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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학포기자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실

시한 수학학습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초등학생 수

학학습 포기 인식과 연관성이 높은 정의적 영역 요인과

정의적 영역 검사 문항을 추출하였다. 데이터 분석을 위하

여 R의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통해 기계학습 분석과 연관

성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정의적 영역 요인 중에서는 효

능감, 흥미 등이 가장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정의적 영역 문항 중에서는 수학학습 포기 인식과 흥

미 요인의 문항인 ‘나는 수학이 좋다’와 효능감 문항인 ‘나

는 앞으로 수학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등 8

문항을 순위별로 추출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

의적 영역 검사 간편 버전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

온 결과는 초등학생의 정의적 영역 함양을 위한 지도에

있어서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하는 사항을 시사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간편 버전은 향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의적 영역 검사에 활용될 것으로 본다.

Ⅰ. 들어가는 말

근래 들어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라는 뜻의 신조어

로 ‘수포자’란 말이 사회적으로 회자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학계에서의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

저하로 인한 우려도 적지 않은 바(예, 이미경 외 2004;

이미경 외, 2007; 이재학 외 2013; 조지민 외, 2011), 이

에 교육당국은 수학학습 포기자의 수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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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논문은 2016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6S1A5A2A01023238).

예를 들어, 교육부는 수학학습 포기자에 대한 조사를

해마다 실시하고, 이를 교육적 성과 지표로 삼아 수학

학습을 포기한 학생을 위한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것

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판단하고 있다(고호경 외,

2017). 이에 따라 실행한 수학학습 실태 조사를 통해서

정의적 영역에서 보이는 학생들의 특징과 자신을 수학

학습 포기자로 인식한 학생들의 수 등을 제시한 바가

있다(고호경 외, 2017).

수학에 대한 정의적 영역이란 수학에 대한 경험으

로 인하여 형성된 정서, 신념, 태도 등을 포함하는 심

리적 특성(박선화 상경아, 2011)으로써, 효능감, 흥미,

태도, 동기, 가치 등과 같은 측정 요소를 포함한다(예,

Fennema & Sherman, 1976; Pekrun et. Al, 2007;

Sherer & Maddux, 1982)

정의적 영역은 그동안 다양한 분야와 연관되어 연

구되어 왔다. 예를 들어, 인지적 영역의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정의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로 Schunk(1984)의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수학능력에 자아효능감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Hidi & Baired(1988)는 초

등학생을 대상으로 흥미와 내용 기억의 정도간의 관계

를 측정하였고, 박분희 황종섭(2006)은 수학 성취도에

정의적 영역 중 효능감, 유용성, 흥미성, 평이성이 유의

미한 설명력을 갖는다고 하였다. 홍애순(2012) 역시 초

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학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의

적 영역 요인을 조사한 결과 태도, 흥미 요인이 유의

미하게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의 요인 중 하나인 자신

감이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종희 외(2014)는 국가수준 학업성취

도 자료와 국제 학업성취도 자료를 바탕으로 중학생들

의 수학에 대한 흥미와 가치 인식의 변화가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임해미(2016)의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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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명 번호 문항

가치

1 수학은 그 자체로 중요하다.

2 수학 공부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3 다른 과목을 배우는 데 수학이 도움이 된다.

4 수학을 공부하는 것은 장래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도움이 된다.

흥미

5 나는 수학이 좋다.

6 나는 새로운 수학 개념을 배우는 것이 재미있다.

7 나는 수학 문제 푸는 것을 좋아한다.

8 수학은 재미있는 과목이다.

외적동기
9 나는 수학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싶다.

10 나는 수학을 잘하는 학생으로 인정받고 싶다.

내적동기
11 나는 수업 내용 이상의 폭넓고 깊은 수학적 지식을 쌓고 싶다.

12 나는 새로운 수학 내용을 배우고 싶어서 공부한다.

학습의지

13 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수학 공부를 한다.

14 나는 수학 수업 시간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알려고 노력한다.

15 나는 수학 공부가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다.

16 나는 문제가 풀릴 때까지 계속해서 시도한다.

효능감

17 나는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한다.

18 나는 수학을 이해하는 속도가 빠른 편이다.

19 나는 앞으로 수학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0 나는 노력해도 원하는 수학 성적을 받을 수 없다.**

학습태도

21 나는 수학 공부할 양이나 시간의 계획을 세워서 한다.

22 나는 수학 공부를 할 때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지 파악하려 한다.

23 나는 수학 시간에 수업을 열심히 듣는다.

24 나는 수학을 공부할 때 방해가 되는 것(휴대폰, 컴퓨터 등)을 치운다.
**
요인분석 결과를 통해 분석에서는 제외한 문항임

[표 1] 정의적 영역 검사지 요인 및 문항(한국과학창의재단, 2015, 279~284)
[Table 1] Factors and items of the non-cognitive domain survey in mathematics learning (Korea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Creativity, 2015, 279~284)

우리나라 학생의 수학 성취도에 도구적 동기, 내적 동

기, 부모의 기대가 순서대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정의적 영역의 요인들이 수학학

습 성취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

2015년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실시한 수학학습 실

태조사에 따르면 수학을 포기하였다고 인식한 초등 학

생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가장 큰 이유가 ‘효능

감’이었고 그 다음은 ‘흥미’였다. 따라서 수학을 포기했

다고 인식하는 학생들과 수학의 정의적 영역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학습 포기 인식과 연관성이 있는

정의적 영역 요인을 추출하고 또한 초등학생들의 정의

적 영역 검사 문항 중 가장 관련성이 높은 문항을 선

별하고자 한다. 수학포기 인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정의적 영역 요인을 결정함으로써 우리는 향후 수학을

포기했다고 스스로 인식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교

육적 도움을 줄 때 보다 핵심적인 접근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학포기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정

의적 영역 검사 문항을 선별함으로써 초등학생을 대상

으로 한 정의적 영역 검사지는 초등학생에게 맞는 간

편 버전(short version)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연구 방법

1. R 분석과 빅데이터 분석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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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빅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R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통계이론에 근거한 데이터 분석을 의미하는 것

으로써, 데이터의 양과 종류가 많아 처리와 분석 측면

에서 일반 통계와는 다른 점이 있으나 본질적으로 통

계 분석의 개념은 크게 다르지 않다. 빅데이터 분석이

란 어떤 현상에 내재하는 인과관계, 즉, 현상과 이를

유발한 요인 간의 관계를 통계나 데이터마이닝 등의

분석 기법으로 찾아낸다.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을 위

한 분석엔진으로 R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Moore(2009)은 R studio라는 패키지를 개발하고 처

리함수를 제공한 바 있는데, R은 다른 개발 언어와의

연계 호환이 가능하고, 웹과 연동하여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 데이터 분석을 하기에 유용한 도구이다. 따라

서 과학 분야, 금융,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페이스북,

구글 등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인기

있는 언어 중 하나이다(Revolution Analytics, 2013).

본 연구에서는 R의 e1071 package(라이브러리

"libsvm"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R 프론트 엔

드)를 활용하였는데 먼저, 수학학습 포기 인식자들의

정의적 영역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군집 분포를 알아

보기 용이한 SVM-Kernel(Gaussian RBF) 분석을 실

시하였다. 또한 신경 망(Neural Network), 선형회귀계

수(coefficients of the linear regression), 기계 학습에

서의 랜덤포레스트 알고리즘(random forest algorithm)

분석을 통해서 수학포기 인식자들과 정의적 영역 요인

및 문항 간의 연관성 분석을 시도하였다.

2. 수학학습 정의적 영역 요인

수학학습에 정의적 영역의 요인과 문항은 한국과학

창의재단(2015)에서 개발한 정의적 영역 평가도구로써

([표 1]), 흥미, 학습태도, 가치, 동기, 학습의지, 효능감

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흥미는 수학에 대한 감정, 학

습태도는 학습 습관이나 자기 관리 등의 학습을 관리

하는 행동, 가치는 수학교과의 중요성, 학습동기는 외

적 동기와 내적 동기, 학습의지는 과제집착력을 포함

한 자기조절력, 마지막으로 효능감은 수학 학습 수행

능력에 대한 확신이나 신념을 의미한다. 예로써, 학생

들의 수학포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4종의 선택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학생들에

게 질문하였는데, 이는 “포기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포

기하지 않을 것이다.(A1), 지금은 포기하지 않았지만

포기할 수도 있다.(A2), 지금은 포기했지만 다시 시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A3), 이미 포기했고 다시 시

도하고 싶지 않다.(A4)”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

은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등의 4 리커르트 척도로 이루어졌다(한국과학창

의재단, 2015, p.284).

본 논문에서는 여기에 A1, A2에 해당되면, 수학포

기 인식자가 아닌 것으로, 또한 A3, A4에 해당되면,

수학포기 인식자로 명명한다.

3. 분석 대상 데이터

수학학습 실태 조사(한국과학창의재단, 2015)를 통

해 나온 데이터를 통해서 본 연구 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분석 대상은 2015년 5월 8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

국의 초등학교 15개교(3,636명) 학생으로부터 오프라인

으로 수학학습 포기 인식 여부와 정의적 영역 검사를

실시한 후 이 자료를 엑셀에 코딩한 데이터이다.

Ⅲ. 수학학습 포기 인식과 정의적 영역

연관성 분석

1.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 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학을 포기했다고 대답한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수학학습

에 대한 포기 인식이 없는 학생들 그룹(A1, A2)과 수

학학습에 대한 포기 인식이 있는 학생의 그룹(A3, A4)

으로 나누어서 정의적 영역 특성에 대한 분포를 R의

PC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특성은

예외적인 학생의 존재성 및 이러한 학생의 예측 불가

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다음 [그림 1])에서와 같이 두 그룹 학생들의 정의

적 영역 특징을 나타낸 그래프를 보면, 두 군집 어디

에도 속하지 않는 학생들의 존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학생들은 포기 인식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학생들

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분포된 점들이 서로 비교적 구

분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수학포기 인식자와 수학포

기에 대한 인식이 없는 학생들 간에는 정의적 영역 면

에서 그 특성이 서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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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수학포기 인식에 따른 4가지 학생군(A1, A2,

A3, A4)의 정의적 영역 특성

[Figure 2] Non-cognitive learner characteristics for the

four groups A1, A2, A3 and A4

[그림 1] 초등학생의 수학학습 포기인식이 없는 학생

그룹(A1, A2)과 수학학습 포기 인식 학생 그룹(A3, A4)

의 정의적 영역 특성

[Figure 1] Non-cognitive learner characteristics for the

two groups: Non-give-up (A1 and A2) and give-up (A3

and A4)

반면 수학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한 그룹(A2)와 현재 포기하였지만 다시 도

전해보고 싶다는 그룹(A3)도 별개로 하여 4개의 그룹

으로 나누어 정의적 영역의 특성을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 이 두 그룹의 학생들 나타내는 점들은 서로 섞여

있어서 구분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2]).

A2와 A3을 나타내는 점들의 분포를 보면, 이들 점

의 분포에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서로 유사

한 위치에 섞여있는 특징이 보인다. 즉, 그룹(A2)와 그

룹(A3) 군집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 외에도 많은 예외

적인 학생들이 존재한다는 의미인데, 이를 교육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학생들은 언제든 포기 인식을 가질 수

도 있고 또는 버려낼 수도 있는 잠재적 요소가 있는

학생들임을 의미한다.

2. 수학포기에 영향을 미치는 정의적 요인 연관성

분석

가. 신경망을 이용한 연관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신경 망(Neural Network)을 통해 정

의적 영역 요인과 수학포기 인식과의 연관성 분석을

시도하고자 중간 계층 수를 5 이하로 한 신경망 분석

을 실시하였다.

아래 [그림 3]은 가치(Value), 흥미(Interesting), 외

적동기(EM), 내적동기(IM), 의지(WL), 효능감

(Efficacy), 태도(Attitude)를 총 4932단계(steps)를 거

쳐 정의적 영역의 모든 요인들이 수학포기 인식 여부

4종 그룹과의 신경망을 통한 연관성 분석을 실시한 결

과이다. 이 그림을 통해 7개의 정의적 요인이 어떠한

특수한 성질로 응집되어 중간 계층을 형성하면서 A1,

A2, A3, A4 그룹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해석해 낼 수

는 없으나 각 정의적 영역의 모든 요인은 수학포기여

부 4종(A1, A2, A3, A4)군에 모두 연관되어 있으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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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선형회귀 분석을 통한 정의적 영역 요인

별 연관성 분석

[Figure 4] Correlation coefficient of non-cognitive

domain factors to the student status of giving up

on mathematics learning

[그림 3] 기계학습을 이용한 연관성 분석

[Figure 3] Analysis of the correlations (using

Machine Learning in R) between the non-cognitive

domain factors and the status of giving up on

learning mathematics

히 A1와 A4군에 연관이 많이 되어 있음이 나타났다.

따라서 정의적 영역의 7개 요인을 모두 변수로 지

정하여 연관성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

을 내릴 수 있다.

나. 정의적 영역 요인별 수학포기에 영향을 미치는

연관성 분석

선형회귀계수(coefficients of the linear regression)

를 통하여 정의적 영역의 각각의 요인과 수학포기 인

식 간의 연관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그림 4]), 초등

학생의 정의적 영역 요인 중 효능감, 흥미, 의지와 가

치의 순서로 연관성이 높았으며, 그 다음은 외적동기

와 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내적동기는 좌표

상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내적 동기가 수학포기

인식 여부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는 요인이

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 정의적 영역 검사지 문항과 수학포기 간의 연관

성 분석

선형회귀 분석을 통해 문항별 수학포기의 연관성

분석을 한 결과([그림 5]), 초등학생 검사지 문항 중에

서, 5번 문항(나는 수학이 좋다, 흥미 요인)과 19번

문항(나는 앞으로 수학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

각한다, 효능감 요인)이 가장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 다음은 17번 문항(나는 수학을 잘 하는 학

생이라 생각한다, 효능감 요인), 23번(나는 수학 시간

에 수업을 열심히 듣는다, 학습태도 요인)과 15번 문항

(나는 수학 공부가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다, 학습의

지 요인)이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대표

로 몇 개의 문항만으로 설문을 구성할 때에는 위의 분

석에 따라 연관성이 높은 문항 우선순위로 뽑을 수 있

다.

또한 기계학습 중 앙상블 학습 방법의 일종인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를 사용하여 문항들을 분류

및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그림 6]). 이 결과에서 역

시 [그림 5]에서와 유사하게 19번 문항과 5번 문항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은 2번, 17번, 24번 문항의

순서대로 출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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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랜덤포레스트 알고리즘 분석을 통한 문항별

수학포기에 미치는 연관성 분석

[Figure 6] Correlation random forest algorithm of

non-cognitive domain factors to the student status of

giving up on mathematics learning

[그림 5] 선형회귀 분석을 통한 문항별 수학포기에

미치는 연관성 분석

[Figure 5] Correlation coefficient of non-cognitive

domain factors to the student status of giving up on

mathematics learning

앞의 정의적 영역 요인 연관성 분석 결과와 같이

문항별 연관성 검사 결과에서도 연관성이 가장 높은

문항 중 3개 내에 흥미 요인 문항 및 효능감 요인 문

항이 포함되었다. 종류의 분석 모두에서 연관성이 높

은 문항을 7개로 확장하면 요인들에는 흥미, 효능감,

학습태도, 학습의지, 가치와 같은 요인들이 포함되었다.

순위별 10개의 연관성이 높은 문항에는 외적, 내적동

기 외의 모든 요인의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Ⅴ. 나가는 말

본 연구에서는 정의적 영역의 요인들 중에서 초등

학생 포기 인식과 연관성이 높은 요인을 알아보고 또

한 정의적 영역을 측정하는 문항 중 가장 연관성이 높

은 문항들을 추출하였다.

이를 위해 포기 인식에 따라 A1～A4로 나누어 그

특성을 분석해 본 결과 A2와 A3과 같이 수학포기 인

식을 버려낼 수도 있는 잠재적 요소가 있는 학생들이

존재함으로써, 수학포기 인식 결과와 무관하게 이러한

잠재적 요소가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역

시 가져야 할 대상이란 것을 알 수 있었다.

초등학생의 포기 인식과 연관성이 높은 요인은 효

능감, 흥미로 나타났다. 그동안 다양한 연구에서 수학

학습 성취와 상관관계가 높은 정의적 영역은 효능감이

라는 결론을 제시한 바 있고 학생들의 학습에서 효능

감 강화가 미치는 영향을 매우 크다는 주장들이 있어

왔다(예, Collins, 1982; Randhawa.et al., 1991; Ma, &

Xu, 2004).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 결과와 유사

한 결론을 데이터 분석에 기초해서 내릴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데이터 분석은 R의 기계학습을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데이터 분석과는 다른 연구라 할

수 있다. 빅데이터 분석 기법은 그 활용 분야가 매우

넓다는 것과 그 효용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나타나는 현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을 도출해 내는 작업으로 관련 준비된 데이터를 통

해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요인의 도출을 시도

했고 R을 통한 사례 분석은 연구 방법론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

본 연구 산출물 중 하나는, 만일 초등학생 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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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순위 문항 요인

1

나는 수학이 좋다. 흥미

나는 앞으로 수학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효능감

3
나는 수학을 잘 하는 학생이라 생각

한다.
효능감

4

나는 수학 공부가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다.

학습

의지

나는 수학을 공부할 때 방해가 되는

것(휴대폰, 컴퓨터 등)을 치운다.

학습

태도

6
나는 수학을 이해하는 속도가 빠른

편이다.
효능감

7

수학 공부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가치

나는 수학 시간에 수업을 열심히 듣

는다.

학습

태도

[표 2] 정의적 영역 검사지 문항 간편 버전

[table 2] 8-item version of the survey on the

non-cognitive domain

정의적 영역 검사지를 간편 버전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대표로 몇 개의 문항만으로 설문을 구성하고자 할 때

에는 [표 2]와 같이 주요한 문항으로 뽑을 수 있다(선

형회귀 분석 및 랜덤 포레스트 분석의 공통 문항을 산

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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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creasing number of students are giving up on learning mathematics at all grade levels, including 
elementary school. The study in this paper considers seven non-cognitive student characteristics to identify 
which are strongly correlated with giving up on mathematics at the elementary school level. Data were 
collected with a survey on the non-cognitive domain of mathematics learning that was developed by the 
Korea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Creativity in 2015.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3,636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Korea, and we analyzed the data using the statistical computing 
program R. Of the seven components, efficacy and interest have a strong correlation with students’ 
tendency to profess that they have given up trying to learn mathematics. The findings of the study shed 
light on which non-cognitive domain areas mathematics teachers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in order to 
make their teaching effective. This study further investigated the correlation between responses to each of 
the 24 survey items and students’ claim that they have given up on mathematics. Using the 8 items with 
the highest correlations, we have developed a shorter, 8-item version of the survey, which will be useful 
for similar futu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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