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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생의 수학불안 변화 분석: 종단연구
1)

김 리 나 (서울목운초등학교, 교사)

수학불안은 수학에 대한 정서적·신체적 거부감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학생들의 수학불안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수학

학업 성취도 향상 뿐 아니라 미래 사회에 필요한 수학 인력 양성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특히 수학불안은 대부분

초등학교시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후속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수학

불안 양상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학생들의 수학불안 변화 패턴을 제시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249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학불안을 4학년에서 6학년까지 3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

과, 수학불안 양상의 다섯 가지 패턴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수학불안 변화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은 교사의 수학 수업에 대한 흥미도이며, 부모의 관심은 수학불안을 경감시키고, 사교육에 대한 부담감은 수학불안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Ⅰ. 서론

수학불안은 수학 문제를 풀 때 생기는 거부감, 걱정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수학에 대해 생각할 때 느

껴지는 모든 부정적 감정을 지칭한다(Richardson, & Suinn, 1972). 수학불안이 야기하는 수학에 대한 두려움, 고

통 등의 정서적 문제는 인지 능력에 상관없이 효과적인 수학적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며, 향후 수학과 관련된

일 또는 상황을 회피하는 성향이 형성되는데 영향을 미친다(김리나, 신항균, 2015; 황선욱, 유경훈, 2019;

Ashcraft & Moore, 2009).

최근의 연구들은 수학불안을 가진 학생들이 수학 학업 성취도가 그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낮게 나타날 수 있

으며, 이로 인해 학습 동기가 결여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Maloney & Beilock, 2012). 학생들

의 수학불안을 예방 혹은 완화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수학불안이 어떻게 변화하며,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수학불안은 주변의 과도한 기대 또는 수학 과제에 대한 과도한 가치 부여(예. 남영만, 서영철, 1988; Frenzel,

Pekrun, & Goetz, 2007), 경직된 수업 분위기(예. Niculescu, Tempelaar, Dailey-Hebert, Segers, & Gijselaers,

2016), 학생들 사이의 경쟁 및 과도한 수업량(예 : 이세나, 2010; Goetz, Ludtke, Nett, Keller, & Lipnevich, 2013)

과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 형성된다.

McLeod(1993)은 9-11세, 즉 초등학교 시기는 수학불안을 포함하여 수학에 대한 태도와 정서적 반응의 발달에

중요한 단계라고 지적하였다. 이 시기에 학생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거치기 때문이다. 특히 수학

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의 긍정적 태도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나 한 번 형성된 수학에 대한 부정적 태도, 수

학불안은 잘 변하지 않고 성인까지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김리나, 2018a; McLeod, 1993). 따라서 초등학교 시기

의 수학불안이 언제 형성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수학불안의 예방과 치료에 토대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학생의 수학불안에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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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시점에 학생들의 수학불안을 진단하고 이를 감소하는 방안을 분석하거나 수학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인만

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수학불안이 학년의 증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학생들의 수학불안 형성과 변화에 특정한 패턴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교육적 시사점을 분

석하는 것은 수학 교육이라는 장기적인 계획을 구현하는데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본 연구

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학생의 수학불안은 학년의 증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둘째, 학년의 증가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의 수학 불안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249명의 학생들의 수학불안을 측정한 후 이후 2년 동안 이들의 수학불안을 추

적 조사하여 학년의 증가에 따른 수학불안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본 종단연구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학불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교육과정과 교육자료 개발, 후속 연구의 토대를 제공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Ⅱ. 연구의 배경

수학불안은 일반적으로 수학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를 등의 부정적 감정 반응으로 정의한다(Hembree, 1990;

Richardson & Suinn, 1972). 이 장에서는 선행연구 중 수학불안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와 초등

학교 학생들의 수학불안과 관련한 논의들을 살펴본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초등학생의 수학불안의 변화를 분석

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초등학생의 수학불안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어도 수학불안의

변화와 관련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본다.

1. 선행연구 분석

Ahmed, Minnaert, Kuyper, van der Werf(2012)와 Niculescu 외(2016)는 수학불안과 특정 요인의 상관관계를

시간의 변화에 따라 조사하였다. 우선 Ahmed 외(2012)는 수학불안의 변화가 수학 자기효능감의 변화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분석하였다. 수학 자기효능감은 수학불안과 달리 학생들이 수학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고 믿는 신념을 일컫는다(Bandura, 1977). 연구자들은 교차 지연 모델(cross-lagged model)을 사용하여 7학년 학

생들을 대상으로 3개의 시점에서 연구 참여자의 수학불안과 수학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학생들의

수학불안이 높아지면 수학 자기효능감이 낮아지고, 수학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경우 반대로 수학불안이 낮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Niculescu 외(2016)는 대학생들의 수학불안과 학업 통제 능력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간고사를 전후로 한 2개의 시점에서 연구 참여자의 수학불안과 학업통제 능

력을 조사하여 비교한 결과, 대학생들의 학업통제 능력과 수학불안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a와 Cartwright(2003)는 미국에서 학생들이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수학불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와 관련한

종단 연구를 실시했다. 학생들의 수학불안, 수학태도, 수학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을 학생들이 7학년 때부터 시작

하여 12학년이 될 때까지 매년 추적 조사한 결과, 학생들의 수학불안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시기에 지속적으로 증

가하는 반면, 수학에 대한 태도와 유용성에 대한 인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여학생의 수학

불안은 7학년 첫 조사에서부터 남학생의 수학불안보다 더 높게 조사되었고, 여학생들의 수학불안이 남학생들보

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낮은 수학 학업 성취도는 다음 학년에서 더 높은 수학불

안으로 이어졌다(Ma, & Xu, 2004).

Madjar 외(2018)와 Klee, Miller(2019)는 초등학교 학생이 중학교로 진급하면서 수학불안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에 주목하였다. 우선 Madjar 외(2018)는 초등학교 6학년의 수학불안이 다음 해 중학교로 입학한 후 어떻게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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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 조사하였다. 연구자들은 계층적 선형 모델링(Hierarchical linear modeling)을 통해 성별, 진학 및 학업 성

취도가 수학불안 변화에 중요한 예측 변수임을 밝혔다. 특히 중학교 진학 직전 수학불안이 급증한 후 진학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Klee 외(2019)는 미국 내 12개의 공립학교를 선정, 6학년에서 7학년으로 진

학, 즉,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급하면서 학생들의 수학불안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자들은

학생들이 진급 시기에 학습 동기와 수학 자기효능감이 변화하며 이는 학생들의 수학불안의 증가, 유지,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Madjar 외(2018)와 달리 진학 전후로 학생들의 수학불안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일관된 경향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수학불안과 관련한 종단연구는 국외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특정 요인과 수학불안과의

상관관계, 혹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와 같이 학교 단위가 바뀌는 시점의 학생들의 수학불안 변화를 분석하고 있

었다. 그러나 수학불안이 초등학교시기에 주로 형성됨을 감안할 때(예. Yüksel-Şahin, 2008), 초등학교 안에서 학

년 진급에 따라 수학불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불안이 주

로 몇 학년 시기에 형성되는지, 그리고 수학불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면 수학불안을 초

기에 예방·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초등학생의 수학불안

수학불안은 개념적 사고와 기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Skemp, 1986). 초등학생의 경우 수학불안과

수학 학업 성취도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Hembree, 1990). 수학불안과 학업성취도 사이의 인과 관

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높은 수준의 수학불안은 수학 학습 과정과 상호작용한

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김의태, 고석우, 선우하식, 2000; Newstead, 1998).

초등학생의 수학불안은 그 강도에 따라 극복의 여부가 달라진다. Wigfield와 Meece(1988)는 학생들의 노력에

따라 수학에 대한 긍정적 동기가 향상되며, 이로 인해 수학불안은 감소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수학불안이 심하

지 않다면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학불안이 일정 수준을 넘게 되면 개념적 이해를

포함한 수학 활동이 방해받게 되며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이 어렵게 된다(Skemp, 1986).

Richardson과 Suinn(1972)은 수학불안이 다양한 일상생활 및 수학 학습 상황에서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수학불안이 학교 상황을 넘어 광범위하게 퍼진 현상일 수 있다는 것과 함께(예.

Buxton, 1981)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학불안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것이 단순히 학교 수학 학습의 효과성만이 아

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수학불안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수학 학업 성취와 관련한 가족의 기대와 같은 환경적 요인,

학습 방법과 같은 인지적 요인, 자존감 또는 자기 효능감과 같은 정서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수학불안과 연계된

변인은 다양하다(이세나, 한석실, 이승훈, 2007; Uusimaki & Nason, 2004; Woodard, 2004). 따라서 수학불안은

하나의 관점으로만 이해하기 어렵다. 개인의 성격, 자아 개념, 자존감, 학습 방법, 부모의 태도, 주변의 기대, 수

학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교사의 태도와 교수 방법, 부정적인 경험 및 낮은 수학 학업 성취도 등 수학불안을 설

명하는 원인과 증상은 너무나 다양하다(Bursal & Paznokas, 2006; Hopko, et al., 2003; Ma, et al., 2004).

초등학생의 수학불안은 학교 교육의 시작과 함께 발생하는데, 이는 수학불안이 수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진 교사 또는 학부모에 의해 학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Yüksel-Şahin, 2008). 수학이 어렵다는 것과

향후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 수학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부모와 교사는 수학에 대해 아이들에게

특정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Williams, 1988; Hébert & Furner, 1997). 초등학교 학생들이 과도하게 수학을

두려워하는 것은 부모와 교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에 기인할 수 있으며, 낮은 자존감, 자신감 및 수학

자기효능감은 수학불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Uusimaki & Nason, 2004; Woodard,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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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학 학습에서 실패의 경험 혹은 낮은 수학 학업 성취도는 수학불안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Furner

& Duffy, 2002; Hopko, et.al., 2003). 수학 학습에서 다시 실수 또는 실패할 수 있다는 학생들의 생각은 수학불

안의 원인이 되거나 기존의 수학불안을 더 증가시킨다(Reglin, 1990).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가지

고 있을지라도 학교 수업에서 수학 학습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심리적 불안과 고통을 야기하는

것이다(Kazelskis, 1998).

수학불안과 관련한 논의를 통해 수학불안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생성되는 부정적인 심리적·신체적 반응이

며, 이러한 반응은 학교 교육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에

서 6학년에 이르기까지 수학불안의 변화를 살펴본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수학불안이 학교 교육 과정에서 언

제 어떻게 형성되고 심화 또는 감소되는지에 대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연구방법

가. 연구 대상자

본 연구에서는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2개교를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2018

년 9월 해당학교의 4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구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연구에 동의한 583명

의 학생에 대해 학부모의 핸드폰을 이용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0월 수학불안측정 온라인 검사지와 수

학불안 요인 설문지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온라인 검사지는 김리나(2018b)1)가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수학불안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김리나(2018b)는 4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학교 교육과 관련한 수

학불안 측정도구와 사교육에서 받는 수학교육을 포함한 수학불안 측정도구 2종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

교 교육과 관련한 수학불안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수학불안 요인 설문지는 김리나, 신항균(2015)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학불안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개발한 자료를 적용하였다. 김리나 외(2015)는 문헌연구를 통해 초등

학생의 수학불안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8가지 요인을 상정한 후, 통계적 분석을 통해 수학불안과 관련

이 있는 4가지 요인, 즉 학생들이 느끼는 교사의 수학 교수 방법에 대한 흥미도, 수학 학습에 대한 부모의 관심

과 주당 학원 및 과외 횟수, 주당 학원 및 과외 수업 시간의 총합을 제시한 바 있다. 사교육과 수학불안의 관계

에 대해 연구자들은 사교육의 시간이나 횟수보다 학생들이 사교육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가의 여부가 수학불안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검증된 4가지 요인 중 사교육의

횟수와 시간을 합하여 사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으로 문항을 수정, 교사의 수학 수업 방법, 부모님의 태도,

수학 관련 학원이나 과외에서 느끼는 부담감이라는 3가지 요인에 대해 설문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년이 바뀌었을 때의 학생의 심리적 변화가 수학불안 측정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또 학

업의 수준이나 교사의 영향이 수학불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정에 따라 한 학기를 마친 후 수학불안을 측

정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학생이 학부모의 휴대폰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설계되었다. 따라

서 교사나 연구자의 도움 없이 설문지의 문장을 본래의 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거나 핸드폰 사용 및 온라인 설

문에 미숙할 것으로 의심되는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은 연구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3년 동안의 검사에서 1회라도 수학불안측정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최종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3년 동안 수

학불안 측정에 응한 연구 참여자는 모두 249명(남학생 119명, 여학생 130명)이었다. 수학불안 측정 결과의 기술

통계 결과는 <표 Ⅱ-1>과 같다. 4, 5, 6학년의 수학 불안 관련 설문 조사 결과의 평균 신뢰도는 .84이며, 각 학

년별 측정 결과의 신뢰도는 4학년 .86, 5학년 .85. 6학년 .88이다.

1) 설문지 활용에 대해 개발자의 동의를 확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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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평균 표준편차

남 여 남 여

4 2.14 2.03 1.19 0.94

5 2.22 2.03 0.82 0.89

6 2.34 2.44 0.81 1.01

<표 Ⅱ-1> 수학불안 검사 결과의 기술통계(n=249)

4, 5, 6학년의 수학 불안 관련 설문 조사 결과의 평균 신뢰도는 .84이며, 각 학년별 측정 결과의 신뢰도는 4학

년 .86, 5학년 .85. 6학년 .88이다. 수학불안은 4, 5학년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측정되었지만, 6학년에

서는 여학생의 수학불안이 남학생의 수학불안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준편차는 4학년 남학생이 가장 높게 측정되

고 6학년 여학생이 다음 순위로 높게 나타나 이 두 집단에서 개인의 차가 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표 Ⅱ-2>는 수학불안 요인과 관련한 연구 참여자의 설문 결과의 기술통계 내용을 나타낸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 참여 기간 중 매년 수학불안 측정 후 동일한 설문 내용에 대해 응답하였다.

요인 학년 세부내용
성별

계
남 여

교사의 수학 수업

4
흥미 있음 56 72 128

흥미 없음 63 58 121

5
흥미 있음 33 39 72

흥미 없음 86 91 177

6
흥미 있음 18 34 52

흥미 없음 101 96 197

부모의 관심

4

매우 높음 52 45 97

높음 39 54 93

적음 11 18 29

없음 7 13 20

5

매우 높음 56 48 104

높음 35 58 93

적음 7 11 18

없음 14 13 27

6

매우 높음 52 45 97

높음 39 54 93

적음 11 18 29

없음 7 13 20

수학 사교육

4
부담 없음 47 55 102

부담 있음 72 75 147

5
부담 없음 31 61 92

부담 있음 88 69 157

6
부담 없음 46 22 68

부담 있음 73 108 181

<표 Ⅱ-2> 수학불안 요인 분석 결과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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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수학 수업과 관련하여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흥미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학생들이 느끼는 부모의 관심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5학년에서 높아졌다가 다시 6학년에서 낮아졌다.

수학 사교육과 관련한 부담감은 남학생의 경우 5학년에서 증가했다 6학년에서 낮아지는 반면, 여학생은 학년의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부담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통계적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집단중심추세모형(Group-based trajectory modeling)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수학불안의 변화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집단중심추세모형에서는 하나의 모집단 안에 서로 다른 발전 궤적을 가지고 있는 다양

한 집단이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집단 안에 개인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다(Nagin, & Nagin 2005;

Nagin, & Odgers, 2010). 집단중심추세모형은 모집단에 대해 단일 분포를 가정하고, 모집단의 평균 성장 곡선을

중심으로 그 안에서 개개인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델링하는 계층적 모델링(ierarchical modeling) 또는 잠재 곡선

분석(latent curve analysis)과는 차이가 있다(Nagin, 2009). 집단중심추세모형은 모집단의 구성원이 동일 또는 공

통의 성장 곡선이 있다는 가정 없이 각 개인의 고유한 성장 패턴을 모델링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Nagin, et al.,

2005; Nagin, et al., 2010). 즉,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각 연구 참여자의 변화 양상을 추적하는데 용이한 연구 방법

이다(Nagin, et al., 2005).2)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수학불안 변화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

다. 성별, 교사의 수학 수업에 대한 흥미도, 부모의 관심, 수학 사교육이라는 요인을 고려했을 때 수학교수불안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 분석 방법(The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ethod)을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김리나 외(2015)의 연구에서 성별은 초등학교 학생의 수학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성별과 수학불안에 상관관계에 대한 논쟁이 지속중인 것을 고려하여 본 연구

의 분석에 성별을 포함시켰다(예. 손원숙, 2002; 김현미, 강완, 2006).

다. 분석과정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수학불안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양한 변화 양상을 나타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학생들의 수학불안의 수준과 수학불안이 완화 혹은 심화되는 형태는 개인별로 상이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가정의 정확도를 확인하고 집단중심추세모형 분석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우선 학생 30명의 자료를 무작위

추출하여 꺾은선 도표(spaghetti plot)를 작성하였다. 30명 학생의 도표는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4학년부터 6학

년까지 꾸준히 수학불안이 상승하는 경우, 심한 수학불안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꾸준히 감소하는 경우, 증가 후

감소하는 경우,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는 경우 등 5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꺾은선도표를 통해 연구의 가정과 그룹 기반 궤적 모델링 분석의 가능성을 확인한 후 본 연구에서는 SPSS

2.5를 활용하여 전체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Mplus 8을 사용하여 최종 모델을 검증하였다. Mplus 분

석은 데이터의 오류를 조정하는 방법이다(Little, Jorgensen, Lang, & Moore, 2014).3)

집단중심추세모형의 첫 번째 구성 요소는 잠재 궤적의 개수를 결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Nagin 외

(2005), Nagin 외(2010)가 제시 한 절차에 따라 3～8 개의 그룹을 검증하였다. 모델 안의 최적의 궤적 개수의 적

합 지표인 베이지안 정보 기준(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이하 BIC)을 토대로 그룹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3～8개 그룹의 권장 범위를 검증했을 때 BIC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그룹의 상대적인

크기와 최초 추출된 8개 궤적의 고유성을 비교하여 5개의 최종 궤적을 결정하였다.4) 5개 이상의 궤적을 포함하

2) 그룹 기반 궤적 모델링의 구체적 분석 방법은 Nagin 외(2005)를 참조하라.
3) Mplus 8을 활용한 모델 검증 방법은 Muthén과 Muthén(2017)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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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추가 분석한 결과, 최종궤적으로 선정된 5개 이외의 추가 그룹은 기존의 궤적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

궤적을 도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개를 초과한 그룹을 유지할 경우 각 그룹의 분석 대상자의 수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에 부족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정 그룹의 대상자의 수가 너

무 작을 경우 각 그룹의 유의미한 비교가 어려우며, 반대로 대상자의 수가 너무 클 경우 궤적의 변화를 알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Nagin, et al. 2005).

이어 본 연구에서는 도출한 5개의 그룹의 수학불안 변화 궤적에 성별, 교사의 수학 수업에 대한 흥미도, 부모

의 관심, 수학 사교육이라는 요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중 로지스틱 회귀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 장에 제시된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서 도출한 초등학생 수학불안의 5가지 궤적은 [그림 Ⅲ-1]과 같다. [그림 Ⅲ-1]은 연구 참여자들이

4, 5, 6학년 세 번의 시기 동안 수학불안을 측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Ⅲ-1] 학년에 따른 수학불안 변화

연구 참여자의 4.5%는 궤적 1과 같이 3년 내내 높은 수학불안을 나타냈다. 연구 참여자의 11.5%는 궤적 2와

4) 궤적의 검증 및 최종 궤적 도출 방법은 Nagin 외(2005)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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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수학불안이 점점 낮아졌고, 24.3%는 궤적 3과 같이 반대로 수학불안이 점차 증가했

다. 궤적 4에서 보이듯 연구 참여자의 29.8%는 5학년 때 수학불안이 높아졌다가 6학년 때 다시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연구 참여자의 29.9%는 궤적 5와 같이 3년 동안 낮은 수학불안을 보이기도 하였다. 각 그래프에 대한

추정치는 <표 Ⅲ->과 같다.

궤적 절편 1차항 2차항 3차항

1 1.97 (0.05)** 0.04 (0.15) −0.04 (0.13) 0.01 (0.03)

2 3.25 (0.10)** 0.96 (0.19)** −1.05 (0.19)** 0.24 (0.04)**

3 3.76 (0.12)** −0.28 (0.22) 0.58 (0.19)** −0.14 (0.04)**

4 5.33 (0.12)** 0.18 (0.37) −0.93 (0.39)* 0.23 (0.09)*

5 5.74 (0.09)** 0.08 (0.29) −0.04 (0.26) −0.00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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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Ⅲ-1> 궤적에 대한 정보

본 연구에서는 각 궤적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성별을 살펴보았다(     ). 수학불안이 3년 동

안 지속적으로 높았던 궤적 1에 해당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여학생의 비율이 높았으며(69.8%), 반대로 수학불안

이 3년 동안 낮게 측정되었던 궤적 5에 해당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남학생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3.2%). 궤적 2에서는 여학생의 비율이 53.7%, 궤적 3에서는 56.2%, 궤적 4에서는 57.2%로 조사되었다.

이어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수학불안에 성별, 교사의 수학 수업에 대한 흥미도, 부모의 관심, 수학 사교육

이라는 요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중 로지스틱 회귀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중 로지스틱

회귀 분석 방법은 기준이 되는 궤적을 중심으로 다른 궤적들을 비교하는데, 이 때 기준이 되는 궤적은 연구자가

이상적이라고 간주하는 궤적으로 설정하여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Klee, et al., 2019). 본 연구에

서는 지속적으로 수학불안이 낮은 궤적인 궤적 5를 이상적 기준으로 설정하여 분석 결과를 <표 Ⅲ-2>와 같이

제시한다.

기준

궤적
요인

비교 궤적

궤적 1

지속적인 높은

수학불안

궤적 2

수학불안

감소

궤적 3

수학불안

증가

궤적4

수학불안

증가 후 감소

궤적5

지속적인

낮은

수학불안

성별 0.97 0.1 0.52 0.02

교사 0.22**
0.54

**
0.14* 0.36*

부모 0.89 0.55* 0.12* 0.29

사교육 0.52 0.21 0.58** 0.36
*p < .05. **p < .01.

<표 Ⅲ-2> 요인별 승산비(Odds Ratios)

지속적으로 수학불안이 낮은 집단(궤적 5)과 다른 집단을 비교했을 때 성별에 의한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

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사의 수학 수업에 대한 흥미도와 관련하여 수학불안이 낮은 집단과 다른 집단

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p < .01). 교사의 수학 수업에 흥미가 높은 학생들은 수학불안

이 감소할 가능성이 약 54%로 나타났고(궤적 2, 승산비=0.54), 수학불안이 높은 집단인 궤적 1, 수학불안이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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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궤적 3의 승산비는 각각 0.22와 0.14로 교사의 수학 수업에 대한 흥미가 높을 때 이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음을 나타난다.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수학불안이 증가한 후 감소할 가능성이 약 3로 나타났다(궤적 4, 승산비

=0.36).

학생들이 자신의 수학학습에 대해 부모가 관심이 많다고 느낄수록 수학불안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으며(궤적

2, 승산비=.55, p < .05), 반대로 관심이 없다고 느낄 경우 수학불안이 높아질 수 있었다(궤적 3, 승산비=.12, p <

.05). 그러나 수학불안이 증가 후 감소하거나 지속적으로 수학불안을 유발하는 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못했다.

학생들이 수학 사교육에 대해 느끼는 부담감은 수학불안을 증가시키는 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궤적 3, 승산비=.58, p < .01). 사교육에 대한 부담감이 낮다고 해서 수학불안이 낮아지는 등의 다른 변

화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년이 바뀜에 따라 수학불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패턴을 조사하

였다. 학년의 변화는 학생들의 정서적·행동적 특성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예. Eccles, et al., 1993;

Wigfield, & Eccles, 1994), 이는 수학불안의 형성 또는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예. Frenzel, et al., 2007;

Pekrun, 2006).

본 연구에서는 학년 변화에 따른 수학불안의 형성과 관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5가지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정 학년에서 수학불안이 크게 감소 또는 증가한다거나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유형의 발견이 없었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었다. 기존 수학불안과 관련한 연구는 수학불안이 높은 학생

들을 선별해 그들의 수학불안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예. Ma, et al., 2003;

Madjar, et al., 2018).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수학불안은 다양한 양상으로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기 때

문에 학생들의 수학불안 상태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수학불안이 지속적으로 높은 집단에서는 여학생의 비율이 높으며, 반대로 수학불안이 4～6학

년 동안 계속 낮게 조사된 집단에서는 남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수학불안과 관련하여 성별

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선행 연구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예. 김현미 외, 2016; Ma, et al. 2003; Madjar, et al.,

2018).

본 연구에서는 4～6학년 시기의 수학불안 변화에 따라 5가지 변화 양상을 확인하여 학생들을 구분하였다. 수

학불안이 지속적으로 낮았던 학생(29.9%)이 수학불안이 항상 높았던 학생(4.5%)에 비해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

만, 3년 동안 수학불안이 계속 높은 학생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국외 연구의 경우 25～30

%의 학생이 수학불안을 겪는다고 가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낮은 수치이지만(예. Beilock, & Willingham, 2014;

Dowker, Sarkar, & Yen Looi, 2016), 수학불안이 특정 시기가 아닌 학교생활 중 어느 시기에나 나타날 수 있다

는 점, 그리고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수학불안이 증가되었던 5학년 시점의 학생 수를 모두 합하면 30%

가 넘는 학생이 동시에 수학불안 증세를 나타낸 시점이 분명 존재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5학년 시기의 증

가가 수학 교육과정상 내용의 난이도 문제인지, 4학년 학습 결과의 누적인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반면 특별한 교육적 조치 없이 수학불안이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 이 학

생들의 정서적·환경적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특징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후

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년 증가와 함께 수학불안의 변화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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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학생들의 성별은 수학불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학불안을 분석한 김리나 외(2015)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로 초

등학생의 경우 성별에 따라 수학불안의 특정한 경향성이 없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수학불안에 대한

예방과 처치는 성별 외 다른 요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반면 학생들이 느끼는 교사의 수학 수업에 대한 흥미도는 수학불안의 증가와 감소를 비롯한 모든 변화 양상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생들의 수학불안을 감소시키는 교수법의 중요성은

선행 연구에서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예. Jackson, & Leffingwell, 1999; Beilock, et al., 2010). 수학 수업 시간의

교사의 발문, 학습 자료의 제시 방법, 권위와 교수 방법은 학생들의 수학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남영만 외,

1998).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분석 과정을 통해 교사의 수학 수업에 대해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는 상태가 학년

의 변화와 함께 수학불안의 변화 양상에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양적 분석만을 진행하였으므로, 교사의 수학 수업 중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질적 조사를 통해 수학불안을 경감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느끼는 자신의 수학 학습에 대한 부모의 관심은 수학불안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두 가지 양상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부모의 관심이 높다고 느낄 경우 초등학

생의 수학불안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임종술, 김해

주(1995)는 중학교 1, 2학년 19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생들이 부모가 수학 학습이 관심이 높을수록 수학

불안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므로 부모의 관심에 대해 초등학교 학생

과 중학교 학생이 어떻게 다르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수학불안과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

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학생들이 사교육에 대해 부담감이 높아질수록 수학불안이 증가한다는 것 역시 본 연구 결과의 주목할 점이

다. 학생들의 수학 학습을 위해 과도한 사교육을 진행한다면 수학불안의 형성과 함께 오히려 수학학습결과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사교육에 대한 부담감이 감소한다고 해서 수학불안

이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는 수학불안을 감소시키는 요인은 사교육이 아닌 다른 측면들을 고

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학생 249명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수학불안을 3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학생들

의 수학불안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사의 수학 수업에 대한

흥미도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모의 관심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학불안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사교육에

대한 부담감은 수학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학생들의 수학불안의 변화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에 대해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학불안의 예방과 치료 방법을 모색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

공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양적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후속 연구에서는 교사의 수학 수업과 관련하여 학생

의 흥미도를 높이는 방법, 부모의 관심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상황, 사교육에 대한 부담감을 낮추는 방안에 대

한 추가적인 질적 분석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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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Changes in Mathematical Anxie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 Longitudina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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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ematics anxiety is a term for emotional and physical resistance to mathematics. Understanding students' 
mathematics anxiety is important not only in terms of improving mathematics academic achievement, but also in 
nurturing mathematics manpower necessary for the future society. In particular, mathematics anxiety is most likely to 
occur in elementary school, and it has a negative effect on subsequent learning.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aspects of students' mathematics anxiety in elementary school. In this study, I presented the patterns of 
changes in students' mathematics anxiety over time and statistically verified them. As a result of a follow-up survey of 
249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thematics anxiety for 3 years from 4th to 6th grade, it was found that, rather than 
having a special pattern related to the formation of math anxiety, it may increase and decrease and vary depending on 
individual confirmed. Later, in this study, five patterns of Mathematics anxiety patterns were identified through 
statistical analysis. In addition, I confirmed that the students' interest about teachers’ mathematics lessons was 
consistently influencing the change in mathematics anxiety.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increase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formation of mathematics anxiety and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related to mathematics anxiety in the future and subsequent research.

* 2000 Mathematics Subject Classification : 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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