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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수학 수업의 동기 유발 방법 분석

*
박 만 구 (서울교육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 예비교사들의 관점에서 수학 수

업을 관찰하면서 동기 유발의 측면을 중심으로 동기 유발

의 내용 및 방법, 그리고 예비교사들의 동기 유발에 대하

여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서울 지역의 2학년

또는 3학년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 62명이었다. 이 예비교

사들이 1주 또는 2주간의 교육실습 중 수학수업의 동기

유발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찰한 후, 자신들의 관점에서 수

학 수업에서의 동기 유발에 대한 분석한 결과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예비교사들은 동기 유발을

주로 학생들의 흥미를 진작하기 위한 것과 주위집중을 위

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동기 유발의 시간은 평균 5분 50초

이고, 제한된 자료만을 사용하여 동기를 유발하였다. 연구

자는 동기 유발 내용 및 방법이 차시의 목표와 세밀하게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언하였다.

I. 서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

고자 하는 존재이다. 그러면 인간은 왜 배우고자 하는

가? 고미숙(2007)은 인간에게 공부가 곧 삶이라고 말

한다. 인간이 짐승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서 해야 하는 것이 공부라는 것이다. 그녀는 배우는

행위 즉, 공부는 단순히 머리로만 하는 것이라는 생각

을 배격하고 공부는 신체적 단련을 포함하여 온 몸으

로 열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열정적인 학습자가 되도록 하는데 가장 중

요한 것은 자발적인 학습이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학

습을 하도록 하는 원동력은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호

기심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수자는 학습자가 호

기심을 가지고 스스로 학습해 갈 수 있도록 도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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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그 한 가지 방법은 적절한 내용과 방법으로

학습자가 동기 유발 받도록 자극하는 것이다. 동기 유

발은 일반적으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의도한 학습

목표로 이끌기 위해서 교사가 학생의 흥미를 자극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를 통틀어 말한다. 만일 학습자가 해

당 학습을 할 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학습자로

하여금 흥미나 호기심을 유지하도록 할 수 없다면, 학

습자에게 지속적인 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동기 유발은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각 교과에 대한

태도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국제적인 성취도 및 태도에 대한

평가인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나 TIMSS(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TIMSS and PIRLS International Study Center)에서

다른 나라들의 학생들에 비하여 일관되게 수학 성취도

는 높은 반면, 수학에 대한 태도가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김경희, 김수진, 김미영, 김선희, 2009;

최승현, 박상욱, 황혜정, 2014; OECD, 2012, 2014a,

2014b; TIMSS & PIRLS International Center, 2014,

2015, 2016). 문제는 이런 현상이 일시적이 아니고 지

속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수학에 대한 불안의 정도가 증가하게

된다(남영만, 이혜령, 2010; 박경자, 이혜령, 2010).

그런데 이들 국제평가들에서는 단순히 수학에 대한

성취도와 태도만을 조사한 것이 아니고 각 나라에서

학생들이 수학 수업에 대해 가지는 흥미도도 함께 조

사하였다. 2011년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EA)에서

조사한 각 나라의 초·중등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흥미

도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조사 대상 50개국

중에서 최하위인 50위를, 그리고 수학에 대한 자신감

에서는 49위로 정의적인 영역에서 최하위를 나타내었

다. 그리고 수학 수업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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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도 2%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IMSS &

PIRLS International Center, 2015).

여러 다른 여러 선진 국가들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의 교육과정에서도 학습자의 자주적인 학습 및 동기

유발을 강조하고 있다(김경희, 김수진, 김미영, 김선희,

2009). 우리나라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교육부,

2015)에서는 태도 및 실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교

수 학습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수학에 대한 관심과 흥

미, 호기심과 자신감을 갖고 수학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며, 끈기있게 도전하도록 격려하고 학습

동기와 의욕을 유발(p.39)”해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을 수행하

며 학습 결과를 평가하는 자주적 학습 습관과 태도

(p.40)”를 가지도록 할 것을 강조한다. 그런데 이를 위

해서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내적 동기 유발이 중요하다.

미국수학교사협의회(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Mathematics[NCTM])에서는 수학 학습에서 동기

유발과 적성의 문제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매년 발행하

는 연보의 특별호에서 수학교육에서 동기 유발의 문제

를 광범위하게 다루었다(Usiskin, 2011).

Talvitie-Siple(2007)은 그의 박사 학위 논문에서 동기

유발을 사회 상호작용과 자기효율성 등을 아우르는 모

델로 제시하면서, 전통적인 수학 수업에서 학생들의

삶의 경험과 의미 있게 연결하지 못함으로써 동기 유

발을 감소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pp.104-105).

Middleton과 Spaniaz(1999)는 미국의 유명 저널인

Journal for Research in Mathematics

Education(JRME)에서 수학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동기

유발에 대한 여러 연구들에 대하여 기존의 주장의 미

흡한 점을 비판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Chen, Lee와

Stevenson(1995)은 미국의 5000명 가까이 되는 동양계

미국인과 백인, 대만, 일본의 고등학교 학생들 간의 동

기 유발과 수학 성취도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그들은

동양계 미국인과 동양 학생들은 부모의 높은 학습에

대한 높은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한 동기 유발이 되어

높은 성취도를 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국내 수학교육자들도 수학 학습에서 동기 유발에

대하여 학습자의 자발적인 학습을 위하여 동기 유발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김병무(1997)는 대학 수학 강의

에서 유명한 수학자의 말이나 격언을 동기 유발의 자

료로 활용하여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동기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심상길과 이강섭(2014)은 수학교사

들의 동기 유발에 대한 인식과 실제 수학 시간에 활용

하는 측면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들은 수학교사들이

양성기관에서보다 연수에서 동기 유발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얻었고 수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문병상(2013)은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는 수학교과의 내적 동기와 유능감 신념의 관계에

대한 종단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는 학생들의 특정 시

점 이후부터 내적 동기가 학생들의 유능감 신념에 지

속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수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사고를 대상으

로 한다는 특징(von Glasersfeld, 1995)이 있다. 이런

추상성으로 인하여 많은 학생들로 하여금 수학 학습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는데 중간에서 포기하게 하거나

수학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수학 교수 학습에서 특히 학생들에

게 수학 학습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게 하기 위한 자

연스런 동기 유발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교사 교육자,

초등교사, 그리고 수학교사들에게 실제로 수학 수업에

서 동기 유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다 바람

직한 동기 유발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

미 있는 일이다.

예비교사들은 장차 학교에 나가서 교사로서 수학

수업을 담당할 사람들로, 이들이 교사로서의 준비를

하는 시기에 수학 수업에 대한 분석 및 비평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은 장차 자신의 수업을 반성적으로 바

라보면서 수학 수업을 개선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 예비교사들의 관점에

서 교사가 초등학교 수학 수업에서 어떻게 동기 유발

을 하는지를 관찰하면서 동기 유발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제시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수학

수업에서 동기 유발에 대해 예비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 비추어 보다 바람직한 동기 유발의 방안을 제

안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동기의 개념

동기(動機, Motivation)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영어의 motivation의 사전적인 어원은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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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 요소 하위 범주

주의력
(Attention)

지각적 주의환기의 전략, 탐구적 주
의 환기의 전략, 다양성의 전략

관련성
(Relevance)

친밀성의 전략, 목적지향성의 전략,
필요나 동기와의 부합성 강조의 전략

자신감
(Confidence)

학습의 필요조건 제시의 전략, 성공
의 기회 제시의 전략, 개인적 조절감
증대의 전략

만족감
(Satisfaction)

자연적 결과 강조의 전략, 긍정적 결
과 강조의 전략, 공정성 강조의 전략

[표 1] ARCS를 신장시키기 위한 하위 범주

[Table 1] The Subcategories to Strengthen the ARCS

틴어 movere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 의미는 to move

즉 움직이게 만든다는 뜻이다. 학습에서 동기 유발은

학습자를 학습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능동적으로 함여

하게 함을 의미한다. Woolfork(2001)은 행동의 유발과

방향을 제시하고 유지시키는 내적 상태로 정의하였고,

권대훈(2009)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하는 과정

과 어떤 일을 하려는 의욕 등으로 동기를 정의하였다.

한편, 일반적으로 동기는 개인적 요인에 의존하는

내재적 동기로 정의하기도 하고(Gottfried, 1985;

Lepper, 1988), 외적이고 환경적 요인인 보상, 사회적

압력, 처벌 등의 외재적 동기에 의해 정의하기도 한다

(Duda & Nicholls, 1992). 이는 동기를 어떤 시각에서

이해하는가에 따라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으로, 이에 따라 학생들에게 강화해주어야 하는 것과

학습에 영향을 주는 것이 다르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

서는 동기를 수학을 지도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

고, 수학 학습을 위하여 교사가 학생들에게 하는 동기

유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 학습 동기 유발

학습 동기 유발은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에 능동적

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말한다. 이 학

습자의 동기는 학습자 학습의 결과나 과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생들의 동기 유발

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자신만의 방법으로 동기 유

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김동렬, 문두호, 손연아, 2006;

성열욱, 김상운, 2001).

학습 동기를 어떻게 유발되는가에 대한 다양한 이

론과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인숙 외

(2010)가 소개한 인간의 동기를 결정짓는 변인에 따라

분류한 Keller(1987)의 ARCS이론이 있다. 이는 각각

학습자가 얼마나 집중하는가의 주의력(Attention), 일

정 기간의 흥미와 학습할 내용의 관련성(Relevance),

학습 내용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신감(Confidence),

학습 과정이나 후의 학습에 대한 만족감(Satisfaction)

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신장하기 위한 하위 범주는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Keller(1987)의 ARCS이론을 중심으

로 예비교사들의 관점에서 자유롭게 서술한 내용을 이

이론에 비추어 분석하였다.

동기 유발은 유·초등에서부터 중등 수준뿐만 아니라

대학교 수준에서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연구되었다. 김

병무(1997)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동기 유발을 위

하여 단원 도입과 관련된 격언 또는 수학자의 말을 인

용하거나 단원과 관련하여 유명한 수학자를 소개하고

단원 관련 내용의 보조도구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각

단원의 구체적 적용 모델을 찾아 그 이론이 확장되는

사례 제시, 단원 관련 퍼즐 제작 활용, 수학 관련 써클

조직 등으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연구 결과, 학교간의

차이는 없었고, 학생들의 흥미에 따라서 동기 유발 자

료를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욕구와 자

신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학

습 동기로 나타나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교사가 학

생의 학습 활동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면 학생들이 선

호하는 학습 동기를 잘 파악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학습을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촉진하기 위해

수업 환경을 조성하고, 좋은 수업 전략을 사용한다면

학생의 학습 동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교사는 수업 중에 학습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다

양한 수준의 교수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

의 학습 동기를 어떻게 유발할 것인가에 대하여 선행

연구들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습 동기 유발을 위한

일반적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오후진, 이유심,

2002; Keller, 1987).

① 학생에 대한 이해: 학생의 생각 파악하기를 통해

학생의 특성과 동기 유발 특성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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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습내용의 구조화: 학습 내용을 학습자의 흥미

나 인지적 수준에 맞게 재구조화

③ 학습내용 전달 방식의 점검: 학생의 동기 유발을

위한 수업 방식의 효과성과 효율성의 점검

④ 교수자와 학생의 자기 점검: 자기반성 및 점검

⑤ 교실에서의 상호작용 촉진

학습 동기 유발을 위한 교수전략으로 교사들은 일

반적으로 위의 ①-④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⑤의 경우

는 서로 간의 관련성을 고려한 것으로 교사의 보다 많

은 노력과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갈 수 있는 능

력이 필요하다.

3. 선행 연구

학생들은 수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으

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수학에 대한 흥미는 줄어드

는 경향을 보인다(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5; Dossey

et al., 1988). 수학교사들은 동기 유발의 구체적인 교

수 방법에서 필요성에 대해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구체적인 방법과 실제 활용에서는 매우 낮은 점

수를 보였다(김동렬 외, 2006; 심상길, 이강섭, 2014).

Brahier(2011)는 수업에서 동기 유발의 측면은 교육

과정에서는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잠재적인 교육

과정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수학 교수 학습에서 동기

유발이 학생들의 학습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동기 유발을 “한 개인이 특

정한 주제를 학습하도록 하고자 할 때, 흥미와 호기심

을 어떻게 촉진하도록 하는가를 의미(p.5)"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학습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고 주장

하였다. Middleton과 Spaniaz(1999)는 수학적 성취를

위한 동기 유발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기존의 연구

들이 이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불충분하다고 주장하였

다.

이종욱(2007)은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를 구분

하여 수학성취와 동기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Bandura(1986)와 Zimmerman, Bandura와

Martinez-Pons(1992)는 학습 동기와 관련이 있는 수학

불안과 수학 학습 성취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성열욱,

김상운(2001)은 동기 유발을 위한 ARCS이론을 적용한

수업이 수학과 문제해결력 신장에 미친다고 주장하였

다. 그 외에도 수학과 동기 유발을 위한 교사들의 학

습 자료의 활용에 대한 연구(오후진, 이유심, 2002)를

하였고, 수학교과의 내적 동기와 유능감 신념의 관계

에 대한 종단 연구(문병상, 2013) 등 학습자를 대상으

로 한 연구가 있다. 또한, 과학과에서 특별한 모델을

사용한 동기 유발에 대한 연수(하태경 외, 2008)와 수

학교사들의 동기 유발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심상

길, 이강섭, 2014)와 예비교사들의 시연수업에서의 발

문 분석에 대한 연구(백소영, 김도현, 이경언, 2014)등

도 있었다.

그러나 초등 수준에서 실제 수학 수업을 대상으로

한 관찰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예비교사들은

교사가 되기 위하여 교육을 받는 기간으로 이들이 장

차 현장에서 수학 수업을 하면서 동기 유발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들의 수학 수업에서 동기 유발에 대한 관

점을 분석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들이 교사와 예비교사들의 초

등학교 수학 수업을 대상으로 동기 유발의 내용과 방

법을 관찰하고 분석한 내용과, 이들이 보는 수학 수업

에서 동기 유발에 대한 관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교육대학교 수학교육 심화과정 전공

2학년 학생과 교육학 심화과정 전공 학생 그리고 생활

과학 심화과정 전공 학생들로 연구에 참여한 예비교사

들은 모두 62명이다. 이들은 2016년 2학기에 각각 연

구자의 수학교육과 선택심화 교과인 ‘초등수학문제해

결’과 초등수학과 필수 교과인 ‘초등수학교육의 실제’

를 수강하였다. 이들은 서울시내에 13개 교육청에 지

역적 안배를 기준으로 임의 배정되어 각각 1주간의 관

찰 실습과 2주간의 수업 실습에 참여하였다. 이들에게

는 사전에 수학 수업 중 동기 유발을 중심으로 관할하

도록 요청하였다. 그리고 관찰 도중에 수학 수업에서

동기 유발에 집중하면서 메모를 하면서 수업을 관찰하

도록 하였다.

수학 수업의 관찰 이전에 어떤 수업을 관찰할 것인

지 정하고, 수업 관찰을 보다 면밀하게 진행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수업은 실습 기간 중 초등학교 수학 수

업을 관찰하도록 하였고, 학년과 경력 교사와 예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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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담당 교사

참여 학생

학교
위치

관찰
한 반
수

반 평균 인원 수 관찰
학년

학년 성별
평균 인원수

남 여 계 남 여 계

성별 남 6명 여 21명

강남구 4 9.0 12.0 21.0
1 11.6 12.7 24.3

서초구 8 12.0 12.2 24.2

동작구 5 17.0 16.0 33.0
2 14.1 13.3 27.4

강서구 5 11.6 12.8 24.4

경
력

예
비
교
사

5
년
미
만

5
년
이
상
10
년
미
만

10
년
이
상
20
미
만

20
년
이
상

예
비
교
사

5
년
미
만

5
년
이
상
10
년
미
만

10
년
이
상
20
미
만

20
년
이
상

강동
송파구 8 11.3 12.0 23.3

3 13.8 13.2 27.0
마포구 3 14.0 12.5 26.5

종로구 3 9.7 12.3 22.0
4 14.5 13.0 27.5

양천구 4 12.0 15.0 27.0

성동구 3 14.3 13.2 27.6
5 11.7 13.0 24.7

성북구 8 13.1 12.0 25.1

1 0 2 6 5 6 1 8 15 18

광진구 2 13.0 12.5 25.5

6 12.3 12.7 25.0노원구 4 10.8 11.0 21.8

중랑구 5 12.0 10.6 22.6

총원 62 총원 62 12.3 12.6 24.9 평균 13.0 13.0 26.0

[표 2] 수업을 담당한 교사 및 참여한 학생

[Table 2] The Teachers and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Lessons

사의 수업을 특정하지 않았다. 이는 학교마다 사정이

달라서 수학 수업이 반드시 있기는 하지만 학교마다

다양한 교사들이 수학 수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62명의 예비교사들이 자연스럽게 서울시의 각

교육청이 비교적 골고루 분포하여 배정되었고, 예비교

사들이 담당하는 학년도 골고루 배정이 되어 다양한

교사와 학년의 학생들의 수학 수업을 관찰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다. 다음 [표 2]는 수업에 참여한 교사와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정보이다. 수업을 담당한 교사

는 예비교사도 7명이 포함하였다. 이들의 수업을 포함

한 이유는 수학 수업에서 동기 유발의 다양한 시도를

보기 위한 것이고, 세련되게 계획된 수학 수업만을 관

찰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내에 있는 27개의 실습학교 중 4학년들이 실

무실습으로 참여한 학교를 제외한 학교들이 2학년과 3

학년이 각각 관찰실습과 수업실습으로 배정되었다. 이

들이 배정된 학교에 몇 예비교사들이 속한 교육청이나

실습학교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여 중복된 교육청이나

실습학교를 표시하지 않았다.

수업을 담당한 교사는 여자 교사가 전체 수업교사

62명 중 48명으로 77.4%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가 44명으로 전체의 71.0%였

다. 이는 보통 실습학교에서 첫 주에 현직에 있는 실

습지도 교사들이 시범 수업을 하기 때문에 예비교사들

이 이들의 수학 수업을 집중적으로 관찰하였기 때문으

로 볼 수 있다.

교육구청별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통계를 볼

때, 13개 교육청 중에서 8개 교육청에 속한 학교들에

서 여학생의 수가 남학생의 수보다 많았다. 이는 최근

에 들어와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여아를 보다 선호

하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교육청 중

에서 학급당 평균 인원수가 가장 적은 구청은 강남교

육청으로 한 반에 21.0명이고, 가장 많은 구는 동작구

로 33.0명이었다. 그리고 학년별 인원은 1학년이 24.3

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가장 많은 학년은 4학년으로

27.5명이었다. 물론, 이는 전체적인 경향일뿐 62명의

예비교사가 속한 학교를 샘플로 한 것으로 서울시내

초등학교의 모든 학교의 통계를 대표하지는 않음을 유

의할 필요가 있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예비교사들의 관점에서 수학 수업의

동기 유발 부분에 집중하여 수업을 관찰하고, 이 관찰

을 토대로 동기 유발의 내용과 방법을 분석하고 동기

유발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

질문지의 내용은 연구자가 작성한 후, 현장의 교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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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유발 내용

1) 본인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동기유발이란?

2) 해당 수업의 동기유발 시기

처음-( )분 (
)초, 기타: ( )분
( )초 - ( )분

( )초

3) 동기 유발 사용 시간(분초)

4) 동기 유발을 위한 자료(교과서
자료, 스토리텔링 자료,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 등)

5) 동기 유발의 내용

6) 동기 유발의 방법

7) 동기 유발시 교사의 주요 발문

8) 동기 유발은 학생들에게
흥미로웠는가?
평점척도(1~5점척도표시,
1점(거의흥미롭지못함),
2점(흥미롭지못함) 3점(보통임),
4점(흥미로움). 5점(매우흥미로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평점척도
(1, 2, 3, 4, 5)

9) 동기 유발이 수업의 목표
성취를 위하여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는가?
평점척도(1~5점척도표시,
1점(매우비효과적으로 사용함,
2점(비효과적임) 3점(보통임),
4점(효과적임).
5점(매우효과적으로 사용함) 그
이유는 무엇인가?

평점척도
(1, 2, 3, 4, 5)
/이유 쓰기

10) 동기 유발에서 창의적인
측면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렇지
않다면 창의적인 측면을 고려한
동기 유발은 무엇이 될 수
있는가?

평점척도
(1, 2, 3, 4, 5)
/이유 쓰기

11) 본 수업에서 동기 유발에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시오.

평점척도
(1, 2, 3, 4, 5)
/이유 쓰기

[표 3] 수학 수업에서 동기 유발의 내용

[Table 3] The Contents of Motivations in the Mathematics

Lessons

동료 연구자에게 보여 수학 수업에서 동기 유발에 대

한 관찰 요소를 적절하게 담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다음은 예비교사들이 수학 수업 관찰 전에 주지하

도록 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학 수업을 심층 관찰하면서 특이한 사항은 메
모를 하도록 하였다.

◾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대화 내용 중 중
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가능한 모든 대화

내용을 적어서 나중에 스크립트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 해당 수업의 지도안은 기억의 재생이나 수업의

분석을 위하여 하나씩 확보해 두도록 하였다.

◾ 수업 직후 메모한 것 등을 중심으로 간단한 보

고서의 형태로 제출토록 하였다.

◾ 제출할 보고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

였다.

- 수업을 담당한 교사 수업에 참여한 학생에 대한

기본 정보

- 동기 유발의 내용 ([표 3] 참고)

- 수업 중 동기 유발을 위하여 사용한 활동지

- 동기 유발 부분의 스크립트

자료는 각 항목별로 수집하여 양적인 처치가 가능

한 것은 양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였고, 질적으로 기술

할 내용은 각 내용 안에서 범주화하여 지속적으로 비

교하면서 기술한 내용을 범주화하여 정리하였다.

Ⅳ. 분석 및 논의

1. 동기 유발에 대한 인식

예비교사들은 동기 유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자유서술식으로 조사하였다. 무응답을 제외하

고 총 62명의 동기 유발에 대한 인식을 분류해 본 결

과 학생들이 생각하는 동기 유발은 크게 학생들에게

수업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 학습을 준비하

도록 하는 과정, 학습이 지속되도록 하는 요인, 학생이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게 하는 것, 동기 유발의 요

인을 서술한 것 등의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분류

결과는 [표 4]와 같다.

예비교사들이 동기 유발하면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은 동기 유발은 수업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 동기

유발이라는 의견 중 특이한 것은 동기 유발이 제시되

어야 하는 과정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 예비교사들의 동기 유발에 대한 인식

[Table 4] Preservice Teachers’ Perceptions of Motivations

동기
유발에
대한
인식

흥
미
유
발

학
습
준
비
과
정

적
극
적
학
습
참
여

학
습
지
속
요
인

동기
유발
요인의
서술

기
타

합
계

예비교
사 수
(명)

22 16 11 8 4 1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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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유발은 수업을 흥미 있게 이끌어가지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하지만 꼭 수업의 앞부분에만 한정될 것이 아니라

수업 중간 중간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동기 유발이란 학습자가 해당 차시에서 학습할 내용(또는

학습목표)에 대해 학습하고자 하는 욕구와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동기 유발은 단지 학습

자의 학습욕구만을 자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 차시의 학

습 내용과 이번 차시의 학습내용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 외적 동기를 활용하는 수업을 관찰하고 나서, 외

적 동기에 대해 언급한 것도 있었다.

이 동기 유발을 보았을 때, 학생들이 우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평상시에 사용하는 칭찬스티커를 응용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동기유발을 학습의 준비과정으로 본 경우가

16명, 적극적 학습 참여를 위한 것에 11명이 응답하였

다. 예비교사들은 학생들이 학습을 하도록 하는 준비

과정으로 그리고 학생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동기 유발로 보았다. 최근 수업이

교사 중심이 아닌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로 인하여 수업 시간 동안 학생들이 객체

가 아닌 주체로서 활동 및 수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요

인을 동기 유발로 보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의

견 중에는 동기 유발을 상태가 아니라 목표 지향적 욕

구 충족을 위한 행동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동기 유발이란 동기가 발생한 상태나 무엇인가를 충족하

기 위하여 하는 목표 지향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행동을

이끄는 행위를 말한다.

동기 유발을 학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본 의견도 8명 있었는데, 이 의견 중에는 내

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를 구분하여 내재적 동기에

대해 언급한 의견들이 있었다.

동기 유발은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유발시

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동기 유발은 학생들이 내재

적 동기를 갖게 함으로써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고 적극적으

로 학습에 참여하며 학습할 내용에 대해 질문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기란 행동을 유발하는 내적 요인의 총칭이라고 한다. 이

맥락에서 동기 유발이란 학습자가 학습에 대한 내적 동기를

갖도록 교사가 촉매제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동기 유발에 대해 설명한 것에는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는 요인을 언급한 것도 있었다. 이런 요인들로는

발문을 통해 주제와 연관을 지어 활동할 수 있게 할

것, 관심과 흥미에 부합할 것, 학습 목표와 긴밀한 관

계가 있을 것,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할 것, 그리고

학생 수준에 맞을 것 등이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 동

기 유발은 학생들의 성취도 충족을 위한 것으로 보았

다.

2. 동기 유발 내용

동기 유발의 내용은 Keller(1987)의 동기 유발 전략

에 따라, 지각적 주의환기 전략, 탐구적 주의환기 전략,

다양성 전략, 친밀성 전략, 목적지향성 전략, 동기의 부

합성 강조 전략, 학습의 필요조건 제시 전략, 성공의

기회 제시 전략, 개인적 조절감 증대 전략, 자연적 결

과 강조 전략, 긍정적 결과 강조 전략, 그리고 공정성

강조 전략 등의 12가지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이 때 2

가지 이상의 동기 유발 전략이 사용된 경우 각각에 대

해 횟수를 표시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ARCS 중 수업 중 사용된 동기 유발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주의집중을 위한 동기 유발이었

으며, 58.7%를 차지했다. 반대로 자신감 영역은 2.8%

로 비율이 가장 적었다.

세부 전략에서는 지각적 주의환기 전략이 29.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최근 수업에서 영상자

료, 스토리텔링 자료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며 이전의 자료 유형에서도 PPT, 동영상, 스토리텔링

등의 자료가 많았다는 점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학생들의 경험이나 학생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등에서 소재를 가져와 동기 유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에 따라 친밀성 전략이 높은 비율(24.8%)

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학생들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시하는 탐구적 주의환기 전략의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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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전략 횟수
영역

합계

주의집중

지각적

주의환기 전략

32

(29.4%)
64

(58.7%)
탐구적

주의환기 전략

23

(21.1%)

다양성 전략 9 (8.3%)

관련성

친밀성 전략
27

(24.8%)

37

(33.9%)

목적지향성

전략
7 (6.4%)

동기의 부합성

강조 전략
3 (2.8%)

자신감

학습의

필요조건 제시

전략

1 (0.9%)

3

(2.8%)
성공의 기회

제시 전략
1 (0.9%)

개인적 조절감

증대 전략
1 (0.9%)

만족감

자연적 결과

강조 전략
2 (1.8%)

5

(4.6%)

긍정적 결과

강조 전략
2 (1.8%)

공정성 강조

전략
1 (0.9%)

합계(%) 109 (100%)

[표 5] 수업에 사용한 동기 유발 내용

[Table 5] Motivation Content Used in the Lessons

21.1%를 차지했다.

비율이 적은 것은 자신감이나 만족감 부분이었는데

일반적으로 수학 수업에서 도입 부분에서만 동기 유발

이 이루어지고 이후의 수업에서는 동기 유발 없이 수

업이 진행되며 문제를 제시할 뿐이었다. 그리고 이는

학습할 내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심

어주거나 보상을 약속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인 것으

로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이전에 언급했던 동기 유발을 학습을 지속하

게 하는 요인으로 생각하게 되는 부분과 모순이 될 수

있다. 자신감과 만족감이 학생들에게 수업 중 꾸준히

학습하도록 하는 의지를 가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자신

감이나 만족감 부분의 동기 유발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수학 수업에서 동기 유발 방법

가. 동기 유발 시기 및 시각

먼저 동기 유발 시기와 시각에 대해서는 62개 수업

의 조사 결과, 수업이 시작한 후 평균 2분 33초가 지

나면 시작하여 평균 5분 47초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나. 동기 유발 자료의 종류

동기 유발에 사용된 자료의 형태는 동영상, 책,

PPT, 교과서, 실물자료, 설문자료, 스토리텔링,

Role-play, 사진 및 그림 등이 있었다. 이를 활용한 동

기 유발 회수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이 때 2가지

이상의 자료를 활용한 경우 분류하여 횟수를 세었다.

자
료

PP
T

동
영
상

실
물
자
료

설
문
자
료

사
진
그
림

스
토
리
텔
링

책
교
과
서

Rol
e-
pla
y

기
타

합
계

활
용
횟
수

27 15 10 10 7 7 4 4 4 1 89

[표 6] 동기 유발에 사용된 자료의 형태

[Table 6] Material Formats for Motivations

가장 많이 사용된 자료의 형태는 파워포인트(PPT)

였고, 다음으로 동영상, 실물자료 순으로 나타났다. 기

타 컴퓨터 프로그램 자료를 사용한 경우도 있었는데

‘원판돌리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동기 유발을 하

였다.

동기 유발 자료 중 한 가지 형태의 자료만을 사용

한 것과 두 가지 이상의 자료를 사용한 것을 조사해

보면 [표 7]과 같았다. 이 때 여러 개의 자료를 사용했

더라도 그 형태가 같은 것이면 하나로 생각하였다. 박

만구 외(2010) 등이 제안한 것처럼, 동기 유발의 자료

는 그 한계가 없이 교구나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동기 유발 시에 80% 수업에서 한 가지 형태의 자료

만을 사용하였다. 두 가지 이상 형태의 자료를 사용한

경우 대부분 스토리텔링이나 Role-play를 직접 하는

경우 소품으로 실물 자료나 미리 진행한 설문 자료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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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문유형 분류 준거

폐

쇄

적

발

문

인

지,

기

억

적

발

문

재생적

발문

단순히 학습한 내용, 어떤

사실이나 공식 또는 아이디어를

재생하도록 요구하는 발문

제안적

발문

학습자의 참여를 이끌거나

계산활동을 제안하기 위한 발문

수

렴

적

발

문

예상적

발문

획득한 자료를 사용하여 제시된

조건이나 증거의 한계 내에서

예측하게 하기 위한 발문과

어떠한 사실들을 비교,

대조하도록 하는 발문

적용적

발문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다른 문제

해결이나 새로운 학습 내용에

대한 적용을 요구하는 발문

개

방

적

발

문

확산적 발문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유로운 견해를 유도,

추론하거나 예측하게 하는 발문

또는 종합적인 사고를 하게

하는 발문

평가적 발문

상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게

하려는 의도를 지닌 제시된

대답에 대해 정당화를 요청하는

발문

[표 8] Blosser의 발문 분류 체계 (백소영 외, 2014 수정)

[Table 8] Questioning Category System by Blosser

(Bae, So Young et al., 2014 Revised)

[표 7] 동기 유발에 사용된 자료의 가짓수

[Table 7] Number of Materials for Motivations

자료 한 가지 형태의
자료만을 사용

두 가지 이상
형태의 자료를 사용

합
계

동기
유발
의
횟수
(회)

52 10 62

4. 동기 유발에 사용된 발문

동기 유발에 사용된 발문을 분석하기 위해 Blosser

의 발문분류체계를 수정한 백소영 외(2014)의 발문분

류체계를 사용하였다. 이는 [표 8]과 같다.

동기 유발 시 사용한 스토리텔링이나 주어진 상황

에 대해 물어보거나 이전 차시에 학습한 내용을 다시

상기시켜 보아야 하는 내용이 많으므로 재생적 발문이

32.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학생들에게 ‘다음은

어떻게 될까?’와 같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이용하여 주어진 문제의 답을 예측해보도록 하

는 예상적 발문이 23.4%이 많았다. 다음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무엇 때문인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등을 묻는 확산적 발문이 18.1%로 다음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동기 유발 부분에 사용된 발문들은 해

당 차시를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구하는 개

방형 발문보다 이전에 학습한 내용을 상기시키고 적용

하여 답을 구하는 폐쇄적 발문이 76%로 더 많았다.

5. 동기 유발의 활용 방안

동기 유발의 활용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다음으로 예비교사들이 수업을 관찰하며 본 동기 유발

에 대한 평가 및 인식을 조사하였다. 예비교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3개의 질문을 제시하고 이를 평점척도는

1~5점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1) 동기 유발은 학생들에게 흥미로웠는가?

(2) 동기 유발이 수업의 목표 성취를 위하여 효과적

으로 사용되었는가?

(3) 동기 유발은 창의적이었는가?

각각의 질문에 대해 예비교사들이 각 항목에 점수

를 그와 같이 부여한 이유를 물은 후, 이를 통해 효과

적인 동기 유발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1) ‘동기 유발이 학생들에게 흥미로웠는가?’에 대한

평가척도는 4.2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가 나왔다. 그

리고 ‘매우 흥미롭다’나 ‘흥미롭다’를 선택한 예비교사

들의 의견은 ‘소재가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 학생들이

경험한 것 등 학생들의 흥미를 끌기에 적절했다.’, ‘실

물을 사용하니 학생들이 관심 있어 했다.’, ‘학생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수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 ‘이전에 학습한 내용을 떠올려 이

용할 수 있었다.’, ‘학생들에게 꾸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관심 있게 수업에 참여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움직임 활동이어서 학생들이 즐겁

게 활동에 참여했다.’, ‘동기 유발 활동이 전개의 활동

중에도 꾸준히 연결되었다.’, ‘재미있는 교구를 이용하

여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했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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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개선 방안

흥미유발과 호기심

자극에 실패했다.

학생들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재나

상황을 활용한다.

학습해야 할 내용의

내적동기를 심어주기에

부족했다.

학습 내용을 이용하면

유용한 문제 상황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위적인 문제 상황을

바꾸고,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소재를 사용한다.

동기 유발이 너무

산만하다.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는

동기 유발의 활용이

필요하다.

동기 유발 시간이

수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길거나

짧았다.

적절한 동기 유발 시간의

활용으로 활동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표 9] 동기 유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Table 9] Problems and Improvement of Motivations

반대로 ‘흥미롭지 못함’ 또는 ‘거의 흥미롭지 못함’을

선택한 학생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 학생들이 문제를 인식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

기에 어려웠으며, 학생들은 피상적인 정보만 찾았을 뿐 학습

해야 할 내용을 탐구하지 않았다.

- 학생들이 흥미로워하지 않는 소재를 활용하여 형식적인

동기 유발이 되었다.

- 학습 소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동기 유발로 이용하였는

데 이야기의 관련성만 찾아 억지로 연결한 이야기였다.

-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사용했을 법한 문장을 이용하여

학습할 내용을 맞히도록 하는 것인데 학생들이 알기에는 제

시된 문장의 수가 너무 적었다.

- 다각형으로 물고기 모양을 만드는 것은 새롭거나 신선

한 활동이 아니어서 학생들이 지루해하거나 집중하지 못했다.

- 특정 학생들만 관심 있어 하는 동기 유발이었다.

(2) ‘동기 유발이 수업의 목표성취를 위하여 효과적

으로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평가척도도 4.3으로 상대

적으로 높은 점수가 나왔다.

‘매우 흥미롭다’나 ‘흥미롭다’를 선택한 예비교사들의

의견은 ‘학생들의 흥미를 끌기에 적절했다.’, ‘학생의 발

달 단계에 맞는 동기 유발이었다, 학습 내용과 연계가

잘 된 동기 유발이었다.’, ‘학습할 내용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동기 유발이었다.’, ‘효율성이 높은 동기 유발

이었다.’, ‘직접 설문을 통해 학습하는 내용을 적용해

볼 수 있어 연계성 등을 생각할 때 효율적이었다.’, ‘먼

저 본 차시의 학습을 해야 하는 이유를 적절히 끌어내

어 효과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재와 관련된 퀴즈

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조금씩 학습 내용에 대해 관심

을 가지게 할 수 있어 좋았다.’ 등이 있었다.

반대로 ‘흥미롭지 못함’ 또는 ‘거의 흥미롭지 못함’을

선택한 학생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 학교의 특성 상 수업과는 관련이 없는 리코더 불기를

하거나 조각상 만들어 돌리기와 같은 동기 유발이 다른 방향

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이전의 학습과 연계성이 부족하다.

- 학습 목표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학습목표에 대한 내

적 동기를 가지도록 적절한 자극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

다.

(3) ‘동기 유발은 창의적이었는가?’에 대한 평가척도

도 3.7로 이전의 질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

수가 나왔다.

‘매우 흥미롭다’나 ‘흥미롭다’를 선택한 예비교사들의

의견은 ‘수학 수업에서 타 교과 또는 실생활의 주제를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원의 일부를 주인공으

로 한 이야기를 통해 원의 성질을 상기시킨 것이 창의

적이었으며 학생들에게 확장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했

다.’, ‘수학시간에 동화책을 활용한다는 것이 새로웠다.’,

‘수업 시간에 바로 조사하여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수학과의 친밀감을 느끼게 했다.’, ‘생각

할 수 없는 소재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개념을 도입

한 것이 매우 창의적으로 느껴졌다.’ 등이 있었다.

반대로 ‘흥미롭지 못함’ 또는 ‘거의 흥미롭지 못함’을

선택한 학생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 교과서에 나오는 동기 유발과 거의 비슷하다.

- 학생들이 직접 활동해 볼 수 있게 했으면 좋았을 것으

로 생각된다.

- 해당 차시에 제시된 그림은 창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각자가 참관한 수업에서 실행된 동기

유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을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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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텔링의 방향이

어긋났다.

스토리텔링은 도구로서

활용되는 것이므로

학습할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

학생들의 수준에

어울리지 않는 동기

유발이 제시되었다.

단어의 사용, 이야기의

구성 등에 학생의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너무 개인적인 상황을

동기 유발로 사용한다.

경험과의 연결을 적당한

선에서 조절하도록 한다.

보상에 너무 집중하여

학습의 목표가 바뀌었다.

학습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보상이 목표가 되지

않도록 한다.

이런 의견들을 고려해 볼 때, 예비교사들은 수업 시

간에 사용되는 동기 유발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

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 소재가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 흥미 있어 하는 것 등 학

생들의 흥미를 끌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이전에 학습한 내용을 상기시킬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이번 시간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효율적인 교구를 사용해야 한다.

-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활동으로 구성해야 한다.

- 전체 수업 시간에 따라 시간 구성을 잘 해야 한다.

- 수업 전체에 걸쳐 필요할 때마다 동기 유발이 이루어져

야 한다.

- 외재적 동기가 수업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예비교사의 관점에서 수학 수

업을 관찰한 후, 교사들이 수학 수업에서 사용하는 동

기 유발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제시한 내용을 분석

하고 예비교사들이 본 동기 유발의 문제점과 개선 방

안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동기유발 방안을 제안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예비교사들은 동기 유발은 학생들의 흥미 진

작을 위한 것이며, 학습의 준비과정이고 보다 적극적

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예비교사들이 관찰한 수업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이런

의도로 동기 유발을 활용하고 있었다. 다만, 수학 수업

에서의 동기 유발이 그저 흥미를 높이기 위한 것보다

는 본질적으로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수학적 개념을

학습하는데 의미 있고 적절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동

기 유발 자료를 선택하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예비교사들에게 수학 수

업에서 동기 유발에 대한 보다 정교한 분석과 수업의

목표와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하는 사례의 개발과 이

를 활용한 실제적인 연수가 필요하다.

둘째, 동기 유발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이 주의집중을 위한 동기 유발(58.7%)이었고, 반대로

자신감 영역은 가장 적은 비율(2.8%)을 차지하였다. 그

리고 동기 유발의 사용 시기는 당연히 동기 유발은 수

업의 전반 부분에 학생들의 해당 수업에 핵심적인 활

동으로 이끌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지배적이다. 그

러나 동기 유발이 수학 수업의 앞부분에서만 주위집중

을 위하여 사용하고, 전반적인 수업과는 유리되는 활

동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동기 유발의

내용과 방법이 해당 수업의 핵심적인 내용과 의미 있

게 연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동기 유발은 평균 2분 30초 정도에 시작하여

5분 50초 정도 할애하며, 사용한 자료로는 주로 파워

포인트 자료나 동영상 자료를 활용한다. 수업에서 당

연히 동기 유발은 앞부분에 사용할 수밖에 없겠지만,

수업의 중간이나 마지막 정리 부분에서도 앞에서 사용

한 동기 유발의 활동이 연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기 유발의 방법이나 자료도 학생들의 관심과

인지적 수준을 고려하여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동기 유발 시 교사가 사용하는 발문은 재생

적 발문, 예상적 발문, 그리고 확산적 발문 순으로 많

이 사용한다. 교사의 발문은 학생들이 수학 시간에 어

떤 생각과 활동을 할지를 결정하게 되므로 중요하다.

예비교사들은 관찰한 수학 수업에서 교사의 창발적인

발문이 다소 낮았다(3.7/5.0)고 분석하였다. 수학 수업

에서 학생들의 창의성을 신장하도록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보다 정교한 발문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학 수업에서 동기 유발이 학생들의

흥미 유발과 호기심을 자극하고, 해당 수업의 목표로

자연스럽게 이끌도록 하는 학생들의 내적 동기 유발할

수 있도록 적절히 자극하는데 미흡하다. 동기 유발의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해당 수업의 목표에 지속적으

로 관심을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단위

수업에서 지속적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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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가 있다.

많은 교사들이 수학 수업에서 동기 유발에 대한 중

요성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으나, 실제 수학 수업에서

어떻게 동기 유발을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

체적인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

는 심상길과 이강섭 (201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교사들이 수학 수업에서 실제적으로 해당 주제에 적절

한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시를 개발하여

수학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형별로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으로, 수학 수업에서 동기 유

발이 본 차시의 학습 목표와 어떻게 정교하게 연계가

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장에 있는 교사들로 하여금 수학 시간에 동기 유발

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교실 수업에

서 효과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실제적인 동기 유발 자

료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사들로 하여금 수학 수업에서 동기 유발

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도록 하고, 특정한 주제의 수학

시간에 어떤 동기 유발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사

교육자와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수학 수업에서 동기 유발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장기적이고도 심도 있는 공동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런 연구 결과가 보다 많은 교사들이 현장에

서 실제 자신의 수학 수업에 적용하면서 보다 세련된

동기 유발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단순히 동기 유발뿐만 아니라 수학 수업 전체

에 동기 유발이 어떻게 유연하게 접목이 되도록 할 것

인가에 대한 수업을 기반으로 한 교사들의 진지한 고

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수학 교실의 상황

을 기반으로 마이크로 분석 및 집중 토론 그리고 맞춤

식 피드백을 동반한 보다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교사

연수를 지속해 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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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to analyze motivations in the mathematics lessons from the perspectives of pre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e participants were three groups of 62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who 
were sophomore or junior students in Seoul city in Korea. Two groups of the students were enrolled at 
teaching and learning mathematics courses, whereas one group of students were at mathematics problem 
solving course. They were randomly assigned to elementary schools for their student teaching. They 
were required to observe mathematics lessons focusing on motivations during their participating at the 
two-week student teaching period. The preservice teachers were asked to observe and submit the reports 
of the observation in the mathematics lesson. The researcher suggested a guideline of observation and 
analyzed the reports according to the categories those were suggested in the guidelin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n the repor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re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considered the purpose of motivations as attracting students’ interest. Second, the major ratio of 
motivations were attracting students’ attention in the mathematics lessons. Third, the duration average 
time was 5 minutes 50 seconds and only limited materials for the motivations. At last, most 
mathematics lessons need to stimulate students’ curiosity that fits to the objectives of the lessons. The 
researcher suggests that we need to develop various motivations in mathematics lessons with which 
teachers should subtlely connected to the objectives of the les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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