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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수업의 질에 대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인식*

박 성 선 (춘천교육대학교)

수업의 질에 대한 학생의 인식 검사(SPOCQ)’의 구인들

은 학습의 동기부여 및 학업성취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평가하고, 수업의

질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이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교사의 수학적 신념과

학생의 수학수업에 대한 인식의 관계를 밝히고, 수학성취

수준 및 성별에 따른 수학수업에 대한 인식을 비교함으로

써, 수학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학업성취도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수학수업에 대한 시시점

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교사의 수학적 신념과 학

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가 수학수업의 질에 대한 학생

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들의 수

학성취수준과 성별에 따라 수학수업의 질에 대한 학생들

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Ⅰ. 서론

수학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Abbott et al., 2010). 이 세 가지

측면은 교육과정, 평가 방법, 수업 방법이다. 교육과정

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것으로 우리나라에

서도 사회적 변화에 대비한다는 관점에서 여러 차례의

교육과정 개정을 하였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수학적

힘의 신장’을, 2007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수학적 사고력

과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수학적 과정’을 강조하였다. 또한, 2015 개정 수학과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수학 교과 역량’을 구체화하여

강조하였다. 수학 교과 역량을 구체화하여 강조하게

된 배경을 보면, 급속하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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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융합 인재를 길러내기 위함이다(박경미 외,

2015; 교육부, 2015). 평가 방법은 ‘학생들의 학업성취

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관한 것으로 얼만 전

까지만 해도 수행평가에 대한 연구 많았으나 최근에는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마

지막 측면은 수업 방법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교실에서 수업을 어떻게 진

행하는 교수 학습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수학교육을 개선하

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시도되어 왔으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의 워싱턴 주에서는 15년

에 걸쳐서 새로운 교육과정과 평가 방법을 적용하였지

만, 학생들의 수학 교수 학습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Abbott et al., 2010).

수학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이나 평가

방법의 개선만으로는 이루지지 않는다. 박경미 김동원

(2011)도 우리나라 수학교육 개선이 교육과정이나 평

가 등의 제한된 영역을 다루었다고 지적하면서, 수학

수업과 관련하여 다양성이 부족한 수업, 설명과 연습

일변도의 수업, 개인차를 고려하지 못한 수업, 문제 풀

이 중심의 수업, 절차적 지식을 강조하는 수업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수학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

는 우리의 수학교실 문화를 다시 들여다보고 개선방법

을 찾아야 한다(박성선, 2007). 수학교실문화를 개선한

다는 것은 수업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수학수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진행하는 실제

수업의 질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가 수업의 질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할 때, 초등학교

수학교사와 관련하여 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그

것은 바로 교사의 수학적 지식(교과 내용학)과 수학

교수-학습 방법(교과 교육학)에 관한 지식일 것이다.

수학의 교과적 지식은 교수-학습의 방법과 실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있다.

Lampert(1988)는 교사가 수학적 개념, 사실, 절차들 간



박 성 선152

의 관계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면, 학

생들로 하여금 그러한 것들을 개발시키기 어려울 것이

라고 지적하였다. Ball(1998)은 수학을 효과적으로 가

르치기 위하여 교사는 풍부한 수학적 지식을 갖고 있

어야 하며, 각각의 수학적 주제와 관련된 기본적 원리

들을 개념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Ma(1999)는 한걸음 더 나아가 수학교육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수학적 지식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교사의 교과 지식의 질은 학생의 수학

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

과 내용학적 지식 즉, 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그것을 학생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하기 위한 교

수-학습 방법에 대한 지식이 요구된다. 또한, 수학 수

업의 질은 교사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점에

서, NCTM(1991, 2000)에서는 교사는 학생들이 수학

개념들 간의 연결성을 이해하고, 수학적 아이디어를

구성하고, 추론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에 대

하여 책임감을 갖도록 안내하고 격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교사의 수학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지식을 개선하

는 것은 바로 실제 수업을 개선하는 것이다. 수업을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업을 관찰하고 반성적으

로 고찰하는 것이다(Artzt et al., 2009). 이 방법은 자

기평가와 동료평가로 구분될 수 있지만, 이 두 방법

모두 교사의 관점에서 수업을 평가하는 것이다. 교사

의 관점에서 수업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권성

룡, 2017). 수업에 대한 교사의 관점과 학생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의 관점에서 수업의 질을 평가하

는 것은 교사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Gentry,

Rizza, & Owen, 2002). 결국, 학생의 관점에서 수업의

질을 고찰함으로써 교사들은 수업의 질을 개선할 수

있고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

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것은 결국 학습에 대한 학생들

의 동기부여와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학 수업의 질에 대한 학생의 인식

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수학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과 교사의 수학적 신념,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성별과

의 관련성을 밝히고, 나아가서는 수학학습에 대한 개

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수업의 질에

대한 학생의 인식 검사’를 적용하여 매력성, 도전성, 선

택권, 유의미성, 자기효능감의 관점에서 초등학생들의

인식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수업

환경 구성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학수업에 대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교사의 수학적 신념에 따라 수학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차이가 있는가?

셋째, 학생의 수학성취수준에 따라 수학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차이가 있는가?

넷째, 학생의 성별에 따라 수학수업에 대한 학생들

의 인식은 차이가 있는가?

다섯째,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와 수학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상관관계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교사들이 지

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지 않은 학생들은 학업성취도가 낮으며, 때

로는 수업에 적응하지 못하여 학업에 실패하게 된다.

교사가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고 탐구하는데 도움이 되

는 흥미있고 재미있는 수업 환경을 조성할 때, 학생들

의 학업 성취도는 더욱더 높아진다. 따라서 학생들이

지식을 습득하고 주변 세계를 탐구하도로고 하기 위해

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흥미있고, 도전적이며, 유의미한

과제를 학생들에게 제시해야 한다(Lepper & Hodell,

1989; Ames, 1992). 이처럼 학습에 있어서 학생들의

동기부여는 학습의 성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수업의 질은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와 관

련이 있으며 학생들의 성취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

한 수업의 질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에 따라 학생들의

동기부여가 달라진다. 즉, 고도로 구조화되고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유발하는 수업 환경은 학생들에게 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고 높은 동기부여를 제

공하게 된다.

수업에 대한 교사의 관점과 학생의 관점이 다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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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학생 자신뿐만 아니

라 교사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Popham(2001)에

의하면, 수업의 질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정기적으

로 측정함으로써 교사는 수업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및 수업의 효과에 대해서도 판단

할 수 있다.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학업성취도 및 수업

의 성패와 관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업에 대한 학

생들의 인식을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은 그리 많지 않

았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중요

한 이유는 그것을 측정하기에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측정도구가 없기 때문이다(Gable & Wolf, 1993;

Haladyna & Thomas, 1979; Popham, 2001).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검사 도구로는 Gentry &

Gable(2004)이 개발한 ‘수업에 대한 학생의 인식 검

사’(Student Perception of Classroom Quality;

SPOCQ)가 있다. 이 검사 도구는 수업 활동에 대한 3

학년부터 8학년 학생들의 인식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

발된 것이다. 이 검사 도구는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매력성, 도전성, 선택권, 유의미성, 학문적 자기

효능감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수업의 질에 대한 학

생의 인식 검사’의 구인들은 학습의 동기부여 및 학업

성취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수업에 대한 학

생들의 인식을 평가하고, 수업의 질을 평가하는데 중

요한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학업성취도가 높

은 학생들과 낮은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인식을 비교

함으로써,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학업성취도

사이의 관계를 밝힐 수 있다. 이 구인들을 간단히 정

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력성(appeal)은 흥미와 즐거움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학습 환경에 대한 기분좋음, 만족감, 편

안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학습 환경은 학생들에게 웃

음 짓게 하고, 긍정적으로 격려하며, 학습 주제나 활동

에 대해서 좋아하게끔 한다. 학습자에게 흥미있고 재

미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효과적인 수업에서

필수적이며(Csikszentmihalyi, 1990; Dewey, 1933;

Renzulli, 1994), 흥미는 동기부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

다(Deci & Ryan, 1985, 1992).

둘째, 도전성(challenge)은 수업의 내용, 과정, 결과,

진행방법 등이 정확하고, 깊이 있고, 어느 정도의 난이

도가 포함된 것을 의미한다. 적절한 도전감은 학생들

로 하여금 효과적인 학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끔 한다. 수업의 도전성은 학습자로 하여금 수업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

(Printrich & Schrauben, 1992).

셋째, 선택권(choice)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학습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게 권한을 부

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들에게 적절한 학습 선택

권을 부여하는 것은 효과적인 학습을 조장하는 동기유

발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Gardner, 1991; Goodlad,

1984), 학생들의 성취도, 자율권, 의사결정, 자기조절학

습 능력을 기를 수 있다(Glasser, 1996; Ames, 1992;

Deci & Ryan, 1985; Eccles & Midgley, 1989).

넷째, 유의미성(meaningfulness)은 학습의 내용과

방법이 학생들의 삶과 관련지을 수 있고 그들에게 유

의미하고, 중요하고 연관시킬 수 있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학습 주제가 유의미하고, 흥미롭고,

상상력을 유발하는 것이고(Bransford, Vye, Kinzer &

Risko, 1990), 학습자가 자신의 이전 경험과 지식을 새

롭게 학습하는 것과 연결시킬 수 있다면(Piaget, 1970;

Wittrock, 1985), 최상의 수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학습 활동을 수

행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능력과 효율성에 대한 자신감

을 의미한다(Bandura, 1997). 학문적 자기효능감이 높

은 사람은 학습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을 믿고 수업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활동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성

취도 검사에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한 지식이나 기능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도 교육의 중요한 목표이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K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3개

초등학교의 5학년과 6학년 학생들(총 340명)과 담임교

사(11명)를 임으로 선정하여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이

3개 초등학교는 K지역의 W시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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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사회경제적 환경이 중상에 해당한다. 학교별, 학

년별, 성별, 수학성취수준별 인원은 [표 1]과 같다. 학

생들의 수학성취도는 담임교사에게 의뢰하여 학생들을

상, 중, 하의 세 단계로 구분하도록 요청하였으며, 각

담임교사는 수업 중 관찰과 평가를 토대로 학생들의

수준을 판단하게 하였다.

학교

학생 교사

학년 성별 수학성취수준
수학적

신념

5 6 남 여 상 중 하 긍정 부정

A 54 53 54 53 33 39 35 3 1

B 87 58 75 70 49 52 44 4 1

C 34 54 44 44 30 32 26 1 2

합계 146 117 129 123 82 91 79 7 4

[표 1] 연구 대상의 구성

[Table 1] sample

2. 검사 도구

본 연구의 검사 도구는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수

학수업에 대한 학생의 인식검사’는 수학수업에 대하여

학생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며,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 검사’는 자기 주도적 학습에 대

한 학생들의 태도를 조사하기 위한 검사이다. 수학적

신념 검사는 교사의 수학적 신념을 알아보기 위한 검

사이다.

가. 수학수업에 대한 인식 검사

Gentry & Owen(2004)가 개발한‘수업에 대한 학생

의 인식 검사’(Student Perception of Classroom

Quality; SPOCQ)는 3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Liker 5단계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

통이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로 응답하게 구성되

었다. 이를 바탕으로 Chae & Gentry(2007)는 한국어

버전인 SPOCQ-K를 개발하였다. 한국어 버전

SPOCQ-K는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SPOCQ-K를 바탕으로 수학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문항의 내용을

수학수업과 관련된 문항을 수정하였으며, 수학교육전

문가 2인 및 교사 3인에게 의뢰하여 문항의 내용타당

도를 확인하였다. 이 검사도구 전체의 신뢰도는

Cronbach α=.956이다. 수학수업에 대한 인식 검사의

하위 요서별 신뢰도는 매력 Cronbach α=.883, 도전

Cronbach α=.799, 선택 Cronbach α=.824, 의미

Cronbach α=.816, 자아 Cronbach α=.898으로 높게 나

타났다.

나.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 검사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 검사는 정미영(2007)이 개발

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검사지와 김명희(2010)가 개

발한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 검사지를 참고로 하여 연

구자가 수정하고,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각 하위 영

역별 분류에 따른 문항 구성은 다음 [표 2]와 같고, 매

우 그렇다 5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대체

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하

고, 총 30문항, 150점 만점으로 구성하였다. 동일한 검

사지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

검사를 실시하였지만, 사후검사는 순서를 달리하여 문

항을 구성하였다. 사전검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952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영역 하위영역 문항번호
문항

수

학습

전략적

요소

인지전략 1, 7, 13, 19, 25 5

메타인지

전략
2, 8, 14, 20, 26 5

자기관리

전략
3, 9, 15, 21, 27 5

동기적

요소

자기효능감 4, 10, 16, 22, 28 5

내적 동기 5, 11, 17, 23, 29 5

외적동기 6, 12, 18, 24, 30 5

[표 2]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 검사의 문항 구성 및 내용

[Table 2]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test

다. 수학적 신념 검사

수학적 신념 검사는 교사의 수학적 신념을 알아보

기 위한 것으로서, 김용성(2000)이 제작한 검사지를 사

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수학에 대한 신념, 수학학습에

대한 신념, 자아에 대한 신념 3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

성되어 있다. 검사문항은 총 53개 문항으로 긍정적인

문항이 32개, 부정적인 문항이 21로 구성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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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n=340)

교사의

수학적 신념

(긍정적=257,

부정적=83)

학년별

(5학년=175,

6학년=165)

성별

(남=173, 여=167)

수학성취수준

(상=112, 중=123,

하=105)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매력(7문항)
평균합=21

21.03
(6.479)

긍정 21.65
(6.560) 5학년 22.06

(7.014) 남 21.91
(6.069)

상 22.17
(6.479)

중 21.63
(5.625)

부정 19.11
(5.848) 6학년 19.95

(5.680) 여 20.12
(6.775) 하 19.12

(7.156)

도전(5문항)
평균합=15

15.88
(4.321)

긍정 16.10
(4.245) 5학년 16.20

(4.508) 남 16.56
(3.926)

상 16.89
(4.127)

중 16.09
(3.541)

부정 15.19
(4.503) 6학년 15.54

(4.099) 여 15.17
(4.601) 하 14.55

(5.002)

선택(7문항)
평균합=21

23.03
(5.540)

긍정
23.25
(5.552) 5학년

23.22
(6.009) 남

23.67
(4.850)

상 24.23
(5.197)

중 23.82
(4.430)

부정 22.34
(5.480) 6학년 22.82

(5.005) 여 22.36
(6.118) 하 20.81

(6.397)

의미(5문항)
평균합=15

15.96
(4.277)

긍정 16.24
(4.204)

5학년 16.01
(4.525)

남 16.41
(3.815)

상 17.31
(3.839)

중
16.02
(3.303)

부정
15.07
(4.406)

6학년
15.90
(4.011)

여
15.49
(4.674) 하 14.43

(5.174)

자아(8문항)
평균합=24

24.89
(7.043)

긍정 25.47
(6.805) 5학년 25.44

(7.247) 남 26.57
(6.506)

상 28.47
(6.039)

중 24.51
(6.347)

부정
23.10
(7.496) 6학년

24.31
(6.793) 여

23.16
(7.175) 하 21.51

(7.071)

전체(32문항)
평균합=96

100.79
(5.53)

긍정 20.54
(5.480)

5학년 20.59
(5.86)

남 21.02
(5.033)

상 21.81
(5.110)

중 20.41
(4.649)

부정 18.96
(5.547)

6학년 19.70
(5.12)

여 19.26
(5.869) 하 18.08

(6.160)

[표 3] 수학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담임교사의 수학적 신념별, 학년별, 성별, 수학성취수준별)

[Table 3] statistics of students’ perception of mathematics classroom quality

채점 방법은 5단계 평정법을 사용하여, 전혀 아니다

‘1’, 대체로 아니다 ‘2’, 보통이다 ‘3’, 대체로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5’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부정적인 문항

에 대해서는 역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채점하였다. 따

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수학에 대하여 긍정적인 신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학적 신념 검사의 신뢰

도는 Cronbach α=.945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수학적

신념 검사 53문항의 전체 평균은 53×3=159이다. 이 평

균 점수를 기준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교사를 수학적

신념이 긍정적인 교사(7명)로, 낮은 점수를 받은 교사

는 수학적 신념이 부정적인 교사(4명)로 판단하였다.

Ⅳ. 연구 결과 및 논의

가. 수학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전반적인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대상의 학년별, 성별, 수학성취수준별 수학학습

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3]과 같다. 수학수업에 대한 인식에 대한 전체 점

수는 100.79로서 검사 32문항의 평균합 96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수학수업에 대한 인식의 5가지 하위 요소 즉, 매력

성, 도전성, 선택권, 유의미성, 자기효능감에 대한 점수

도 평균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점수 차이

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학생들은 수학수업의 질을

중간 정도로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학년

별로는 6학년보다 5학년이, 성별로는 여학생보다는 남

학생이 수학수업에 대한 인식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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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성취수준별로는 상-중-하의 순서로 수학수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담임교사의

수학적 신념에 따라 학생들을 분류했을 때, 긍정적인

수학적 신념을 갖고 있는 담임교사에 해당하는 학생들

이 부정적인 수학적 신념을 갖고 있는 담임교사의 경

우보다 수학수업에 대한 인식에서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교사의 수학적 신념에 따라 수학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차이가 있는가?

  

Chae & Gentry(2011)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

에서도 수학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의 5가지 구인

들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표 4]). 종속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경우에는 분산분석

(ANOVA)을 여러 번 수행하기보다는 다변량분산분석

(MANOVA)를 실시하여 종속변수의 효과를 동시에 고

려하여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학식, 임지훈,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담임교사의 수학적 신념

(긍정적, 부정적)에 따라 수학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

식(매력성, 도전성, 선택권, 유의미성, 자기효능감)의 차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매력성 도전성 선택권 유의미성
자기

효능감

Pearson 상관계수

매력성 1

도전성 .802** 1

선택권 .758** .765** 1

유의미성 .695** .696** .802** 1

자기효능감 .677** .732** .727** .705** 1

***p<.001, **p<.01, *p<.05

[표 4] 수학수업에 대한 인식의 하위 요소들 간의 상관관

계(n=340)

[Table 4] correlations among the five factors of perception

of mathematics classroom quality

[표 5]는 교사의 신념에 따라 수학학습에 대한 학생

들의 인식이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다변

량 분산분석 결과, Wilks의 람다는 .994 유의확률은

.002(<.01)로 유의수준 .01에서 교사의 수학적 신념에

따라 학생들을 두 집단(긍정적 담임교사 집단, 부정적

담임교사 집단)으로 구분했을 때 두 집단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학에 대하여 긍

정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 담임교사로부터 학습을 받은

학생들은 부정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 담임교사로부터

학습을 받은 학생들보다 수학학습에 대하여 긍정적으

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교사의 신념에 따라 수학수업에 대한 인식

의 차이가 5개의 종속변수(매력성, 도전성, 선택권, 유

의미성, 자기효능감) 중 어느 변수에 주로 기인하는지

를 알아보았다.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교사의

신념에 따른 도전성(F=3.238, p>05), 선택권

(F=2.442>05)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매력성(F=10.502,

p<01), 유의미성(F=6.288, p<05), 자기효능감(F=9.384,

p<01)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학생의 수학성취수준에 따라 수학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차이가 있는가?

[표 6]은 수학성취수준에 따라 수학수업에 대한 학

생들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다

변량 분산분석 결과, Wilks의 람다는 .952 유의확률은

.005(<.01)로 유의수준 .01에서 수학성취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성취

수준에 따라 수학수업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5개의 종

속변수(매력성, 도전성, 선택권, 유의미성, 자기효능감)

중 어느 변수에 주로 기인하는지를 알아본 결과([표

6]), 매력성(F=4.477, p<05), 도전성(F=8.818, p<01), 선

택권(F=9.833, p<01), 유의성(F=15.358, p<01), 자기효

능감(F=27.352, p<01)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신념(긍정적, 부정적)과 학생의 수학성취수

준(상, 중, 하)에 따라 수학수업에 대한 학생의 인식에

대한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다변량 분

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상호작용 효과를 보면, 수학수업

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에 대하여 상호작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Wilks의 람다=.926, F= 2.595, p>.5).

수학수업에 대한 인식의 모든 하위 요소(매력성, 도전

성, 선택권, 유의미성, 자기효능감)에서도 상호작용의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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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종속변수 Wilks의 람다 자유도 평균제곱 F η2
유의

확률

교사의 신념

매력성

.994***

5/334 414.712 10.502 .030 .001**

도전성 5/334 57.152 3.238 .010 .073

선택권 5/334 69.447 2.422 .007 .121

유의성 5/334 105.028 6.288 .018 .013*

자기효능감 5/334 383.825 9.384 .027 .002**

**p<.01, *p<.05

[표 5] 교사의 신념에 따른 수학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의 차이에 대한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

[Table 5]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MANOVA): students’ perception of mathematics classroom quality in

teacher’s mathematical belief

독립변수 종속변수
Wilks의

람다
자유도 평균제곱 F η2 유의확률

수학성취수준

매력성

.782***

10/660 176.809 4.477 .026 .012*

도전성 10/660 155.654 8.818 .050 .000***

선택권 10/660 281.989 9.833 .056 .000***

유의미성 10/660 256.535 15.358 .084 .000***

자기효능감 10/660 1118.687 27.352 .141 .000***

교사의 신념

×

수학성취수준

매력성

.926

10/660 12.457 .315 .002 .730

도전성 10/660 33.081 1.874 .011 .155

선택권 10/660 .704 .025 .000 .976

유의미성 10/660 36.777 2.202 .013 .112

자기효능감 10/660 48.084 1.176 .007 .310

***p<.001, **p<.01, *p<.05

[표 6] 교사의 신념, 학생의 수학성취수준에 따른 수학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의 차이에 대한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

[Table 6]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MANOVA): students’ perception of mathematics classroom quality in teacher’s

mathematical belief and students’ mathematical performance

라. 학생의 성별에 따라 수학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차이가 있는가?

[표 7]은 학생의 성별에 따라 수학수업에 대한 학생

들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 Wilks의 람다는 .952 유의확률

은 .005(<.01)로 유의수준 .01에서 수학성취수준에 따

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성

취수준에 따라 수학수업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5개의

종속변수(매력성, 도전성, 선택권, 유의미성, 자기효능

감) 중 어느 변수에 주로 기인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유의미성(F=2.770, P>05)를 제외한 네 가지 하위 요소

인 매력성(F=6.051, p<05), 도전성(F=4.454, p<05), 선

택권(F=3.942 p<05), 자기효능감(F=14.054, p<001)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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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종속변수
Wilks의

람다
자유도 평균제곱 F η2 유의확률

학생의 성별

매력성

.952**

5/332 244.373 6.051 .018 .014*

도전성 5/332 81.122 4.454 .013 .036*

선택권 5/332 119.859 3.942 .012 .048*

유의미성 5/332 49.924 2.770 .008 .097*

자기효능감 5/332 651.045 14.054 .040 .000***

교사의 신념

×

학생의 성별

매력성

.982

5/332 31.592 .782 .377 .337

도전성 5/332 7.905 .434 .510 .510

선택권 5/332 4.458 .147 .702 .702

유의미성 5/332 .644 .036 .850 .850

자기효능감 5/332 .057 .001 .972 .972

***p<.001, **p<.01, *p<.05

[표 7] 교사의 신념, 학생의 성별에 따른 수학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의 차이에 대한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

[Table 7]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MANOVA): students’ perception of mathematics classroom quality in teacher’s

mathematical belief and students’ sex

마.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와 수학수업에 대한 학생

들의 인식은 상관관계가 있는가?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와 수

학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와의 상관관계

를 수학수업에 대한 인식의 각각의 구인별로 살펴보면,

매력(상관계수 r=.669), 도전(상관계수 r=.714), 선택(상

관계수 r=.665), 의미(상관계수 r=.601), 자아(상관계수

r=.718)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유의수준 <.01).

매력 도전 선택 의미 자아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Pearson

상관계수
.669 .714 .665 .601 .718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000**

**p<.01

[표 8]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와 수학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사이의 상관관계(n=340)

[Table 8] correlations between self-direct learning attitude

and perception of mathematics classroom quality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수학수업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인식

을 살펴보았으며, 교사의 수학적 신념, 학생의 수학성

취수준 및 성별,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와의 관계를 살

펴보았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수학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전반적인 인식은

보통 수준이었으며, 수학수업에 대한 인식의 하위 요

소인 매력성, 도전성, 선택권, 유의미성, 자기효능감 모

두에서 매우 낮지는 않았지만, 수학수업에 대하여 크

게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는 수학수업의

질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 못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교사의 수학적 신념에 따라 학생들의 수학수

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 교사의 수학적 신념이

수학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수학에 대한 교사의 신념이 긍정적일

수록 학생들의 수학수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교사가 수학에 대하여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수학수업을 운영하는 방식이 달라

지며, 결국에는 수학수업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의미한다. 또한, 수학수업에 대한 인식의 하위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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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도전성, 선택권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매력성,

유의미성, 자기효능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교사의 수학적 신념에 따라 매력성, 의미성, 자아개념

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매력

성은 수학수업의 흥미와 즐거움과 관련되어 있고, 유

의미성은 수학수업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것이고, 자

기효능감은 수학학습에 대한 자신의 능력과 효율성에

대한 자신감과 관련되어 있다.

셋째, 학생들의 수학성취수준에 따라 수학수업에 대

한 학생들의 인식은 차이가 있었다. 즉, 수학성취수준

이 높을수록 수학수업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수학수업에 대한 인

식의 5가지 하위 요소(매력성, 도전성, 선택권, 의성성,

자기효능감)에서 일관성있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생들의 성별에 따라 수학수업에 대한 학생

들의 인식은 차이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남학생이 여

학생보다 수학수업에 대한 인식 수준이 긍정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 수학수업에 대한 인식의 하위 요소별로

는 의미성을 제외한 매력성, 도전성, 선택권, 자기효능

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교사의 신념(긍정적, 부정적)과 학생의 수학

성취수준(상, 중, 하), 교사의 신념과 학생의 성별(남학

생, 여학생)에 따라 수학수업에 대한 인식에 대한 상호

작용효과를 알아본 것 결과, 교사의 신념과 수학성취

수준, 교사의 신념과 성별 모두에서 상호작용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의 신념에 상관없이

학생의 수학성취수준과 성별에 따라 수학수업에 대한

인식이 일관성있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째,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와 수학수업에 대한 인

식은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

한 상관관계는 수학수업에 대한 인식의 5가지 하위 요

소 모두에서 일관성있게 높게 나타났다.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와 수학수업에 대한 인식이 상관관계가 있다

는 점은, 학생들이 수학수업의 질을 판단하는데 있어

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학습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학학습에 대해서 긍정적

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질수록 수학수업에 대한 인식

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

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검사 도구인 ‘수학

수업 대한 학생의 인식 검사’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학

생들의 수학수업에 대한 인식을 전반적으로 알아볼 필

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수학수업 대한 학생의 인식에

대한 통계적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학

생들의 수학수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수학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학생들의 교과 성취도

및 수학적 신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이해하고, 나

아가서는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수준과의 관

계를 분석함으로써, 과학, 기술, 공학, 수학과 같은 영

재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

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담임교사

나 학습 상담자에게 학생의 학습 인식에 대한 과학적

인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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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eacher’s mathematical belief 
and student’s mathematical performance, sex on the perception of mathematics classroom 
quality. And this study also detailed the relation between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and 
perception of mathematics classroom qualit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used ‘Students 
Perception of Mathematics Classroom Quality(SPOCQ)’ as an instrument. This instrument 
focuses on appeal, challenge, choice, meaningfulness, self-efficacy. The 430 5th and 6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included in sample. 

The results obtained in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mathematics classroom 

quality between positive mathematical belief teacher’s group and negative mathematical 
belief teacher’s group. So, teacher’s mathematical belief influence on the students’ 
perception of mathematics classroom quality.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student’s mathematical 
performance and sex. The students of high mathematical performance usually had positive 
perception of mathematics classroom quality and the male students also had higher mean 
than female students. 

Third, there was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and 
perception of mathematics classroom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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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Words : mathematics classroom quality, perception

of mathematics classroom quality, self-effica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