 한 항목을 골라내는 것이지만, 때로는 한 항목

이상을 골라내기도 하며, 선다형의 문제도 제시될 수

있다.

4) 범주 삼단논법(categorical syllogisms)

범주 삼단 논법은 ‘모든(all)’, ‘어떤(some)’, ‘모든 ～

는 ～가 아니다(no)’, ‘어떤 ～는 ～가 아니다(some

not)’ 등의 한정사를 가진 진술문을 포함한 것으로 어

떤 사물에 대한 두 집합(범주) 간에 관계를 언급하는

추론으로 대표적인 명제 4가지는 다음과 같다.

전체 긍정 - “모든 A는 B이다.”

전제 부정 - “모든 A는 B가 아니다.”

부분 긍정 - “어떤 A는 B이다.”

부분 부정 - “어떤 A는 B가 아니다.”

범주적 삼단논법에서 각각의 명제들은 두 대상들

간의 관계를 설명한다. 대전제(major premise)는 결론

의 술부(P)와 또 다른 중간 대상(M) 사이의 관계를 나

타내며, 소전제(minor premise)는 결론의 주부(S)와 중

간 대상(M)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따라서 어떠한

범주 삼단논법이라도 다음의 네 가지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figure 1]

M - P 모든 M은 P이다.

S - M 모든 S는 M이다.

[figure 2]

P - M 모든 P는 M이다.

S - M 모든 S는 M이다.

S - P 모든 S는 P이다. S - P 모든 S는 P이다.

[figure 3]

M - P 모든 M은 P이다.

M - S 모든 M은 S이다.

[figure 4]

P - M 모든 P는 M이다.

M - S 모든 M은 S이다.

S - P 모든 S는 P이다. S - P 모든 S는 P이다.

5) 조건 삼단논법(conditional syllogisms)

조건 삼단논법 역시 두 전제와 하나의 결론으로 이

루어진다. 첫 번째 전제는 두 대상들 간의 관계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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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p이면 q이다.” -를 나타내며, 여기서 p는 선

행조건이고, q는 후행조건이다. 두 번째 전제는 선행

조건을 긍정 또는 부정 - “p는 참이다.” 또는 “p는 거

짓이다.” - 하거나, 후행 조건을 긍정 또는 부정- “q는

참이다.” 또는 “q는 거짓이다.” - 한다. 결론에서는 두

번째 전제에서 진술하지 않은 대상을 긍정하거나 부정

하게 된다.

조건 삼단논법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타당한 추론]

figure 1: modus ponens figure 2: modus tollens

p이면 q이다. p이면 q이다.

p이다. q가 아니다.

따라서 q이다. 따라서 p가 아니다.

[타당하지 않은 추론]

figure 3: inverse figure 4: converse

p이면 q이다. p이면 q이다.

p가 아니다. q이다.

따라서 q가 아니다. 따라서 p이다.

4. 선행연구 고찰

정의적 특성과 수학적 추론 능력과의 관계와 관련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의적 특

성과 관련하여 수학영재, 수학우수학생, 일반학생의 정

의적 특성 비교 연구(강문환, 2006)에서는 수학영재가

수학우수학생, 일반학생보다 정의적 특성에서 긍정적

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영재의 신념,

태도 및 정서적 특성에 관한 연구(김민강, 2003)에서는

수학영재로 판별된 중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신념, 태

도, 정서의 세 가지 정의적 특성에서 일반학생과 유의

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태도와 정서의 경우 수학

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수

학영재 및 일반 아동의 정의적 특성 비교 연구(강신

포․김판수․유화전, 2003)에서는 수학영재들의 수학교

과에 대한 태도, 자기 효능감이 일반 아동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수학교과에 대한 태도와 자기효능감

사이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68)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수학영재의 수학교과에 대한 정의적 특성에 관한

연구(강순자 외, 2006)에서는 수학영재의 정의적 특성

이 일반학생들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론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추론 능력 향상을 위한 지

도 방안에 관한 연구(방정숙, 1996; 황동옥, 1997; 배혜

정․남승인, 2005; 한미진, 2002)가 가장 많았으며, 초

등학생들의 형식적 추론 능력에 관한 연구(라병소 외,

2002)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당

화를 위한 연역적 추론 능력을 조사하여 한 가지 예에

대한 경험적 정당화로부터 연역추론을 보다 단계적으

로 자연스러운 과정에 의하여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

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수학

적 추론 능력에 대한 실태조사(유세희, 2009)에서는 초

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귀납적 추론 능력과 유비 추론

능력, 연역적 추론 능력을 분석하여 추론 학습에 대한

효과적인 수업 방안을 모색하였다. 수학적 문제 해결

력 및 추론 능력과 정의적 특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영주, 1999; 박경옥, 2003)에서는 수학적 추론 능력

이 아동의 정의적 특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주의 연구 결과를 보면 귀납적

추론능력에서는 자아개념이 다른 요인보다 높게 나타

났으며 연역적 추론 능력에서는 학습습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박경옥의 연구 결과에서는 귀납적 추

론 능력과 정의적 특성의 하위 요인 중 태도 요인은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역적 추론 능력에

서는 자아개념과 흥미 요인만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D광역시 교육지원청 소속 영재교

육원과 영재학급에서 영재성 검사 등의 선발 과정을

거쳐 수학영재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5학년

97명과 수학영재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5학년 일반학

생 14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집단

학년

초등수학영재
일반학생

계영재교육원 영재학급

남 여 남 여 남 여

5학년 45 14 22 16 75 69
241

계 97 144

[표 1] 연구 대상

[Table 1] Subjects of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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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절차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먼저 초등수학영재, 정

의적 특성, 추론능력에 대한 문헌 분석을 실시하고, 이

를 토대로 검사지 문항을 작성한 후, 본 검사 실시에

앞서 검사 소요시간, 문항의 난이도, 신뢰도 등을 알아

보기 위해 일반학생 10명과 영재학급학생 10명, 총 20

명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예비검사 결과

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아 전문가와 동료 교사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원안 검사지를 그대로 사용하여 본

검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절차는 [표 2]와 같

다.

연구 절차 연구 내용

연구 방향 모색
∘연구 주제 설정

∘선행 연구 및 문헌 조사
⇩

검사 도구 및 문항

개발

∘정의적 특성, 추론능력에 대한

검사 도구 선정

∘예비검사 및 본 검사 대상 선정

∘예비검사 문항 작성 및 실시, 검토

∘본 검사 문항 작성
⇩

자료 수집 ∘본 검사 문항 투입 및 조사 실시
⇩

연구 결과 정리
∘통계 처리 및 자료 분석

∘학위 논문 작성

[표 2] 연구 절차

[Table 2] Process of Study  

3. 검사 도구

1) 정의적 특성 검사

정의적 특성을 측정하는 도구는 이영주(1999)가 사

용한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도구는 수학교과

에 관련된 학업적 자아개념, 학습태도, 흥미, 수학불안,

학습습관의 다섯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의적 특성 검사지의 하위요인별 문항은 [표 3]과 같

다.

요 인 문항 번호 문항
수

수학 교과에
대한 학업적
자아개념

1, 6, 11, 16, 26, 31, (21, 36, 41, 46) 10

수학 교과에
대한 태도

2, 12, 17, 22, 27, 32, 42, 47, (7, 37) 10

수학 교과에
대한 흥미 3, 8, 13, 18, 23, 28, 33, 38, 43, 48 10

수학 불안 4, 9, 14, 19, 24, 29, 34, 39, 44, 49 10
수학 교과에
대한 학습습관 5, 10, 15, 20, 35, 40, 45, 50, (25, 30) 10

[표 3] 정의적 특성 검사 하위요인별 문항

[Table 3] Question Number of Affective Characteristics Test

* ( )안의 문항은 역채점 문항이다.

본 연구의 척도를 사용하여 얻어진 자료의 신뢰도

를 얻기 위한 신뢰도(내적합치도) 즉 신뢰계수

(Cronbach α)는 [표 4]와 같다.

정의적 특성 검사
학업적

자아개념
태도 흥미 수학불안 학습습관

Cronbach α .842 .791 .838 .900 .858

[표 4] 정의적 특성 검사 하위요인별 신뢰도

[Table 4] Reliability of Affective Characteristics Test

정의적 특성 검사의 하위요인인 학업적 자아개념,

태도, 흥미, 수학불안, 학습습관의 신뢰도는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추론 능력 검사

추론 능력 검사는 연구 대상 아동들의 논리적 추론

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귀납

적 추론의 유추, 계열, 분류 영역과 연역적 추론의 범

주 삼단 논법, 조건 삼단 논법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이 검사는 미국의 CTB/McGraw - Hill사의 Del

Monte Research Park가 1983년에 개발한 TCS(Test

of Cognitive Skills)에서 유추, 계열, 범주 삼단 논법,

조건 삼단 논법 영역의 문항을 번안하여 이영주(1999)

가 선정한 검사도구를 사용하였고, 분류 영역은 강충

렬(1991)이 개발한 추론 검사도구에서 문항을 선정한

이영주(1999)의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추론능력 검사의

추론 영역별 문항 및 문항 수는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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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 영역 문항 번호 문항 수 계

귀납적

추론

계열 1, 2, 3, 4, 5, 6 6
18유추 7, 8, 9, 10, 11, 12 6

분류 13, 14, 15, 16, 17, 18 6
연역적

추론

범주 삼단 논법 19, 20, 21, 22, 23, 24 6
12

조건 삼단 논법 25, 26, 27, 28, 29, 30 6

[표 5] 추론 능력 검사의 추론 영역별 문항

[Table 5] Question Number of Mathematical Reasoning Ability Test

본 연구의 척도를 사용하여 얻어진 자료의 신뢰도

를 얻기 위한 신뢰도(내적합치도) 즉 신뢰계수

(Cronbach α)는 [표 6]과 같다

추론 능력 검사
귀납적 추론 연역적 추론

전체
계열 유추 분류

범주
삼단논법

조건
삼단논법

Cronbach α .679 .609 .682 .764 .665 .834

[표 6] 추론 능력 검사 영역별 신뢰도

[Table 6] Reliability of Mathematical Reasoning Ability Test

추론 능력 검사의 전체 신뢰도는 .834로 매우 일치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론 능력 검사의

귀납적 추론 영역인 계열, 분류, 유추와 연역적 추론

영역인 범주 삼단논법, 조건 삼단논법도 신뢰도가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을 위해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 5학년 수

학영재학생 97명과 초등학교 5학년 일반학생 144명에

게 각 반 담임선생님의 협조를 얻어 30분 동안 추론

능력 검사를, 20분 동안 정의적 특성 검사를 실시하였

다.

1) 정의적 특성 검사

정의적 특성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별로 10개 문항

씩 총 50문항에 답하도록 하였다. 문항 순서는 같은

요인의 문항이 연달아 나오지 않도록 하고, 수학 교과

에 관련된 학업적 자아개념, 학습태도, 흥미, 수학불안,

학습습관의 요인별 순서로 한 문항씩 답하도록 하였다.

점수는 5점 Likert 척도로 각 문항을 ‘매우 그렇다’의

경우 5점, ‘조금 그렇다’의 경우 4점, ‘잘 모르겠다’의

경우 3점, ‘별로 그렇지 않다’의 경우 2점, 그리고 ‘전혀

그렇지 않다’의 경우 1점으로 채점하였다. 그러나 상반

되는 내용의 진술문인 경우 그 역으로 채점하였다.

2) 추론 능력 검사

귀납적 추론의 계열, 유추, 분류영역별로 각각 6문항

씩 18문항과 연역적 추론의 범주 삼단 논법, 조건 삼

단 논법 영역별로 각각 6문항씩 12문항에 답하도록 하

였다. 총 문항이 30문항으로 각 문항마다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으로 처리하였다.

5.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수학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정의적 특성

과 추론능력간의 관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3가지

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의 수학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정

의적 특성의 차이와 ‘두 번째 연구문제’의 수학영재학

생과 일반학생의 수학적 추론 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 간의 영역별 평균의 차를 알아보고, t-검정

을 하였다.

‘세 번째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의적 특성

과 추론 능력간의 상관 분석을 하였고, 정의적 특성의

다섯 가지 하위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귀납적 추론

능력과 연역적 추론 능력을 각각 종속변수로 한 중다

회귀분석을 하였다.

Ⅳ. 연구 결과 및 논의

1. 연구 결과

1) 초등 수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정의적 특성의 차이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학영재와 일반학생간

의 정의적 특성 하위 5가지 요인 모두에서 차이를 보

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학교과에 대한 학

업적 자아개념(t=5.530, p<.01), 수학교과에 대한 태도

(t=4.719, p<.01), 수학교과에 대한 흥미(t=6.976,

p<.01), 수학교과에 대한 학습 습관(t=4.075, p<.01)에

서는 영재학생이 일반학생보다 모두 긍정적으로 반응

을 보였으며, 수학 불안(t=-6.830, p<.01) 요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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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학생이 일반학생보다 덜 불안해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정의적 특성 모든 영역에서 영재집단이 일반

학생집단보다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수학영재는 일반학생에 비해 수학을 잘 하면서 많이

접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높고, 영재의 특성상 몰입하

는 경향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고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변인 집단 평균표준편차 t p

수학교과에 대한
학업적 자아개념

수학영재 4.0763 .54329
5.530 .000

**

일반학생 3.6028 .71565

수학교과에 대한
태도

수학영재 4.3546 .48585
4.719 .000**

일반학생 4.0229 .56577

수학교과에 대한
흥미

수학영재 3.9392 .61670
6.976 .000

**

일반학생 3.3500 .66005

수학불안
수학영재 1.4186 .47133

-6.830 .000**
일반학생 1.9687 .77761

수학교과에 대한
학습습관

수학영재 4.0258 .57050
4.075 .000

**

일반학생 3.6840 .72774

[표 7] 수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정의적 특성 차이

분석

[Table 7] Analysis of Differences in Affective Characteristics

between Gifted Students and Non-gifted Students

(
**

p<.01)

2) 초등 수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수학적 추론 능력의

차이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학영재와 일반학생간

의 수학적 추론 능력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귀납적

추론(t=10.107, p<.01) 및 하위 3요인인 계열(t=6.963,

p<.01), 유추(t=7.682, p<.01), 분류(t=5.579, p<.01) 모두

에서 수학영재가 일반학생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연역추론(t=11.472, p<.01) 및 그 하위 요인인 범주 삼

단 논법(t=8.919, p<.01), 조건 삼단 논법(t=10.893,

p<.01), 그리고 전체 추론 능력(t=13.095, p<.01) 모두

에서 수학영재가 일반학생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수학영재는 분석적, 연역적,

귀납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House(1987)의 수학영재의 특성 중 수학적 행동 특성

의 이론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변인 집단 평균 표준편차 t p

계열
수학영재 .8969 .16037

6.963 .000**
일반학생 .7222 .22901

유추
수학영재 .6942 .21474

7.682 .000**
일반학생 .4687 .22899

분류
수학영재 .6856 .24870

5.579 .000**
일반학생 .5116 .22957

귀납적
추론

수학영재 .7589 .13051
10.107 .000**

일반학생 .5675 .16229

범주 삼단
논법

수학영재 .8471 .24962
8.919 .000**

일반학생 .5324 .29452

조건 삼단
논법

수학영재 .8488 .20845
10.893 .000**

일반학생 .5324 .22925

연역적
추론

수학영재 .8479 .19470
11.472 .000**

일반집단 .5324 .22946

추론 전체
수학영재 .7945 .13067

13.095 .000**
일반집단 .5535 .14613

[표 8] 수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수학적 추론 능력

차이 분석

[Table 8] Analysis of Differences in Mathematical

Reasoning Ability between Gifted Students

and Non-gifted Students

(**p<.01)

3) 초등 수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정의적 특성과 수학

적 추론 능력과의 관계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 정의적 특성 5가지 하위영역인 수학교과에 대

한 학업적 자아개념, 수학교과에 대한 태도, 수학교

과에 대한 흥미, 수학교과에 대한 학습 습관 요인과

귀납, 연역 추론 및 전체 추론 능력 간에는 1% 유의

수준에서 정적인 상관을 갖는 반면 수학 불안과는 부

적인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정의적 특성이 긍정적일수록 추론 능력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수학교과에 대한 흥미와 추론 능

력 간의 관계가 가장 높다는 것으로 볼 때, 수학을 좋

아하는 행위가 수학의 패턴을 잘 음미하고 규칙성을

찾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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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변수
상관계수

귀납적
추론

연역적
추론

추론
전체

수학교과에 대한
학업적 자아개념

.401** .317** .416**

수학교과에 대한
태도

.327** .345** .390**

수학교과에 대한
흥미

.439** .426** .501**

수학불안 -.388
**

-.414
**

-.465
**

수학교과에 대한
학습습관

.334** .329** .384**

[표 9] 전체 학생의 정의적 특성과 수학적 추론

능력과의 상관관계

[Table 9] Correlation between Affective Characteristics

and Mathematical Reasoning Ability for All Students

(
**

p<.01)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학영재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수학불안과 수학적 추론 능력 간에는 1%

유의 수준에서 가장 높은 상관(부적)을 보여, 수학영재

들은 수학에 대한 불안 요인을 줄이는 방안이 요구된

다. 한편 수학교과에 대한 태도, 수학교과에 대한 학습

습관과 귀납추론 능력 간, 수학교과에 대한 흥미와 연

역 추론 간에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측정 변수
상관계수

귀납적
추론

연역적
추론

추론
전체

수학교과에 대한
학업적 자아개념 .345** .219* .338**

수학교과에 대한
태도 .143 .215

*
.214

*

수학교과에 대한
흥미 .237

*
.177 .247

*

수학불안 -.395** -.383** -.465**

수학교과에 대한
학습습관 .179 .304

**
.289

**

[표 10] 수학영재의 정의적 특성과 수학적 추론

능력과의 상관관계

[Table 10] Correlation between Affective Characteristics

and Mathematical Reasoning Ability for Gifted Students

(
*
p< .05,

**
p<.01)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수학교과에 대한 학업적 자아개념과 연역추

론 간에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나머지

요인들 간에는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영

재와는 달리 수학교과에 대한 흥미와 추론 능력 간에

상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학생들에는

수학에 대한 흥미를 잘 고려해 주는 것이 추론 능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측정 변수
상관계수

귀납적
추론

연역적
추론 추론전체

수학교과에 대한
학업적 자아개념

.251** .131 .249**

수학교과에 대한
태도

.245** .229** .307**

수학교과에 대한
흥미 .311** .292** .390**

수학불안 -.192
*

-.221
**

-.267
**

수학교과에 대한
학습습관 .279** .206* .315**

[표 11] 일반학생의 정의적 특성과 수학적 추론

능력과의 상관관계

[Table 11] Correlation between Affective Characteristics

and Mathematical Reasoning Ability for Non-gifted

Students

( *p< .05, **p<.01)

정의적 특성 5가지 하위영역인 수학교과에 대한 학

업적 자아개념, 수학교과에 대한 태도, 수학교과에 대

한 흥미, 수학 불안, 수학교과에 대한 학습 습관 요인

으로 수학적 추론 능력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을 찾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중요변인

을 먼저 선택하고, 의미가 없는 변인을 제거하는 단계

형(stepwise method) 선택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

다.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중다회귀분석은 수학교과에 대한 흥미와 수학 불안

2가지 요인만이 실질적으로 추론 능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52.447, p=0.000), 수학교

과에 대한 흥미는 높이는 것으로 수학 불안은 줄이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추론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

단된다. 나머지 3개의 변인은 개별적으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표 9 참조)으로 나타났지만 실질적인 영향

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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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오차 베타

수학교과에
대한 흥미

.092 .017 .354 5.552 .000**

수학 불안 -.070 .016 -.276 -4.324 .000**

상수 .442 .079 5.592 .000**

R =.306 : F=52.447 : p=0.000**

[표 12] 수학적 추론 능력과 정의적 특성 구성요

소별 회귀분석 결과

[Table 12]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between

Mathematical Reasoning Ability and Affective

Characteristics Components

(**p<.01)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중다회귀분석은 수학교과에 대한 흥미와 수학 불안

2가지 요인만이 실질적으로 귀납 추론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34.639, p=0.000), 수학교

과에 대한 흥미는 높이는 것으로 수학 불안은 줄이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귀납 추론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

로 판단된다. 나머지 3개의 변인은 개별적으로 상관관

계를 가지는 것(표 9 참조)으로 나타났지만 실질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오차 베타

수학교과에
대한 흥미

.082 .017 .324 4.807 .000**

수학 불안 -.053 .017 -.215 -3.188 .002**

상수 .444 .081 5.507 .000**

R =.225 : F=34.639 : p=0.000**

[표 13] 귀납 추론 능력과 정의적 특성 구성요소

별 회귀분석 결과

[Table 13]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between

Inductive Reasoning Ability and Affective

Characteristics Components

(
**

p<.01)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중다회귀분석은 수학교과에 대한 흥미와 수학 불안

2가지 요인만이 실질적으로 연역 추론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35.627, p=0.000), 수학교

과에 대한 흥미는 높이는 것으로 수학 불안은 줄이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연역 추론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

로 판단된다. 나머지 3개의 변인은 개별적으로 상관관

계를 가지는 것(표 9 참조)으로 나타났지만 실질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오차 베타
수학교과에
대한 흥미

.108 .025 .287 4.272 .000**

수학 불안 -.096 .025 -.261 -3.885 .000**

상수 .438 .121 3.635 .000**

R =.230 : F=35.627 : p=0.000**

[표 14] 연역 추론 능력과 정의적 특성 구성요소별

회귀분석 결과

[Table 14]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between

Deductive Reasoning Ability and Affective

Characteristics Components

(
**

p<.01)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학영재를 대상으로

한 중다회귀분석은 수학 불안 요인만이 실질적으로 전

체 추론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26.225, p=0.000), 수학 불안은 줄이는 방안을 강구

함으로써 전체 추론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나머지 4개의 변인은 개별적으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표 10 참조)으로 나타났지만 실질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오차 베타
수학 불안 -.129 .025 -.465 -5.121 .000**

상 수 .977 .038 25.981 .000**

R =.216 : F=26.225 : p=0.000**

[표 15] 수학영재의 수학적 추론 전체 능력과 정의

적 특성 구성요소별 회귀분석 결과

[Table 15]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between

Mathematical Reasoning Ability and Affective

Characteristics Components for Gifted Students

(
**

p<.01)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학영재를 대상으로

한 중다회귀분석은 수학 불안 요인만이 실질적으로 귀

납 추론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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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7.564, p=0.000), 수학 불안은 줄이는 방안을 강구

함으로써 귀납 추론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나머지 4개의 변인은 개별적으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표 10 참조)으로 나타났지만 실질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오차 베타
수학 불안 -.109 .026 -.395 -4.191 .000**

상수 .914 .039 23.442 .000
**

R =.156 : F=17.564 : p=0.000
**

[표 16] 수학영재의 귀납 추론 능력과 정의적

특성 구성요소별 회귀분석 결과

[Table 16]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between

Inductive Reasoning Ability and Affective

Characteristics Components for Gifted Students

(
**

p<.01)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학영재를 대상으로

한 중다회귀분석은 수학 불안 요인만이 실질적으로 연

역 추론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16.356, p=0.000), 수학 불안은 줄이는 방안을 강구

함으로써 연역 추론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나머지 4개의 변인은 개별적으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표 10 참조)으로 나타났지만 실질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오차 베타
수학 불안 -.158 .039 -.383 -4.044 .000**

상수 1.073 .058 18.339 .000**

R =.147 : F=16.356 : p=0.000**

[표 17] 수학영재의 연역 추론 능력과 정의적 특

성 구성요소별 회귀분석 결과

[Table 17]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between

Deductive Reasoning Ability and Affective

Characteristics Components for Gifted Students

(
**

p<.01)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중다회귀분석은 수학교과에 대한 흥미 요인만이 실

질적으로 전체 추론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F=25.498, p=0.000), 수학교과에 대한 흥미는

높이는 것으로 전체 추론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

단된다. 나머지 4개의 변인은 개별적으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표 11 참조)으로 나타났지만 실질적인 영향

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오차 베타
수학교과에
대한 흥미

.086 .017 .390 5.050 .000**

상수 -.129 .025 -.465 -5.121 .000**

R =.152 : F=25.498 : p=0.000**

[표 18] 일반학생의 수학적 추론 전체 능력과 정의

적 특성 구성요소별 회귀분석 결과

[Table 18]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between

Mathematical Reasoning Ability and Affective

Characteristics Components for Non-gifted

Students

(**p<.01)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중다회귀분석은 수학교과에 대한 흥미 요인만이 실

질적으로 귀납 추론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F=15.165, p=0.000), 수학교과에 대한 흥미는

높이는 것으로 귀납 추론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

단된다. 나머지 4개의 변인은 개별적으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표 11 참조)으로 나타났지만 실질적인 영향

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오차 베타
수학교과에
대한 흥미 .076 .020 .311 3.894 .000**

상수 .312 .067 4.654 .000**

R =.096 : F=15.165 : p=0.000**

[표 19] 일반학생의 귀납 추론 능력과 정의적 특

성 구성요소별 회귀분석 결과

[Table 19]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between

Inductive Reasoning Ability and Affective

Characteristics Components for Non-gifted

Students

(
**

p<.01)

[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중다회귀분석은 수학교과에 대한 흥미 요인만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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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으로 연역 추론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F=13.202, p=0.000), 수학교과에 대한 흥미는

높이는 것으로 연역 추론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

단된다. 나머지 4개의 변인은 개별적으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표 11 참조)으로 나타났지만 실질적인 영향

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오차 베타

수학교과에
대한 흥미 .101 .028 .292 3.633 .000

**

상수 .193 .095 2.023 .045
*

R =.085 : F=13.202 : p=0.000
**

[표 20] 일반학생의 연역 추론 능력과 정의적 특

성 구성요소별 회귀분석 결과

[Table 20]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between

Deductive Reasoning Ability and Affective

Characteristics Components for Non-gifted

Students 

(
*
p< .05,

**
p<.01)

2.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 수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정

의적 특성과 수학적 추론능력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고,

두 집단 간에 정의적 특성과 수학적 추론 능력은 어떠

한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

를 선행 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해 본다.

먼저 초등 수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정의적 특성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수학영재는 일반학생보다 정의적

특성의 하위요소인 학업적 자아개념, 태도, 흥미, 학습

습관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수학불안 검사에

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즉, 수학영재들이 일반학생들

보다 긍정적이며, 이러한 결과는 강순자 외(2006)의 수

학영재의 수학교과에 대한 정의적 특성에 관한 연구,

강문환(2006)의 수학영재, 수학우수학생, 일반학생의

정의적 특성 비교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수학영재의 정의적 특성이 일반학생과 유의한 차

이를 보인다는 김민강(2003), 강신포 외(2003)의 연구

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영재 선발과

영재 프로그램 개발 시 정의적 특성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초등 수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정의적 특성과 수학적

추론 능력과의 관계를 비교한 결과 정의적 특성의 하

위요소인 학업적 자아개념, 태도, 흥미, 학습 습관과 추

론 능력 간에는 정적인 상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와

반대로 수학불안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의적 특성의 5가지

하위 요인이 추론 능력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이영

주(1999), 박경옥(2003)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추론 능력에 대한 정의적 특성의 중다회귀분

석 결과에서는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 수학불안

과 흥미 요인이 추론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의적 특성 중 수학불안 요인

이 추론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난 박경옥

(2003)의 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리고 수학영재는 수학불안과 추론 능력 간에 가

장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일반학생은 흥미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학영

재는 추론 검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으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불안과 긴장이 추론 능

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학생은 수학

영재보다 흥미가 낮으므로 문제를 풀 때 집중하지 않

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원동력이 떨어져 추론 능력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추론 능력을 향

상시키기 위해서는 수학영재는 수학불안을 줄이고 일

반학생은 수학교과에 대한 흥미를 높여 주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 수학영재와 일반학생을 대

상으로 정의적 특성과 수학적 추론 능력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초등 수학

영재와 일반학생의 정의적 특성과 수학적 추론 능력과

의 관계를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학영재는 일반학생보다 정의적 특성의 하위

요소인 학업적 자아개념, 태도, 흥미, 학습습관 검사에

서 평균 점수가 높았지만, 수학불안 검사에서는 일반

학생보다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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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수학영재는 일반학생과 비교하여 수학적 추론

능력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학영재와 일반학생의 두 집단 전체를 대상

으로 할 때, 정의적 특성의 하위 요소인 학업적 자아

개념, 태도, 흥미. 학습 습관과 추론 능력 간에는 정적

인 상관이 나타났지만, 수학불안과는 부적인 상관관계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수학영재는 정의적 특성의 하위 요소 중 수학

불안과 추론 능력 사이에 가장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수학영재의 정의적 특성 중 태도와 학습

습관은 귀납적 추론 능력과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

고, 흥미는 연역적 추론 능력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일반학생은 수학영재와는 달리 흥미와 추론

능력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일반학생의 정의적 특성에서 5가지 하위 요소 모

두 귀납적 추론 능력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고, 학업적 자아개념은 연역적 추론과 아무런 상관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학영재는 일반학생보다 정의적 특성 하위

요소인 학업적 자아개념, 태도, 흥미, 수학불안, 학습습

관에서 모두 긍정적인 인식을 지녔고, 수학적 추론 능

력에서도 일반학생보다 능력의 정도가 높았다. 또한

수학영재를 대상으로 정의적 특성과 추론 능력과의 상

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업적 자아개념, 태도, 흥미, 학

습습관은 추론 능력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

으며 수학불안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수학영재는 정의적 특성이 긍정적일수록 수학

적 추론 능력이 높다는 결과에서 수학영재를 대상으로

한 영재교육은 성향과 태도를 긍정적이고 자신감을 가

질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수학영재는 정의적 특성의 하위 요소 중 수학

불안이 수학적 추론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수학영재들의 추론 능

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학 불안을 줄이는 실질적

인 여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일반학생들은 정의적 특성의 하위 요소 중 흥

미가 수학적 추론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따라서 교실 수업에서 일반학생들의 수학교과에

대한 흥미를 높여주는 적절한 방법에 대한 교수․학습

구안 및 적용을 통해 수학적 추론 능력의 향상을 도모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학적 추론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

의적 특성의 하위 요인은 수학영재에게는 수학불안,

일반학생에게는 흥미이므로 이를 고려한 추론 능력 지

도 방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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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ison on the Relations between Affective Characteristics and 
Mathematical Reasoning Ability of Elementary Mathematically Gifted Students 

and Non-gifted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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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differences in affective characteristics and mathematical 
reasoning ability between gifted students and non-gifted students.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on the 
relations between the affective characteristics and mathematical reasoning ability. 

The study subjects are comprised of 97 gifted fifth grade students and 144 non-gifted fifth grade 
students. The criterion is based on the questionnaire of the affective characteristics and mathematical 
reasoning ability. To analyze the data,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adopted.  

The conclusions of the study are synthetically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mathematically gifted students show a positive response to subelement of the affective 

characteristics, self-conception, attitude, interest, study habits. As a result of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the affective characteristic and mathematical reasoning ability, the study foun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lf-conception, attitude, interest, study habits but a negative correlation with mathematical anxieties. 
Therefore the more an affective characteristics are positive, the higher the mathematical reasoning ability are 
built. These results show the mathematically gifted students should be educated to be positive and 
self-confident.

Second, the mathematically gifted students was influenced with mathematical anxieties to mathematical 
reasoning ability. Therefore we seek for solution to reduce mathematical anxieties to improve to the 
mathematical reasoning ability. 

Third, the non-gifted students that are influenced of interest of the affective characteristics will improve 
mathematical reasoning ability, if we make the methods to be interested math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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