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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학생의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에서의 고른 발달과 성장은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학생의 교육적 성장과 발달은 학습 경험을

통해 형성되며 학생은 교사가 계획하고 조직하여 실천한 단위 수업을 통

하여 학습 경험을 축적하므로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실천적 교수역량은 수업을 통해 학생이 학습에서의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기르는 것과 관련이 높다. 따라서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학생의 긍정적인 수학학습태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수학수업만족도와

수학성취도로 구성된 교육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중생이 지각한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은 수학학습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여중생이 지각한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은 수학 교과에서의

교육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학생의 수학학습태도는 수학 교과에서의 교육성취도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가?

넷째,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학 교과에서의 교육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서 수학학습태도가 매개 역할을 하는가?

이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행 연구 및 전문가 검토를 토대로 하

여 ‘여중생이 지각한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척도’, ‘수학학습태도

척도’, ‘수학수업만족도 척도’, 그리고 ‘수학성취도평가’를 제작하였다. ‘중

학생이 지각한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척도’는 ‘계획 및 조직’, ‘의

사소통’, ‘학생과의 상호작용’, ‘교수․학습 환경조성’, ‘성의와 열의’로 모

두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수학학습태도 척도’는 ‘흥미’, ‘자신

감’, ‘가치인식’, ‘자기통제’로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수학수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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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 척도’는 ‘능력개발’, ‘과제의 적절성’, ‘평가의 적절성’의 세 가지 영

역으로 구성되었다. ‘실천적 교수역량 척도’, ‘수학학습태도 척도’, ‘수업만

족도 척도’ 모두 구인타당도와 신뢰도(Cronbach’s )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학성취도평가’의 평가영역은 ‘수와 연산’, ‘기하’,

‘확률과 통계’, ‘문자와 식’, ‘함수’로 다섯 가지 영역이며 총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대상은 A여자중학교 2학년 학생 226명으로 ‘여중생이 지각한 수

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과 ‘수학학습태도’, ‘수학수업만족도’를 측정하

고, ‘수학성취도’는 ‘여중생이 지각한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수학

학습태도’, ‘수학수업만족도’를 측정한 뒤 약 2주 후에 ‘수학성취도평가’를

통해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여중생이 지각한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학학

습태도를 매개로 하여 교육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변인간의 인과 관계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이 지각한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은 수학학습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한 결

과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학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 계수

가 .453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둘째, 학생이 지각한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은 수학 교과에서의

교육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

을 분석한 결과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

준화 계수와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학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

화 계수가 각각 .342와 .19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셋째, 학생의 수학학습태도는 수학 교과에서의 교육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한 결과 수학학

습태도가 수학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 계수와 수학학습

태도가 수학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 계수가 각각 .657와

.32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 iii -

넷째, 학생이 지각한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학학습태도를 매개로 수학

교과에서의 교육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한 결과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학학습태도를 매개로

수학수업만족도와 수학성취도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한 표준화계수가

각각 .298와 .14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수학 교과에 대한 교육성취도 향상을 위해서

는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과 학생들의 수학학습태도가 중요한 역할

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을 증진시

키기 위한 연수프로그램 개발과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에서의 성취를 높

이기 위한 수학과 교육과정 및 평가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긍정적인 수학

학습태도의 형성과 발달을 도모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주요어 : 실천적 교수역량, 수학학습태도, 수업만족도, 수학성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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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9 개정교육과정이 실시되면서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

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교육부, 2013)’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을 추구한다는 것

은 학교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인지적 영역에서의 발달은 물론 정의적

영역과의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되었음

을 의미하며 그와 동시에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인간성장의 형

태를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정의적 영역(affective domain)이란 ‘인간의 흥미․태도․감상․가치

관․감정․신념 등과 관련된 교육 목표의 영역’을 뜻한다(교육학용어사

전, 1995). 이는 인간이 경험을 통해 느끼게 되는 감정이나 정서와 관계

된 개념으로 인간이 겪는 모든 경험에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교육은 인지적 영역에서의 성장과 더불어 정의적 영

역에서의 성장과 발달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학교에서 실

시하고 있는 성취도평가를 통해 해당 교과에 대한 학생의 인지적․정의

적 영역에서의 성장과 발달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학

생의 정의적 영역에서의 성장과 발달은 짧은 시간의 평가를 통해 파악하

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단위 교과 수업시간에서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

하다(Hannula, 2002).

학생이 학교에서 겪는 교과학습에 대한 경험은 대부분 교과교육을 담

당하는 교사에 의해 결정된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은 학교생활의 대부분

을 교과 수업을 들으며 보내기 때문에 교사에 의해 계획․조직되고 실천

되는 수업이 학생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백

순근 외, 2007). 따라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의 역량이 수업 전반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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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학생의 학업성취라는 학습결과로 이어짐과 동시

에 정의적 영역에서의 성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듯 교사의 교

수역량은 학생의 인지적․정의적 영역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며 그 중에

서도 수업상황에서 발현되는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학생의 교육성취

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교육성

취특성을 살펴보면 수학 교과에서 인지적 영역에서의 성취와 정의적 영

역에서의 성취 간의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

리나라 학생들이 수학에서의 문제해결능력은 뛰어난 반면 수동적이고 소

극적인 수학학습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영역 간의 성취불

균형은 중등교육은 물론 수학․과학 분야에서의 인재양성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중학교 이후의 수학 교과에서의 평가에 대한 반

성과 변화의 필요성을 내포하고 있다(강명원, 김성호, 박지훈, 차용우, 고

상숙, 2010).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른 교과에 비해 인지적 영역과 정

의적 영역 간의 성취수준의 차이가 비교적 크다고 평가되는 수학 교과에

서의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과 학생의 교육성취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

었다.

수학교사를 위한 7대 규준은 수학과 일반 교수법에 대한 지식, 학생의

수학학습에 대한 지식, 가치 있는 수학 과제, 학습 환경, 담화, 학생의 학

습에 대한 반성, 교수실천에 대한 반성으로 구성되어 있다(NCTM,

2011). 그 중에서도 수업 중에 학생들이 수학적으로 사고하고 기능하며

의사소통할 수 있는 과제와 이를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

공하고 담화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

며 학생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수학교사의 수업활동을 교수실천

(teaching practice)으로 표현하고 있어 실천적 교수역량과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수학교사를 위한 규준과 동

일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며 다양한 교과교육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실천적 교수역량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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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다른 교과에 비해 영역 간 성취불균형이 심한 수학 교과에서

의 실천적 교수역량과 학생의 교육성취도와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실천적 교수역량

의 하위 요인들이 수학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김민성, 신택수, 2010;

김예나, 안병환, 2011; 강명희, 유영란, 유지원, 2014)이나 실천적 교수역

량의 하위요인들이 수학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임현정, 김양분, 2012; 이

희숙, 정제영, 2011)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수학교사에게 요구되는 실천적 교수역량은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흥미

를 가지고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수업을 계획하고 학생과의 의사소통

과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학습 환경의 조성하여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수학교사의 실천

적 교수역량이 학생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수학학습태도(attitude

towards mathematics)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렇게 형성된 수학학습태

도가 수학 교과에서 학생의 교육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은 학생의 긍정적인 수학학습태도 형

성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수학 교과에서의 학생의 교육성취도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학생의 수학학습태도는 수학에 대해 학습자가 가지는 흥미, 가치인식,

유용성 등과 같은 정의적 성향(박선화, 변희현, 주미경, 2011)으로 수학학

습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McLeod, 1992).

수학학습태도는 수학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학습경험에 대한 과정과 결과

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학생의 수학 교과에서의 정의적 성취수준을 예측

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다. 그러나 수학학습태도가 수학수업을 통한

학습 경험에 대한 만족도는 물론 수학 교과에서의 수학성취도 향상을 위

한 과정 변인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 따라서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학생의 수학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통하여 수학수업

만족도와 수학성취도로 이루어진 교육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

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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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학습태도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수학학습태

도를 구성하는 하위 요인들을 정의(김재철, 2003; 김부미, 김수진, 2012;

Ruffel & Allen, 1998; Watt et al., 2000; Hannul, 2002; Tapia & Marsh,

2005; Meelissen & Doornekamp, 2004; Kadiejevich, 2008; Di Martino

& Zan, 2011; Vandecandelaere et al., 2012)하거나 학생의 수학학습태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Tobias & Weissbrod, 1980;

Simonson & Maushak, 2001; Van Damme et al., 2004; Hodges & Kim,

2013)가 있다.

또한 수학학습태도를 종속변인으로 두어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의 하위요인이 학생의 수학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조

규판, 2006; 문옥춘, 양성호, 2007; 박경미, 최재호, 2012; Marchis, 2011)

와 수학학습태도가 수업만족도(박선화 외, 2011; Hannula, 2002)와 수학

성취도(양명희, 2003; Chen & Stevenson, 1995; Randel, Stevenson, &

Witruk, 2000; Lipnevich et al., 2011)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그러나 실천적 교수역량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며 실천적 교수역량, 수학학습태도, 수업만족도, 수학성취도와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는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학생의 수학학습태도를 매개로 하여

교육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

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활용하여 변인들 간의 인과

관계를 분석하였다.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은 교사 자신, 학생, 학부모, 교육관련 전문가

와 같이 학교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구성원들에 의해 평가가 가능하며

평가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신안나, 2013). 그러나 수학학습태도와 교

육성취도는 수업을 통한 학생의 학습 경험과 관련이 높고, 수학 교실에

서 교사의 수업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주체가 학생이므로 이 연구에서

는 학생이 지각한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을 측정하였다. 학생들이

평가자로서의 전문적인 소양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교사의 수업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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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학생들의 평가가 그 어떤 평가자의 자료보다 실제적일 수 있으며 교

사와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확인하는 것은 교육의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권순달, 2014). Cohen(1981), Abrami(1982), Dunkin(1986),

Marsh(1987) 등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에 의한 평가는 수업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물론 일치도, 안정성, 일반화가능도 측면에서도 높은 수

준의 신뢰도 계수를 보여주고 있다(원효헌, 2002).

다음으로 수학 교과에 있어 우리나라 학생들의 교육성취에 대한 특성

을 살펴보면 인지적 영역의 학업성취수준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

학교로 올라갈수록 향상되지만 정의적 영역에서의 성취수준은 초등학교

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았다가 중학교를 기점으로 하여 고등학교에서 가장

낮은 성취수준을 보이고 있다(박선화, 상경아, 2011). 이는 중학교에서 학

생의 수학학습경험이 정의적 영역에서의 성취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또한 중학생의 수학과 학습 특성에 대해 살펴본 연구(이종희, 김

선희, 2010; 박선화, 변희현, 주미경, 2011)에서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긍

정적인 수학학습태도를 가지는 학생들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소극적인 수

학학습태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김재철, 2003; 박선화 외, 2011)를 토

대로 하면 중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교과에서의 교육성취수

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로 추측되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을 연

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여중생이 지각한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

수역량이 수학학습태도를 매개로 수업만족도와 수학성취도로 구성된 교

육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경험적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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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이 연구에서 다루는 연구 문제를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여중생이 지각한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은 수학학습태도와 수학

교과에서의 교육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 여중생이 지각한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은 학생의 수학학습태도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여중생이 지각한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은 수학 교과에서 학생

의 교육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1. 여중생이 지각한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은 학생의 수학수업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2. 여중생이 지각한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은 학생의 수학성취

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여중생의 수학학습태도는 수학 교과에서 학생의 교육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1. 여중생의 수학학습태도는 학생의 수학수업만족도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가?

3-2. 여중생의 수학학습태도는 학생의 수학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가?

4.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학 교과에서 학생의 교육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수학학습태도가 매개역할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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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실천적 교수역량

가. 실천적 교수역량의 개념

역량(competency)이란 ‘숙달하고자 하는 직무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

행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으로 OECD DeSeCo 프로젝트 보고서에서 역

량과 삶의 질의 관련성을 논의하면서부터 강조되고 있다(소경희, 2007).

현재의 사회구조에서는 교과지식의 축적이 반드시 개인의 능력으로 연결

되지 않으며 사회와 환경에 대한 지속가능(sustainable)한 발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교육에서도 이와 관련된 역량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역량 중심적 접근은 실질적으로 발휘된 능력과 더불어 개인이 주

어진 상황에서 무엇을 실천할 수 있는지에 주목한다(소경희, 2007).

교육의 목표는 학생의 지식, 기능, 태도 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

시키는 동시에 자신의 삶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

록 학생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학교교육에서 학생의 총체

적인 역량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교사이며, 교사가 수업장면에

서 사용하는 다양한 활동은 학습자의 인지적․정의적 영역에서의 성취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Manross & Templeton, 1997; 안우환, 2004; Baker

& Dwyer, 2005; 손승남, 2005; 노원경, 2009; 임현정, 김양분, 2012; 최효

식, 신종호, 민지연, 김남희, 2013). 따라서 수업을 통해 드러나는 교사의

역량은 학교 교육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수역량은 교사 전문성, 수업 전문성, 교사 효과성(또는

수업 효율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이며 연구자들은 교수역

량, 교사 전문성, 수업 전문성, 교사 효과성 중에서 자신의 관점과 일치

도가 높은 용어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용어의 차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수역량, 교사 전문성, 수업 전문성, 교사 효과성은 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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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에 있어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만 서로 다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교수역량(teaching competence)이란 ‘교사가 교과교육을 성공적

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적·실천적 능력의 총체’를 의미하며 학

문지능(academic intelligence)과 관련된 이론적 교수역량과 실천지능

(practical intelligence)과 관련된 실천적 교수역량으로 이루어져 있다(백

순근, 함은혜, 이재열, 신효정, 유예림, 2007). 따라서 교수역량이란 교사

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학생에게 전달하고 이해시

킬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즉, 교사의 내부에 존재하는 교과내용에 대한

지식이 학생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통해 교사의 외부에 존재하는

학생에게 전달되는 과정 전체가 바로 교사의 교수역량인 것이다.

두 번째로 교사 전문성(teacher professionalism)이란 시대적, 사회적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그 핵심은 “교사를 직업으로 하는 사

람이 학교라는 환경 속에서 학생의 지적 향상과 바람직한 인성발달을 성

취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전문적 능력”이라 할

수 있다(김아영, 2011). 여기에서의 전문성은 효율적인 교수-학습과정 및

결과를 이끌어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사 전문성은 교수역량보

다는 조금 더 교과의 교수-학습과 그 결과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사 전문성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교사의 수업 역

량 뿐 아니라 담임으로서의 학급운영 및 인성지도, 특별활동 지도, 담당

행정 업무에 대한 지식, 기술까지 모두 포함한 경우도 있다. 이렇듯 관점

에 따라 교사 전문성에 포함된 개념이 다양한 것은 지금까지 교사 전문

성에 대한 정의와 개념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다(윤정

일, 신효정, 2006).

세 번째로 수업 전문성(teaching professionalism)은 교수역량이나 교

수 전문성보다는 ‘수업’이라는 한정적 상황 내에서의 교사의 전문성을 논

하는 개념이다. 교수역량과 교사 전문성이 학생과 관련된 교사의 다양한

측면을 단계적으로 고려한 개념이라면 수업 전문성은 수업의 구성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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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데 이는 ‘수업’이라는 것이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의 내용과는 달리 교사와 학생의 상황에 따라 달라

지기 때문이다(Klein, 1992; 소경희, 2003, 재인용). 따라서 수업 전문성은

교수역량이나 교사 전문성에 속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 효과성(teacher effectiveness, 또는 교사의 수업 효율

성)은 ‘교사에 의해 수행된 수업행위에 따른 학생의 학습결과와 관계된

개념’이다(안우환, 2006). 즉, 교사 효과성이란 학생의 학습 결과를 중심

으로 여기에 미치는 교사의 수업 행동의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교사 효과성의 개념 역시 학습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수업 활동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측면에서 수업 전문성과 마찬가지로 교

수역량이나 교사 전문성에 속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교사 전문성과 수업 전문성, 교사 효과성의 개

념을 충실히 포함하고 있으면서 교사의 내부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교

육 활동에 대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개념인 ‘교사의 이론적․실천적

능력의 총체(백순근 외, 2007)’로 교사의 교수역량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는 학생이 지각한 중학교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

수역량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수학 교과에서 보는 수학교사의 교수역량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0년대 들어 수학 교과에서는 학생의

수학학습역량에 해당하는 ‘수학적 힘’의 신장을 위한 수학교사의 교수역

량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수학교사협의회(이하 ‘NCTM’)가 2000년에 학

교수학의 원리와 규준을 통해 제시한 6가지 학습의 원리 중에서 교수,

학습, 평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교사는 수학 내용과 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폭넓은 교육방법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NCTM, 2000; 최영한, 김미월, 2003; 황혜정 외, 2008).

여기에서 ‘수학내용과 학습자에 대한 이해’는 이론적 교수역량에, ‘폭

넓은 교육방법’은 실천적 교수역량에 해당한다. 수학과 교육과정(교육과

학기술부, 2009)에서는 ‘수학은 개인차가 크게 나타나는 교과이므로 학생

의 인지 발달 단계, 학습 수준, 학습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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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수학교사의 이론적 교수역량

의 바탕으로 한 실천적 교수역량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수역량의 개념과 수학교사에게 필요한 교수역량에 대

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교사 내부에서 발달하는 이론적 교수역량보다

는 이를 바탕으로 실제 수업을 통하여 발현되는 실천적 교수역량에 중점

을 두었다. 더불어 실천적 교수역량은 교실에서의 지식과 실천의 통합이

며 교사들이 가져야 하는 결정적인 역량(Kaendler, Wiedmannnm

Rummel, & Spada, 2014)이므로 백순근 외(2007)가 정의한 ‘교과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천적 수행능력’을 이 연구에서 수

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나. 실천적 교수역량의 구성요인

실천적 교수역량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었으며 그에

따른 실천적 교수역량의 구성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백순근 외(2007), 황은희(2008)는 중등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은 ‘계획

및 조직’, ‘의사소통능력’, ‘학생과의 상호작용’, ‘교수․학습 환경조성’, ‘성

의와 열의’와 같이 총 5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하고 있다. ‘계획 및 조

직’은 교사가 학생의 지적 수준과 흥미,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과 교실에서의 교수활동 전반을 체계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능

력과 관련된 요인이다. ‘의사소통능력’은 적절한 학습 자료와 도구를 제

작․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수업내용을 전달하는 교사의 능력을 의미하며

‘상호작용’은 학생들의 이해수준이나 흥미를 수시로 파악하고 학습동기를

유발하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교수전략의 사용과 관련된 요인이다. 마지

막으로 ‘교수·학습 환경조성’과 ‘성의와 열의’는 교사가 학생에게 새로운

학습상황과 경험을 제공하고 능동적인 학습 안내의 전제가 되는 요인이

라 할 수 있다.

손승남(2005)은 ‘교직관’, ‘수업 준비도’, ‘전문 지식’, ‘학생 이해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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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방법’, ‘수업 기술’, ‘매체 활용 능력’, ‘평가 능력’, ‘피드백’, ‘학급 경

영 능력’을 실천적 교수역량의 요인으로 보았다. ‘교직관’은 수업의 목적

과 관련된 교사의 교육철학과 반성능력을 의미하고 ‘수업 방법’, ‘수업 기

술’, ‘매체 활용 능력’, ‘평가 능력’은 수업의 진행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수

행되는 요인을 세분화한 것이다. ‘학생 이해 능력’, ‘교육적 지혜’, ‘피드

백’은 교육의 이론과 실천의 매개 고리 영역의 세분화이며 환경적 변화

에 대한 능동적 대처에 해당하는 요인으로 ‘매체 활용 능력’, ‘학급 경영

능력’을 정의하였다.

오은주(2009)는 학습자 중심 수업을 위한 핵심적 교수역량에 대한 연

구를 통해 교수역량을 교수의 목적별로 분류하였다. 그는 ‘수업 설계자로

서의 교수역량’, ‘학습 촉진자로서의 교수역량’, ‘평가자로서의 교수역량’

을 핵심역량과 기반역량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수업 설계자로서의

교사의 핵심역량은 수업 분석력, 수업계획 능력, 학습 환경 조성능력이며

기반역량은 창의력, 입체적 사고, 감수성이다. 학습촉진자로서의 교사의

핵심역량은 주의환기능력, 학습내용의 이해, 촉진능력, 학습활동 정리능

력이며 기반역량은 유연성, 수업에 대한 열정, 학습자에 대한 애정이다.

마지막으로 평가자로서의 교사의 핵심역량은 학습자 준비도 평가, 학습

과정 모니터링, 결과 평가능력이고 기반역량은 공정심, 분별심, 평정심이

해당된다.

Kaendler et al.(2014)는 복합적인 교수 상황에서 교사에게 필요한 실

천적 교수역량은 ‘수업의 계획’, ‘학생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모니터링’,

‘학생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지원’, ‘지식의 통합’, ‘성찰’로 구성되어 있다

고 보았다. 이 때, ‘수업의 계획’은 교사의 실천적 경험을 통해 획득이 가

능하다. 다음으로 ‘학생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은 수업상황에서

교사의 전문적 시야(professional vision)의 한 형태이다. 세 번째로 ‘학생

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지원’은 수업 전문성(professional teaching)의 핵

심적 측면이고 교실에서의 지식의 통합은 학생의 성장에 있어 상향평준

화를 목표로 하는 교수의 특징을 의미한다. Kendler et al.(2014)은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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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반적으로 교사들이 가져야 하는 역량 중에서도 결정적이고 핵심적

인 역량이라고 보았다.

다음으로 NCTM(2011)에서는 ‘수학교사의 교육과 전문성 향상에 대한

다섯 가지 규준’을 통해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을 간접적으로 정의

하고 있으며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의

하위 요소는 ‘교사의 수학 학습 경험’, ‘수학 내용 지식’, ‘수학 학습자로

서의 학생에 대한 지식’, ‘수학 교수법 지식’, ‘장기적인 전문성 신장에의

참여’이다. 다섯 가지 규준에 의하면 수학교사는 자신의 수학 학습 경험

과 지식을 토대로 학생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수학 학습 환경을 제공하

고 학생들이 경험할 가치가 있는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학생의 수학학습

을 지원한다. 또한 수학 학습자로서의 학생에 대한 지식과 수학 교수법

을 통하여 실제 수업의 맥락에 따라 다양한 교수방법과 평가방법을 활용

하여 학생들의 수학 학습을 지원하고 수학성취도 차이를 줄이기 위해 적

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 외에도 Borich(2000)은 ‘수업의 명료성’, ‘수업 방법의 다양성’, ‘학생

들의 적극적 참여’, ‘학습 성공률’로 구성된 실천적 교수역량을 제시하였

으며 Korthage(2001)는 ‘전공 지식’, ‘교수 방법’, ‘조직화 역량’, ‘평생 교

육인의 자세’을 실천적 교수역량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요인으로 보았다

(오은주, 2009, 재인용).

지금까지 논의된 실천적 교수역량의 구성요인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Ⅱ-1>와 같다.

이 연구에서는 여중생이 지각한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을 살펴보

았기 때문에 백순근 외(2007), 황은희와 백순근(2008), 신안나(2013), 홍

미애(2013)와 동일하게 ‘계획 및 조직’, ‘의사소통’, ‘상호작용’, ‘교수․학

습 환경’, ‘성의와 열의’로 하위 영역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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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실천적 교수역량 구성요인

연구 구성요인 내용

백순근 외

(2007),

황은희,

백순근

(2008),

신안나

(2013),

홍미애

(2013)

계획 조직

학생의 지적 수준과 흥미, 환경 등을 고려하여 수

업 내용과 교수활동 전반을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적절한 학습 자료와 도구를 제작·활용하여 수업

내용을 학습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

학생과의

상호작용

질의응답이나 관찰 등을 통해 적절한 교수전략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교수·학습

환경조성

교실의 사회·심리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을 효과적

으로 조절·관리할 수 있는 능력

성의와 열의
교사 자신의 수업준비도, 수업몰입을 바탕으로 애

정과 관심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능력

손승남

(2005)

교직관
수업의 목적과 관련된 교사의 교육 철학과 반성

능력

수업의 진행 수업 방법, 수업 기술, 매체 활용 능력, 평가 능력

이론과

실천의 매개
학생 이해 능력, 교육적 지혜, 피드백

대처 능력 매체 활용 능력, 학급 경영능력

오은주

(2009)

수업

설계자로서

의 교수역량

핵심 역량은 수업 분석력, 수업계획 능력, 학습 환

경 조성 능력이며 기반 역량은 창의력, 입체적 사

고, 감수성

학습

촉진자로서

의 교수역량

교사의 핵심 역량은 주의환기능력, 학습내용의 이

해, 촉진력, 학습활동 정리능력이며 기반 역량은

유연성, 수업에 대한 열정, 학습자에 대한 애정

평가자로서

의 교수역량

평가자로서의 교사의 핵심 역량은 학습자 준비도

평가, 학습과정 모니터링, 결과 평가능력이고 기반

역량은 공정심, 분별심, 평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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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실천적 교수역량 구성요인(계속)

연구 구성요인 내용

Kaendler

et al.

(2014)

수업의 계획 교사의 실천적 경험을 통해 획득이 가능

상호작용

모니터링

수업상황이라는 하나의 측면에서 교사의 전문적

시야(professional vision)의 한 형태

상호작용

지원
수업 전문성(professional teaching)의 핵심적 측면

지식의 통합 학습의 상향평준화를 지향하는 교수 내용

성찰

수업 목표와 수업 결과와의 차이를 분석하고 학생

에게 최적화된 수업을 제공하기 위한 교사 내부의

반성 과정

NCTM

(2011)

교사의

수학학습경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이 적극적이고 지속

적으로 수학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

조성

수학내용지식

수학 내용 지식을 바탕으로 학교 수학에 대한 주

제를 찾고 이를 다시 학생이 학습할 수 있도록 재

구성

수학학습자

로서의

학생에 대한

지식

모든 학생이 자신의 성별, 언어적, 인종적, 문화적,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고등 수학 학습 경험에서

불평등을 경험하지 않도록 수학교실에서의 교육과

정을 구성

수학 교수법

지식

적절한 기술공학을 포함하여 수학개념과 절차를

표현하는 다양한 수업 자료 및 평가에 대한 지식

장기 전문성

신장에 참여

더 큰 수학교사 공동체 내에서 유연한 수학지식을

갖춘 수학 교과의 교사로서의 자기정체성을 발달

시키기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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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학학습태도

가. 수학학습태도의 개념

태도(Attitude)는 정의하지 쉽지 않은 개념이며 아직까지도 많은 학자

들이 다면적인 개념의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다(Watt et al, 2000;

Simonson & Maushak, 2001; Hannula, 2002; Meelissen & Doornekamp,

2004; Tapia & Marshi, 2005; Kadkijevich, 2006; Di Martino & Zan,

2010; Vandecandelaere et al., 2012, 재인용).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태도의 개념은 20세기 초반에 형성된 것으로 감정이나 행동의 경향성과

같이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한 것이지만 이러한 정의는 이해하기 어렵고

모호하며 일관적이지 않았다(Katz, 1960; Zimbardo & Dbbesen, 1977;

양명희, 2004).

그 후 Smith(1974)에 의해 감정, 인지, 행동의 측면으로 구분하기 시작

하였고(Breckler, 1983) 이것이 교육학에서 태도의 개념을 설명하는 중요

한 요인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Zimbard와 Leippe(1991)은 “태도란 인지

(cognition), 정서(affective reactions), 행동(behavioral intentions), 인지,

정서, 미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 행동(past behavior)으로 구성

된 평가적 성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양명희, 2004).

많은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태도는 인지(cognition), 정서적 반

응(affective resposes), 행동(conitions and behavioral intensions)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Ajzen, 1988; Di Martino &

Zan, 2010; Gómez-Chacón, 2000; Ruffell, Mason & Allen, 1998). 정서

적 차원은 상황, 대상이나 사람, 좋아하는 정도, 대상에 반응하는 감정에

대한 학생의 평가가 포함된 개념이다. 인지적 차원은 상황, 대상이나 사

람에 대한 학생의 신념으로 구성된 차원이며 행동은 계획에 따라 행동하

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차원이다. 그러나 행동은 경우에 따라 태도의 하

위 영역에 속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Daskalogianni & Simpso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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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decandelaere et al., 2012).

다음으로는 수학 교과의 교수와 학습에서의 태도에 대해 알아볼 필요

가 있다. 수학학습태도는 ‘수학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s

mathematics)’라고도 하며 ‘수학적 태도(mathematical attitude)’와는 조

금 다른 개념이다. 수학학습태도란 ‘수학적인 대상이나 수학학습과 관련

된 상황에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반응하려는 개인의 학습된 성향

(Aiken, 1970)’ 또는 ‘수학에 대한 감정과 학습자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

한 감정(Reyes, 1980)’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수학학습태도란 수학 교

과나 수학학습내용, 수학학습에 있어서 학생이 가지는 정서나 감정, 또는

그러한 정서와 감정이 표출된 행동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하여, 이 연구에서는 수학학습태도를

‘수학 교실에서의 누적된 학습 경험을 통하여 학생이 인식하고 있는 수

학 교과 및 수학학습에 대한 감정과 성향’으로 정의하였다.

나. 수학학습태도의 구성 요인

수학학습태도를 구성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

(Chamberlin, 2010)하지만 크게 태도에 대해 논할 때 정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우(McLeod, 1989)와 신념에 대해 강조하는 경우(Fennema &

Peterson, 1985)가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연구를 살펴보면 김재철(2002)은 ‘필요성 인식’, ‘자신

감’, ‘흥미’가 수학학습태도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때 ‘필요성

인식’은 개인의 삶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수학의 가치에 대한 인식

을 의미하며 ‘자신감’은 수학 교과의 학습에 있어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자신감의 정도이다. 마지막으로 ‘흥미’는 수학 교과에 대한 학습에서의

재미를 뜻한다.

다음으로 양명희(2004)는 교육학에서 정의하는 일반적인 태도의 구성

요인인 ‘인지’, ‘정서’, ‘행동’을 수학학습태도의 구성요인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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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요소는 수학 교과나 수학학습에 대한 개인의 지각과 관련된 요소

이며 정서적 요소는 수학 교과나 수학학습의 의해 개인의 내부에서 생성

된 감정으로 호감의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행동적 요소는 의도적 요소

라고 부르기도 하며 수학 교과나 수학학습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과 일치

하는 행동에 관한 것으로 표출된 경향성과 관련된 요소이다.

박선화 외(2011)는 ‘흥미’, ‘수학관’, ‘가치인식’과 같이 다른 학자들과

비슷한 구성요인 외에도 수학학습과정이나 시험에서 느낄 수 있는 ‘불

안’, 수학 교과나 수학학습에 대한 개인의 ‘호기심’, 개인이 지각한 수학

학습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에 해당하는 ‘귀인’이라는 요소를 추가하여 수

학학습태도의 구성요인을 정의하였다.

김부미와 김수진(2012)는 ‘흥미’, ‘자신감’ 외에도 수학학습 및 과제와

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수학학습의 성취를 위하여 바람직한 행동을

추구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억제하려는 개인의 행동 조정인 ‘자기

통제’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더불어 학생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와 교사의 관심 및 지원에 해당하는 요인인 ‘부모관심’, ‘교사관

심’을 추가하여 수학학습태도를 이루는 요인들을 구성하였다.

외국의 경우 Fennema & Sherman(1976)이 수학학습태도에 대한 검사

지를 개발한 것을 시작으로 수학학습태도와 관련된 연구들이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다.

Fennema & Sherman(1976)의 경우 ‘수학에서의 성공에 대한 태도’,

‘남성 영역으로서의 수학에 대한 태도’, ‘부모의 태도’, ‘교사의 태도’, ‘자

신감’, ‘유용성’, ‘불안’, ‘참여 동기’를 수학학습태도의 구성요인을 정의하

고 있다. ‘수학에서의 성공에 대한 태도’는 수학 학습에 대한 성공 결과

로서 학생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느냐 부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느냐

에 대한 정도를 뜻한다. ‘남성 영역으로서의 수학에 대한 태도’는 최근의

연구에서는 수학학습태도에서의 남녀 간 차이(gender gap)과 유사한 개

념이다. ‘부모의 태도’는 부모가 갖는 수학의 중요성, 부모의 수학에 대한

자신감, 수학 및 학습자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격려, 학습자의 능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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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모의 확신 등에 대한 것이며 ‘교사의 태도’는 수학 학습자인 학생들

에 대한 교사의 태도, 학생의 능력에 대한 확신, 교사의 관심 및 격려에

관한 학생들의 지각 정도를 말한다. ‘자신감’은 수학 과제를 잘 수행하거

나 학습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학습자의 자신감을, ‘유용성’은 현재 느끼는

수학의 유용성은 물론 미래 교육 및 직업과 관련된 신념의 정도에 대한

개념이다. ‘불안’은 불안감, 신경과민 등 수학을 행하는 것과 관련된 복합

적 신체적인 증후군을 포함하며 ‘참여 동기’는 수학에 대한 참여의 부족,

수학 활동의 기쁨, 도전을 포함하고 있는 요인이다.

Sandman(1974)은 학생의 수학학습에 대한 견해와 교수활동 전반에 대

한 학생의 지각을 뜻하는 ‘수학교사에 대한 지각’, 수학과 관련된 상황에

서 학생이 느끼는 ‘불안감’, 학생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는 자신의 수학학

습능력인 ‘자아개념’, 수학과 관련된 상황이나 활동에서 느끼는 ‘즐거움’,

필수로 제시된 수학교육과정 이외의 심화되고 확장된 수학학습을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수학학습태도의 구성요인으로 제시하였다.

Reyes(1984)는 수학학습에 대한 자신감, 수학과 관련된 상황이나 활동

에서 느끼는 불안감, 수학 교과와 수학학습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지각

된 유용성으로 정의하면서 자신감, 불안감, 지각된 유용성이 수학학습태

도를 구성하는 요인이라고 보았다.

그 외에도 Tapia & Marsh(2000)는 ‘자신감’, ‘개인이 지각한 수학학습

과 수학의 가치’, ‘흥미’로 수학학습태도를 구성하였으며 Hannula(2002)는

‘수학과 관련된 경험’, ‘수학에 대한 관념’, ‘가치인식’, ‘필요성’이 수학학

습태도를 구성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Meelissen & Luyten(2008)은 ‘자신

감’, ‘즐거움’, ‘가치’, ‘일반적인 관점’을 통해 수학학습태도를 측정하였으

며 Di Martino & Zan(2011, 2012)는 수학 교과나 수학학습에 대해 학생

이 가지고 있는 호감의 정도인 ‘감정’, 수학학습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개

인이 지각한 성공에 대한 기대를 뜻하는 ‘비전’과 ‘자신감’을 수학학습태

도의 구성요인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Watt et al.(2012)은 ‘학생이 지각

한 자신의 수학학습능력’, 수학학습이나 수학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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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성공 기대’, 수학학습에 대한 ‘내재적 가치’, 수학학습에 대한

‘도구적 가치’, 수학의 필요성 인식인 ‘효용성’이 수학학습태도를 구성하

는 개념으로 보았다.

지금까지 언급된 다양한 선행연구 중에서 이 연구에서의 수학학습태도

와 관련이 깊은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Ⅱ-2>와 같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이 연구에서는 수학수업이나 수학학

습에서의 ‘흥미’, ‘자신감’, ‘자기통제’와 수학 교과에 대한 ‘가치인식’을 수

학학습태도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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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수학학습태도에 대한 구성 요인

연구 구성요인 내용

김재철

(2002)

필요성 인식
개인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수학의 가치를

인식하는 정도

자신감
수학 교과의 학습과 수학교실에서의 학습에서 개

인의 자신감의 정도

흥미
수학 교과의 학습과 수학 교실에서의 학습에서

느끼는 재미

박선화,

변희현,

주미경

(2011)

흥미
교과나 학습주제 등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선호도 및 학습활동에서 발생하는 즉각적인 재미

호기심
지속적이며 일관되게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개인

의 심리적 경향성

수학불안
수학 교과 자체나 수학과 관련된 상황에서 긴장,

두려움, 걱정과 염려하는 심리상태

수학관
수학 교과의 특성과 학습 방법에 대한 개인의 관

점

가치인식
개인적 삶과 사회적 관계의 맥락에서 수학의 기

능과 유용성에 대한 평가

귀인
수학 학습의 성공이나 실패의 원인에 대한 개인

의 지각

김부미,

김수진

(2012)

흥미
수학 교과나 수학 학습 주제 등에 대한 선호도

및 수학 학습 활동을 통해 느끼는 재미나 즐거움

자신감
수학을 잘 학습하고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신이 있다는 느낌

자기통제

수학 학습을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여 스스로 수

학 학습과 과제를 수행하고 수학 학습의 성취하

려는 경향

부모관심
자녀가 수학을 학습할 때 자녀에 대한 부모의 평

가나 기대 및 인식

교사관심
학교에서 학습자의 수학 학습과 관련하여 교사가

가지는 기대나 인식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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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수학학습태도에 대한 구성 요인(계속)

연구 구성요인 내용

Fennema

&

Sherman

(1976)

성공 태도 수학 학습에 대하여 기대하는 성공 결과

남성영역으

로서의 수학

수학 학습의 과정과 성취 결과에 있어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에 대한 지각

부모의 태도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수학과 수학학습에 대한

인식, 관심과 격려, 지원 정도

교사의 태도
학생이 지각한 수학교사의 태도, 관심과 격려, 지

원 정도

자신감 수학 학습과 과제수행에 대한 학생의 자신감

유용성 현재와 미래의 삶에 있어 수학이 가지는 가치

불안
수학 학습과 관련된 상황에서 학생이 느끼는 불

안감

참여 동기
수학 학습과 관련된 활동에서 느끼는 참여 동기

의 정도

Sandman

(1974)

수학교사에

대한 지각
교사의 교수 특성에 관한 학생의 견해

불안 수학과 관련된 상황에서 학생이 느끼는 불안

사회적 가치 수학적 지식의 유용성에 대한 학생의 견해

자아개념 수학적 능력에 관한 학생 자신의 지각

즐거움 수학적인 활동에서 느끼는 즐거움

동기부여
필수 과목 이상의 수학을 공부하려는 학생의 욕

구

Reyes

(1984)

자신감 수학 학습에 대한 자신감

불안감
수학 학습 상황에서 문제해결과 계산에서의 불안

감

지각된

유용성

수학 교과와 수학 학습이 가지는 현재와 미래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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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수학학습태도에 대한 구성 요인(계속)

3. 교육성취도

가. 교육성취도의 개념

교육성취도의 개념은 어떠한 관점에서 정의하느냐에 따라 구성 요인과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 첫 번째 관점은 교육성취도의 개념을 인지적 영

역의 성취인 학업성취도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입장(박경인, 2010; 김혜

연, 2012; 신안나, 2013)이 있으며 두 번째 관점은 학생들의 인지적 영역

과 정의적 영역의 성취도를 합친 광의의 개념으로 보는 입장(Astin,

1993; 김명숙 외, 1994; 서민원, 1996; 김형관 외, 2001; 김보규, 2005, 재

연구 구성요인 내용

Hannula

(2002)

경험 수학 교과나 수학 학습과 관련된 학생의 경험

관념
수학이나 수학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인 관념

가치인식
개인이 가지고 있는 수학 교과, 수학 학습, 시

험의 가치

필요성
수학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가치에 대한

인식

Watt et al.

(2012)

지각된 능력
학생이 지각한 본인의 수학 학습 능력이나 학

습 수준

성공 기대
가까운 미래의 성공적인 수학 학습이나 시험

수행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의 기대감

내재적 가치 수학 교과나 수학 학습에 대한 즐거움과 흥미

도구적 가치
수학 교과나 수학 학습이 개인의 진로나 직업

선택에 주는 이점

효용성 개인의 삶과 사회에 있어 수학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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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이다.

우선, 교육성취도를 학업성취도의 개념으로 보는 관점은 학생의 정의

적 영역에서의 성취수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정하고는 있지만 학생의

흥미나 가치관, 학습 동기, 자아 개념, 자아 효능감과 같은 영역에 대한

평가보다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학업성취도에 더욱 중점을 둔다.

따라서 학생들의 다양한 평가 결과 중에서도 학생들이 단답형이나 논술

형 시험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학업성취도로 본다(박경인, 2010).

다음으로 교육성취도를 인지적 영역의 성취와 정의적 영역의 성취를

통합한 개념으로 보는 관점은 학생이 이룬 성과의 수준과 질 모두에 중

점을 둔다. 인지적 영역에서의 성과라 할 수 있는 학업 성취도 역시 학

생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외의 학교 교육 전반에 대한 만

족도, 진로의식, 자아개념, 성취동기와 같은 정의적 영역에서의 성취도

역시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 둘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김보규, 2005).

이 연구에서는 교육성취도를 보는 두 가지 관점 중에서 후자인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에서의 성취를 통합한 개념으로 보는 입장에서 교육

성취도를 정의하였다. 그러나 학업 성취도로 대표되는 인지적 영역에서

의 성취도에 비해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에서의 성취를 나타내는 지표는

다양하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통해 만족도, 진로의식, 자아개념, 성취동

기와 같이 정의적 영역에서의 성취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다양한 개념

중에서 수학교실에서 학생이 지각한 수학교사의 교수역량과 자신의 수학

학습태도와 관련이 깊은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수학수업만

족도를 정의적 영역에서의 성취지표로 선택하였으며 인지적 영역에서의

성취수준은 수학 교과에서의 학생의 학업성취수준인 ‘수학성취도’를 기준

으로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의적 영역에서의 학생의 성취수준인 수학수업

만족도와 인지적 영역에서의 학생의 성취수준인 수학성취도의 개념을 통

합하여 교육성취도를 정의하였다. 즉, 수학 교과에서의 교육성취도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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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실에서의 교사의 수업과 학생 자신의 수학학습활동에 대한 만족정

도와 수학 학습에 대한 객관적 평가결과의 총체’라 할 수 있다.

나. 교육성취도의 구성 개념

⑴ 수학수업만족도

수업만족도란 교사의 수업이 학생들의 학습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

는지와 함께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습의 핵심요소를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여 수업에 반영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개념이다(Gibbs &

Simpson, 2003). 이는 ‘학교생활만족도’, ‘학교교육만족도’, ‘학교만족도’,

‘학생만족도’와 같이 학생을 둘러쌓고 있는 학교 내의 다양한 인적, 물

적 자원 중에서도 학교 교육 시스템의 핵심인 ‘교사의 수업’에 초점을

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김양분 외(2007)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학교 교육 만족도 조사 도

구 개발 연구를 통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만

족도 척도를 제작하였다. 그 중에서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수업만족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수업분위기’, ‘교수활동의 적

절성’, ‘학생평가의 적절성’, ‘동기 유발’이라는 하위 요소를 통해 구성

하였다. ‘수업분위기’는 수업에서의 학생들의 이해와 집중정도를 파악

하기 위한 것이며 ‘교수활동의 적절성’과 ‘학생평가의 적절성’은 교사

의 수업과 평가활동이 학생의 학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동기 유발’은 교사의 수업을 통해 학습에 대한 흥미, 즐거움,

능동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김예나와 안병훈(2011)은 수업만족도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결과들을

분석하여 ‘학생 이해’, ‘지도 태도’, ‘지도 방법’의 세 가지 하위 요인으

로 수업만족도를 구성하였다. ‘학생 이해’는 학생의 맥락에서 수업과

학습을 지원하는 교사의 태도에 대한 것이며 ‘지도 태도’는 수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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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교사의 태도적설성에 대한 개념이다. 마지막으로 ‘지도 방법’은

적절한 수업구성 및 적절한 피드백, 보조 학습 자료의 활용에 관한 것

이다.

Gibbs & Simpson(2003)은 수업만족도를 ‘학생의 요구와 노력’, ‘과

제와 학습’, ‘피드백의 횟수와 양’, ‘피드백의 질’, ‘피드백의 활용’, ‘평가

와 학습’이라는 6개의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학생의 요구와 노력’은

수업을 통해 학습주제에 대한 학습시간과 학습에 대한 노력을 불러일

으킬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과제와 학습’은 교사가 수업을 통해

제시한 과제가 학생의 생산적 학습활동에 기여하는지에 여부를 묻는

개념이다. 다음은 수업, 과제에 대한 교사의 피드백을 구체화시켜놓은

하위 요인인 ‘피드백의 횟수와 양’, ‘피드백의 질’, ‘피드백의 활용’이다.

이는 수업 중의 피드백에 대한 것으로 수업과 과제를 통한 학습과정

에서 교육과정에 부합하며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양질의 피드백을

충분히 제공하는지, 이것이 다시 학생들의 학습에서 활용되고 학습증

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가와 학습’은 수업

에서의 평가가 단순 암기가 아닌 학습과 수업의 과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Law & Meyer(2014)는 홍콩학생들의 수업만족도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연구를 통해 수업만족도를 ‘좋은 교수’, ‘명확한 목표와 규

준’, ‘적절한 학습활동’, ‘적절한 과제’, ‘자율성 인정’, ‘일반적 기술’로

구성하였다. ‘좋은 교수’는 교사가 수업에서 학생에서 주는 피드백이

학생의 학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며 ‘명확한 목표와

규준’은 수업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기대하는 학습목표를 명확하게 제

시하는지와 관련된 것이다. ‘적절한 학습활동’과 ‘적절한 과제’는 수업

중 활동과 과제를 통해 단순한 암기가 아닌 학생의 능동적인 사고과

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요소이다. 마지막으로 ‘일반적 기술’

은 수업을 통해 학생이 익숙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

한 것으로 학습내용과 관련된 학생의 전반적인 역량에 수업이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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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기여하였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 수학교실에서의 수업만족도와 관련된 개

념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2009 중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교수․학

습 및 평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2009 중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에는

‘문제해결’, ‘의사소통’, ‘추론’, ‘연결’과 같은 ‘수학적 과정(mathematical

process)’부문이 신설되었다(황혜정 외, 2012). ‘수학적 과정’이란 수학

적 주제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수학적 아이디어

를 공유하며 다양한 문제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때 필요한

수학의 ‘과정적 기능’이다. 이때, ‘수학적 과정’을 구성하는 요소는 ‘수

학적 문제해결’, ‘수학적 추론’, ‘수학적 의사소통’이다. ‘수학적 문제해

결’이란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 등을 활용하여 수학적 발견술, 전략

등의 다양하고 종합적인 사고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다. ‘수학적 추론’

이란 수학적 현상에서 수학적 규칙성, 원리, 구조를 기반으로 결론에

이르는 논리적 사고 과정의 수행을 의미한다. ‘수학적 의사소통’은 수

학의 아이디어나 생각을 수학적 표현수단을 활용하여 공유하고 학습

하는 과정의 수행이다(NCTM, 2000, 황혜정 외, 2012).

이처럼 수업만족도와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Ⅱ-3>와 같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수업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와 현재 우

리나라의 수학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수학교실에서의 학습목표를 바

탕으로 하여 ‘수학수업만족도’를 ‘학생이 지각한 수학 수업이 수학 학

습과 수학적 힘의 신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2009 개정 중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을 통해 길러야 할 문제해

결, 추론, 의사소통 능력개발에 대한 ‘능력개발’과 수학 수업을 통해

제시되는 ‘과제의 적절성’, 학교에서 실시되는 지필고사와 수행평가에

대한 ‘평가의 적절성’을 이 연구에서 수학수업만족도의 구성 요인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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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수업만족도에 대한 구성 요인

연구 구성요인 내용

김양분 외

(2007)

수업 분위기
수업을 통한 학습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학습 참여

교수활동의

적절성

학생들의 이해수준을 고려한 수업과 과제 및 수

업에 임하는 교사의 태도

학생평가의

적절성
교사의 수업과 수행평가 및 지필고사와의 관련성

동기 유발
수업을 통해 학생의 학습에 대한 흥미, 즐거움,

적극성이 길러진 정도

김예나,

안병훈

(2011)

학생 이해
학생의 맥락에서 수업과 학습을 지원하는 교사의

태도

지도 태도 수업 진행에서의 교사의 태도 적절성

지도 방법
적절한 수업구성 및 적절한 피드백, 보조 학습

자료의 활용

Gibbs &

Simpson

(2003)

학생의

요구와 노력

수업을 통해 학습주제에 대한 학생의 노력을 불

러일으키는 정도

과제와 학습
수업에서 제시되는 과제를 통해 학생의 생산적인

학습활동을 불러일으키는 정도

피드백의

횟수와 양
수업 중 이루어지는 피드백의 횟수와 양

피드백의 질
교육과정의 목적에 부합하며 학생들의 수준에서

이해하기에 적절한 피드백

피드백의

활용

피드백이 학생들에 의해 다시 활용되며 학습증진

에 기여하는 정도

평가와 학습
수업 중의 평가가 학생들의 학습과 역량증진에

기여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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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수업만족도에 대한 구성 요인(계속)

⑵ 수학성취도

수학성취도란 ‘수학 교과에서 학생의 학업성취수준’을 의미한다. ‘학

업성취도’를 인지적․정의적 영역에서의 통합적인 학생의 성취를 뜻하

는 교육성취도와 같이 광의의 개념으로 보는 관점도 있으나 학교교육

에서 실시되는 교과교육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결과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수학성취도를 ‘수

학 교과에서의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로 정의하였다.

연구 구성요인 내용

Law &

Meyer

(2014)

좋은 교수 학생의 학습에 유용한 수업 중 교사의 피드백

명확한

목표와 규준

수업을 통해 학생이 도달해야 하는 학습 목표에

대한 제시와 이를 위한 명확한 아이디어의 제시

적절한

학습활동

수업 중 학습활동이 학생이 이해하기에 적절한

수준이며 학생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정도

적절한 과제
수업 중 제시되는 과제가 학생의 학습에 기여하

는 정도

자율성 인정
수업 중 학습활동에서 학생에게 선택의 자율성이

주어지는 정도

일반적 기술
학습내용과 관련된 학생의 전반적인 역량에 수업

이 기여하는 정도

2009 개정

중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수학적

문제해결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 등의 지식이나 기능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사고 과정의 수행

수학적 추론
수학적 규칙성, 원리, 구조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한 논리적 사고 과정의 수행

수학적

의사소통

수학의 아이디어나 생각 등을 수학적 표현수단을

통해 공유하고 학습하는 과정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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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천적 교수역량, 수학학습태도, 교육성취도와의 관계

가. 실천적 교수역량과 수학학습태도의 관계

실천적 교수역량과 학생의 수학학습태도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을 보

면 실천적 교수역량과 학생의 수학학습태도(또는 학생의 수학에 대한 태

도)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나 실천적 교

수역량의 각 하위요소가 수학학습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들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실천적 교수역량이 학생들의 수학

학습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실천적 교수역량은 ‘계획 및 조직’, ‘의사소통능력’, ‘학생과의 상호작

용’, ‘교수․학습 환경조성’, ‘성의와 열의’라는 다섯 가지의 하위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 요소가 학생의 수학학습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실천적 교수역량의 하위 요소 중 ‘계획 및 조직’과 관련하여 조규

판(2006)은 수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내용의 조직이 초․중등학교 학

생들의 수학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수학 교과의 경우 ‘수

와 연산’, ‘기하’, ‘확률과 통계’, ‘문자와 식’, ‘함수’로 구성된 다섯 가지 영

역을 기본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교육과정이 조

직되어 있다. 그는 수학 교과는 학년, 학기, 단원 간의 수직적 연계성이

매우 중요하고 학년, 단원에 따른 수업의 계획 및 조직에 학생들의 수학

학습태도에 변화와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학년이 올라감에 따

라 수학 교과의 내용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학학습태도

가 부정적이 되지 않도록 학생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수업계획과 수업

내용의 조직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다음은 실천적 교수역량의 하위 요소 중 ‘의사소통’과 ‘학생과의 상호

작용’ 관련된 선행연구이다. 수학 교과에서는 나의 수학적 의견을 전달하

기 위한 ‘의사소통’과 타인의 수학적 의견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나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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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을 제시하는 ‘상호작용’의 개념을 통합적으로 사용한다. 즉, 수학 교과

에서의 ‘의사소통’은 학생과 교사가 자신의 수학적 사고를 논리적으로 표

현하고 수학적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해 수학적 언어를 사용하여 서로

의 수학적 사고와 전략에 대한 분석과 비판, 적절한 질문과 발문, 피드백

을 주는 것을 뜻한다.(NCTM, 2000; 황혜정, 나귀수, 최승현, 박경미, 임

재훈, 서동엽, 2012).

이러한 의미에서의 의사소통과 학생과의 상호작용이 수학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경미와 최재호(2012)는

의사소통중심의 수학수업이 초등학생의 수학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교사와 학생 간의 수학적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한 수학수업

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54차시(약 4개월) 실시한 결과, 일반적인 교사중

심의 수학수업보다 자신감과 가치인식과 같은 수학학습태도가 보다 긍정

적으로 변화하였을 뿐 아니라 수학성취도 역시 향상됨을 볼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문옥춘과 양성호(2007)는 중학교 2학년 학생 74명을 대상으로 방

정식과 부등식, 일차함수 단원에서 수학적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수학수

업을 9주 동안 실시한 결과 수학학습에 대한 자신감, 수학학습에 대한

의지, 가치인식의 수준이 일반적인 수업을 들은 학생들에 비해 긍정적으

로 변화되었으며 수학성취도 역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연구결과

를 제시하였다. 이렇듯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생과의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을 중요시한 수학수업이 학생의 수학학습태도 및 수학성취도

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네 번째로 ‘교수․학습 환경조성’이 수학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

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Vandecandelaere et al.(2012)는 학생이 지

각한 학교에서의 수학 학습 환경이 수학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벨기에의 119개 학교의 228학급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는 학생이 지각한 학교에서의 수학 학습 환경이 수학학습태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특히, 교사나 동료학생과



- 31 -

같이 학교나 학급의 구성원들의 특성이 주가 되는 학습 환경이 학생들의

수학학습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학생의 특성에 영향을 주게 되어

결국 교육적인 성취수준과도 높은 상관을 가지게 된다고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성의와 열의’가 수학학습태도에 미치는 기존의 연

구들을 분석하여 보았다. Marchis(2011)는 만 14세~ 15세의 학생들을 대

상으로 하여 수학학습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탐색하여 보았다. 그

결과 교사의 수업태도가 학생의 수학학습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였다. 그는 자신의 수학교사가 열정적이고 성실한 수학자이자 수학을 좋

아하는 사람이라고 지각하는 학생일수록 수학학습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

를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Ruffel & Allen(1998)의 연구 역시

수학학습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수학교사의 수업이 지루하다

고 지각하는 학생일수록 낮은 수학학습태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실천적 교수역량의 각 하위 요소와 수학학습태도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실천적 교수역량이 학생의 수학학습태도를 예

측한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중학생의 수학학습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나. 실천적 교수역량과 교육성취도의 관계

실천적 교수역량과 교육성취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실천적 교수역량이 교육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

로 살펴본 연구는 아직 미비한 편이다. 그러나 실천적 교수역량의 각 하

위 요소와 교육성취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을 보면 실천적 교수역량

의 각 하위 요소들이 학생의 수업만족도와 수학성취도로 구성된 교육성

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일관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러한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적 교수역량이 학생들의 교육성취

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여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성취도를 정의적 영역의 성취를 예측할 수 있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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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업만족도와 인지적 영역의 성취를 평가할 수 있는 수학성취도로 구

성된다고 정의하였으므로 실천적 교수역량의 각 하위요인과 수업만족도

와의 관계, 그리고 실천적 교수역량의 각 하위요인과 수학성취도와의 관

계를 나누어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우선, 실천적 교수역량의 각 하위요인과 수업만족도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이다. 수업만족도는 학교교육만족도의 하위 개념으로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수업 활동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선행 연구를 분석함에 있어서 학교교육만족도와 관련된 연구들을 포함시

켰다.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실천적 교수역량의 각 하위 요소가 수업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천적 교수역량의 하위 요소인 ‘계획 및 조직’, ‘의사소통’, ‘학생

과의 상호작용’, ‘교수․학습 환경조성’이 학생의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과 관련하여서는 김민성과 신택수(2010)의 연구가 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학생들은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지원적 관계를

높게 지각할수록 학교와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지는 반면 성취에 대

한 압력은 수학수업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성취에 대한 압력보다는 학생의 심리적인 상태를 고려하여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는 교사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실천적 교수역량의 하위 요소 중에서 ‘의사소통’과 ‘학생과의

상호작용’, ‘성의와 열의’가 학생의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

행연구로는 김예나와 안병환(2011)의 연구가 있다. 김예나와 안병환

(2011)은 타인과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성의와 열의가 포함된 교사의

감성적 리더십이 교사의 수업지도태도와 학생의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감성적 리더십이 높은 교사일수록 학생

이 지각한 교사의 수업 지도 태도가 수학수업만족도에 영향이 커지는 것

을 관찰할 수 있었다.

세 번째로, 실천적 교수역량의 마지막 하위 요소인 ‘성의와 열의’가 학

생의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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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유영란, 유지원(2014)은 의견존중과 성의와 열의가 있는 수업으로 구

성된 교사태도가 고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

하였다. 그 결과 지각된 교사의 태도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

도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실천적 교수역량이 학생의 수업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실천적 교수역량의 각 하위 요소와 수학성취도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실천적 교수역량의 하위 요소인 ‘계획 및 조직’, ‘의사소통’,

‘학생과의 상호작용’, ‘교수․학습 환경조성’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

는 영향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임현정과 김양분(2012)은 교

사 및 교수․학습 활동 요인이 수학성취수준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에 대

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의사소통’과 ‘학생과의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교

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상위 수학성취수준에 도달할 확률이 높은 것으

로 분석되었으며 교사의 수업에 대한 ‘계획 및 조직’과 ‘교수․학습 환경

조성’ 역시 각각 보통 학력 도달 확률과 기초 학력 도달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실천적 교수역량의 하위 요인인 ‘성의와 열의’가 학생들의 수

학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이희숙과 정제영(2011)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TIMSS 2007 자료를 분석하여 교사 특성이 학

생의 수학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수업을 위

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수학교사에게 배우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

들에 비해 수학성적이 7.8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선행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이 학생의 교육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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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학학습태도와 교육성취도의 관계

수학학습태도가 학생의 교육성취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선행 연구

들은 주로 수학학습태도와 수학성취도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으며 수업만

족도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주로 학교교육만족도의 하위 요인으로 수

학학습태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 연구는 수

학학습태도가 학생의 수학수업만족도와 수학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수학성취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수학학습태도가 수학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

로는 Hannula(2002)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부정적인 수학학습태도와

낮은 수학성취도를 가진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의 수학학습태도와 수업에 대한 만족도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수학 학습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매우 낮은 수학수업만족

도를 가졌던 학생이 6개월간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긍정적인 수학학습

태도를 가지게 되었으며 ‘화가 났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낮았던 수학수업

만족도 역시 향상되었다. 즉, 학생의 수학학습태도가 수학수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박선화, 변희현, 주미정(2011)은 우리나라 중학교 학생의 수

학과 학습 특성을 연구하면서 학생의 수학학습태도와 수학수업만족도와

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 흥미, 자신감, 선호도에

있어 보통 이상의 수준이라고 지각하는 학생보다 그렇지 못한 학생의 비

율이 더 많았으며 수학학습태도가 보통 이하라고 지각하는 학생들의 수

학수업에 대한 만족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학생의 수학학습태도가 학생의

수학수업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학생의 수학학습태도가 수학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

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양명희(2003)의 연구에 따르면 수학학습태도가 전체 수학 성적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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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량을 설명한다고 보았다. 그는 수학학습태도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로

정서성, 행동성, 인지성으로 정의하였으며 이중에서 정서성이 수학 성적

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Lipnevich et al.(2011)는 수학학습태도와 학생의 수학성적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수학학습태도가 수학수행, 수학성적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았으며 이는 수학학습태도와 수학성적과의 관계에 대한

Kloosterman(1991), Minato & Yanase( 1984), Kishor(1997)의 연구 결과

와 일치하는 결과임을 제시하였다. 수학학습태도와 수학성적과의 정적인

상관관계는 미국 내의 다양한 인종별 수학적 태도와 수학성적과의 관계

를 알아본 연구나 국외의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다양한 인종이나 문화적

차이와 관계없이 유의하게 나타는 것을 드러났다(Chen & Stevenson,

1995; Randel, Stevenson, & Witruk, 2000). 그는 학생들의 수학성적의

25%에서 30%정도를 수학학습태도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위와 같은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하여 수학학습태도가 학생의 수학성취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해볼 수 있다.

지금까지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여 학생의 수학학습태도는 학생의 수학

수업만족도와 수학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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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가설

1. 주요 변인 설정 및 정의

가. 실천적 교수역량

실천적 교수역량이란 교사 내부에 발생하고 성장하는 이론적 교수역량

을 바탕으로 실제 교실에서의 수업 상황에서 교사가 성공적으로 교과교

육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실천적 수행능력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백순근 외(2007)가 구성한 실천적 교수역량의 하위 요소를 측정하기 위

해 개발된 ‘중등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에 대한 전문가평정척도(황은희,

백순근, 2008)’와 학생이 평정할 수 있도록 제작한 ‘중학생이 지각한 교

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척도(신안나, 2013)’를 수정․보완하여 중학생이

지각한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측정 도구를 제작하였다. 실천적 교

수역량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이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을

높게 지각한 것으로 본다.

나. 수학학습태도

수학학습태도는 수학적인 대상이나 수학 학습과 관련된 상황에서 긍정

적 또는 부정적으로 반응하려는 개인의 학습된 성향을 의미한다(Aiken,

1970). 이 연구에서는 김재철(2003), 김부미와 김수진(2012) 등의 선행 연

구와 TIMSS 2011의 수학 교과에 대한 정의적 영역 검사 척도, PISA

2012의 수학 교과와 학습에 대한 정의적 영역 검사 척도의 내용을 토대

로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수학학습태도 척도를 개발하였다. 수학학

습태도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수학학습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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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성취도

이 연구에서 교육성취도는 수학 교과에서 학생의 정의적 영역에서의

성취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수업만족도와 인지적 영역에서의 성취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수학성취도의 총체를 의미한다.

우선 수업만족도는 수업이 학생들의 학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습을 위한 수업의 핵심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Gibbs & Simpson, 2003).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수학

수업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Gibbs & Simpson(2003), Law &

Meyer(2010), 박선화 외(2011), 홍미애(2013)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5

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수학수업만족도 척도를 새롭게 개발하였다. 수

학수업만족도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수학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 수학성취도는 수학 교과에서 인지적 영역에서의

학습결과를 의미한다. 학생의 수학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

는 연구대상인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수학과 교육과정과 학교 진도를

고려하여 수학성취도평가 16개 문항을 제작하였다. 평가는 총 100점으로

평가결과인 점수를 학생들의 수학성취도로 활용하였다.

2. 연구 가설 및 연구 모형

이 연구는 여중생이 지각한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과 수학학습태

도, 수학수업만족도와 수학성취도로 구성된 교육성취도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분석하여 보고 수학학습태도가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과 교

육성취도와의 관계에 있어 매개 변인으로 작용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행 연구를 통한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하여 이 연구에

서 검증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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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중생이 지각한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은 수학학습태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

2. 여중생이 지각한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은 수학 교과에서의 교

육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2-1.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은 수학수업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2-2.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은 수학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친다.

3. 여중생의 수학학습태도는 수학 교과에서의 교육성취도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친다.

3-1. 수학학습태도는 수학수업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3-2. 수학학습태도는 수학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4. 여중생이 지각한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은 수학학습태도를 매개

로 하여 수학 교과에서의 교육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4-1. 여중생이 지각한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은 수학학습태도를

매개로 하여 수학수업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4-2. 여중생이 지각한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은 수학학습태도를

매개로 하여 수학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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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연구가설 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

위 모형은 학생이 지각한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학학습태도

를 매개하여 교육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이때, 선행 연구에서 수학 교과에 대한 사교육비용 또는 사

교육시간이 학생의 수학학습태도(이연숙, 1999; 송귀영, 2000; 이연순,

2005; 김은형, 백석윤, 2008; 박선화 외, 2011)와 수업만족도(김현진,

2004; 박철성, 2011), 수학성취도(박현정, 상경아, 강주연, 2008; 박현정,

2010; 김성연, 2014)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학 교과에 대한 사교육을 통제변인으로 지정하였다. 연구대상이 중학

교 2학년이므로 사교육비용이 아닌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수학사교육에

사용하는 시간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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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수학학습태도에 대한 연구들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 학교급

이 높아질수록 수학학습태도가 점점 소극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김수진 외(2012)이 TIMSS 2011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4학

년 학생들의 48%는 수학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반

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26%정도만이 수학 학습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타나났다.

이종희와 김선희(2010)는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경우가 더 낮은

자심감과 흥미, 가치 인식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그 이외에도 우

리나라 학생들이 상급 학교에 진학할수록 더 낮은 수학학습태도 수준을

보인다는 선행 연구(신임철, 1987; 김부미, 1996; 남상엽, 1999; 양명희,

2003; 윤성경, 2004; 윤나은, 2006; 이봉주, 송미영, 2011; 김선희, 김부미,

이종희, 2013, 재인용)를 토대로 많은 학생들이 중학교시기에 수학학습태

도가 긍정적 태도에서 소극적 태도로 바뀌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학습 태도 변화에 결정적인 시기가 중학교 2학년

에서의 수학 학습 경험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또한 박선화 외(2011)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경우 수학성취수준에 관계없이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선호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평균적으로 낮은 태도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학생의 수학학습태도의 형성에 영향을 주

는 요인들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에 대한 지각의 정확도가 1학년보다 높으며 수학학습태도와 교육성취도

의 방향에 있어 결정적 시기일 것으로 예상되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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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사 개발을 위한 예비검사 대상

‘중학생이 지각한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척도’, ‘수학학습태도

척도’ 그리고 ‘수업만족도 척도’의 개발을 위해 2014년도 9월에 서울 소

재의 O중학교 여학생 79명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예비검사

응답 결과와 전문가 검토(측정․평가 전공 교수 1명, 석․박사 과정 대

학원생 9명)를 바탕으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본검사 문항을 최종적으

로 선정하였다.

수학성취도를 측정할 ‘수학성취도평가’문항의 개발을 위하여 문항과 이

원목적분류표를 작성하여 전문가(수학교육학 전공 박사과정 1명, 경력

15년의 중학교 수학교사 1명, 경력 5년의 중학교 수학교사 1명)에게 문

항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다. 전문가 검토를 통해 문항을 선정한 후 예

비검사 대상인 O중학교 2학년 학생 3명을 대상으로 모의 평가를 실시한

후 면담을 통해 평가 시간의 적절성과 문항을 설명하는 문장에 대한 학

생의 이해수준을 점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학성취도평가

16개 문항과 평가 시간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표 Ⅳ-1> 예비검사 대상 학생 수

나. 본검사 대상

중학생이 지각한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학학습태도를 매개로

교육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14년 10월에 A여자중학교

학생수

검사 대상 79

분석 대상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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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학생 226명을 대상으로 본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대상 중 설문

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학생을 제외한 후, 최종 분석 대상

이 된 학생은 220명이다.

<표 Ⅳ-2> 본검사 대상 학생 수

2. 실천적 교수역량, 수학학습태도, 교육성취도 측정도구

연구에서 활용되는 측정 도구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의 목적과

연구 대상에 맞게 자체적으로 척도를 개발하거나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였다.

가. 실천적 교수역량 척도

이 연구에서는 백순근 외(2007)이 구성한 실천적 교수역량의 하위 요인

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황은희와 백순근(2008)의 중등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에 대한 전문가 평정척도와 신안나(2013)의 중학생이 지각한 교

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중학생이 지각한 수학교

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척도’를 제작하였다. 황은희와 백순근(2008)의 실

천적 교수역량에 대한 전문가 평정 척도와 신안나(2013)의 중학생이 지

각한 실천적 교수역량 척도는 ‘계획 및 조직’, ‘의사소통능력’, ‘학생과의

상호작용’, ‘교수․학습 환경조성’, ‘성의와 열의’로 모두 다섯 개의 영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다. 황은

학생수

검사 대상 226

분석 대상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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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와 백순근(2008), 신안나(2013)의 척도를 참고하여 연구에서 개발한 중

학생이 지각한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척도의 하위 영역 및 문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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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실천적 교수역량 척도의 하위 영역

구성요인 하위 항목 평가 문항

수업

계획

및

조직

내용간의

상호연계

1. 수업 내용이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나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설

명해 주신다.

2. 수업 내용이 다른 과목이나 일상생활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주신다.

학습내용의

분량과 난이도

3. 한 시간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의 양이 적절하

다.

4. 선생님은 어려운 내용도 내가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주신다.

시간 배분의

적절성

5. 적절한 속도로 매끄럽게 수업을 진행하신다.

6. 수업의 시작, 본 수업 내용, 마무리 부분이 잘

구분되어 있다.

의사

소통

능력

언어적

의사소통

7. 선생님의 목소리는 알아듣기 쉽다.

8.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사용하시는 단어의 의미

를 이해하기 쉽다.

비언어적

의사소통

9. 수업을 할 때 모든 학생들에게 두루두루 시선

을 주신다.

10. 선생님은 다양한 표정과 몸짓을 사용하여 설

명하신다.

수업

보조자료

활용

11. 수업 시간에 다양한 학습 자료(교과서, 프린

트물, 판서내용, 시청각 자료 등)를 활용하신

다.

12. 수업 시간에 제시하는 학습 자료(교과서, 프

린트물, 판서내용, 시청각 자료 등)는 이해하

기 쉽고, 공부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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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실천적 교수역량 척도의 하위 영역(계속)

구성요인 하위 항목 평가 문항

학생과의

상호작용

적절한 질문과

대답유도

13. 선생님의 질문은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

움이 된다.

14. 선생님은 질문을 하실 때, 내가 충분히 대답

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

학습동기

유발

15.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업 내용과 관련

된 학생들의 관심이나 사례, 역사적 사실 등

을 설명해 주신다.

16. 수업 중에 혼자서 또는 친구들과 함께 수학문

제를 해결할 시간을 주신다.

적절한

피드백

17. 학생들의 문제풀이, 과제, 평가결과 등에 대해

서 잘한 점과 보완해야 할 점 등을 말씀해 주

신다.

18. 내가 이해하지 못한 수학문제나 학습 내용을

질문하면 자세히 대답해 주신다.

교수학습

환경조성

주의집중

19. 수업 중에 딴 짓을 하거나, 떠드는 학생들을

적절히 통제하신다.

20. 수업 중에 우리들이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있

는지 수시로 확인하신다.

교육적

분위기 조성

21. 학생들이 수업에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격

려하신다.

22. 수업 중 활동(문제풀기, 모둠활동 등)에 있어

다른 학생들과 협동하도록 가르치신다.

물리적

환경조성

23. 수업을 위해 책상, 의자의 자리 배치를 적절

하게 조정해 주신다.

24. 수업 중 교실 시설(조명, 환기 등)을 적절하게

유지해 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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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실천적 교수역량 척도의 하위 영역(계속)

⑴ 실천적 교수역량 척도의 신뢰도 분석

신뢰도(reliability)란 하나의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얼마나

일관성(consistency)있게 측정하고 있는지 말해주는 검사의 정확성을 의

미한다(문수백, 2013). 다시 말하면 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수집한 점수의

측정 오차(measurement error)가 얼마나 작은가에 대한 정도이다(백순

근, 2012). 이 연구에서는 하나의 검사에 포함된 문항들 간의 일치도를

나타내는 문항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coefficient )를 기준으로

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실천적 교수역량 척도의 각 하위 요인별

신뢰도는 다음의 표와 같다.

구성요인 하위 항목 평가 문항

성의와

열의

수업 준비도
25. 수업 준비를 철저하게 하신다.

26. 수업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알고 계신다.

수업에 대한

몰입

27. 즐거운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신

다.

28. 수업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수업을

진행하신다.

학생에 대한

관심과 애정

29. 학생 모두에게 공평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신

다.

30. 학생들의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모두 존중해

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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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실천적 교수역량 척도 신뢰도(Cronbach’s )

실천적 교수역량 척도 전체에 대한 신뢰도는 .921이며 각 하위 영역별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살펴보면 모든 하위 영역에서 .894-.912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실천적 교수역량 척도는 안

정적이며 신뢰로운 측정도구라 할 수 있다.

⑵ 실천적 교수역량 척도의 구인타당도 분석

구인(construct)이란 이론적 체계에 의하여 개념이나 특성을 구성하고

있다고 추론한 하위 개념 또는 하위 특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특성인 구인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두는 타당도

를 구인타당도(construct validity)라고 한다(백순근 외, 2007). 따라서 구

인타당도를 검증한다는 것은 어떠한 개념이나 특성이 측정하기 위해 새

롭게 개발된 검사 도구가 실제로 해당 특성을 측정하고 있는지를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경험적․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다(백순근, 2012).

이 연구에서는 실천적 교수역량척도의 구인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 실천적 교수역량척도의 각 하위 영역 간의 상관 및 각 하위

영역과 총점 간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로는 구조방정식 모

형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를

실시하였다.

먼저 실천적 교수역량 척도의 하위 요인들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들이

어떻게 실천적 교수역량이라는 구인을 형성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천적

교수역량

척도 전체

하위 영역별

수업계획

및 조직

의사소통

능력

학생과의

상호작용

교수․학습

환경 조성

성의와

열의

.921 .908 .894 .899 .912 .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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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하위 요인 간, 각 하위 요인과 총점 간의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

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Ⅳ-5>와 같다.

실천적 교수역량 척도의 하위 영역과 총점간의 상관은 .834-.9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높은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러한 상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천적 교수역량의 각 하위 요인들이 실

천적 교수역량이라는 하나의 구인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다섯 가지 하위 영역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도 .611-.795로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수업 계획 및

조직’. ‘의사소통능력’, ‘학생과의 상호작용’, ‘교수․학습 환경조성’, ‘성의

와 열의’라는 하위 요인들인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실천적 교

수역량이라는 하나의 구인을 형성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을 알 수 있다(신안나, 2013).

<표 Ⅳ-5> 실천적 교수역량 척도의 학위 영역 및 총점 간의 상관

** 

두 번째로 실천적 교수역량을 위에 제시된 다섯 가지의 하위 영역으로

하위 요인
수업 계획

및 조직

의사소통

능력

학생과의

상호작용

교수․학습

환경조성

성의와

열의

의사소통

능력
.712***

학생과의

상호작용
.729*** .731***

교수․학습

환경조성
.611*** .682*** .671***

성의와 열의 .672*** .795*** .722*** .684***

전체 .848*** .900*** .882*** .834*** .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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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한 모형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확

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이란 모형에서 설정된 잠

재변인과 측정변인들 간의 인과적 관계모델을 통해 측정변인들 간의 공

분산(상관)을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측정모형인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

는 방법이다(문수백, 2013). 즉,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자가

설정한 모형이 주어진 데이터가 얼마나 부합되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

는 방법이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측정 변인들이 정상분포 조건이어야 한

다는 분석가정이 있기 때문에 실천적 교수역량 척도의 하위 영역별 왜도

와 첨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왜도의 절대치가 .35이상 .73이하의 값을

나타냈으며 첨도의 절대치는 .16이상 1.75이하의 값을 나타냈다. 일반적

으로 왜도의 절대치가 2이하, 첨도의 절대치가 4이하이면 정상분포 조건

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하므로 측정변인들이 정상분포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실천적

교수역량이 다섯 개의 하위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위계적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hierarchical CFA model)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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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실천적 교수역량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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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적 교수역량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는 다음과

같았다.

<표 Ⅳ-6> 실천적 교수역량 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

*** 

실천적 교수역량 요인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값이 유의수준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의 모형이 변인 사

이의 관계를 완벽하게 설명한다는 검증의 영가설을 기각하였다. 그러

나 검증의 경우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여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동

일한 모형에 대하여서도 영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값을 자유도로 나눈 표준 카이제곱(normed chi-square)

값이 3보다 작으면 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2보다 작으

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다고 할 수 있다(Kline, 2010). 실천적 교수역량

요인 모형의 경우  인 표준 카이제곱 값이 1.779로 나왔기 때문에

적합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검증은 표본에 크기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표본에 크기에 민감하지 않은 적합도 지수인

TLI, CFI, RMSEA를 고려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TLI(Turker-Lewis Index)는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적합도 지수

중의 하나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만든 공식을 발전시킨 것이다(홍세

희, 2000).  분포를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모형이 완벽할수록 1에 가

까운 값을 가지게 된다.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9 이상

의 값이 나오면 양호한 적합도를 가진다고 본다.

적합도 지수 ()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값 649.358(365)*** .906 .916 .060
(.05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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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I(Comparative Fit Index)는 사례수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비중심적

 분포를 기반으로 한 적합도 지수이다. 연구자가 설정한 연구모형이

기저모형에 비해 얼마나 잘 측정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증분적합지수

(incremental fit index)의 하나로 모델의 복잡성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다는 특징이 있다. TLI와 마찬가지로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

며 .9 이상의 값이 나오면 모형이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모형의 복잡성을 교정해주는 간명성 조정지수

(parsimony-adjusted index)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 설명력이 유사한 2

개의 모형이 있을 때 더 간명한 모형에 유리한 값을 산출한다(Kline,

2010). 일반적으로 .05이하의 값이 나오면 매우 좋은 수준의 적합도, .05

이상 .08이하의 값이 나오면 양호한 수준의 적합도, .08이상 .09이하의 값

이 나오면 보통 수준의 적합도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실천적 교수역량 요인 모형의 검증

결과 이외에도 TLI, CFI, RMSEA 지수를 살펴보면 TLI가 .906, CFI가

.916, RMSEA가 .052-.067로 나타나 양호한 적합도 수준을 보이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표 Ⅳ-7>은 실천적 교수역량 요인 모형의 계수치를 제시한

것이다. 1차 요인들과 각 문항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준화 계수 추

정치 범위는 .504-.846으로 나타났고 1차 요인들과 2차 요인들(수업계획

및 조직, 의사소통능력, 학생과의 상호작용, 교수․학습 환경조성, 성의와

열의)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준화계수 추정치 범위는 .874-.973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1차 요인들의 표준화 계수 추정치와 2차 요인들의 표준화

계수 추정치 모두 적절한 수준의 요인 부하량을 나타냈기 때문에 실천적

교수역량 요인 모형에서 각 하위요소에 속한 문항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요인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으며 각 요인이 실천적 교수역량이라는 하

나의 구인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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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실천적 교수역량 요인 모형의 계수 추정치

*** 

모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1차

요인

부하량

수업계획 및 조직 → P1 1.000 .638

수업계획 및 조직 → P2 .790*** .504

수업계획 및 조직 → P3 1.070*** .696

수업계획 및 조직 → P4 1.051*** .657

수업계획 및 조직 → P5 1.175*** .691

수업계획 및 조직 → P6 1.266*** .756

의사소통능력 → P7 1.000 .617

의사소통능력 → P8 1.087*** .747

의사소통능력 → P9 1.115*** .718

의사소통능력 → P10 .975*** .618

의사소통능력 → P11 .832*** .532

의사소통능력 → P12 1.093*** .737

학생과의 상호작용 → P13 1.000 .740

학생과의 상호작용 → P14 .899*** .623

학생과의 상호작용 → P15 .712*** .524

학생과의 상호작용 → P16 .933*** .624

학생과의 상호작용 → P17 1.047*** .674

학생과의 상호작용 → P18 1.078*** .715

교수․학습 환경조성 → P19 1.000 .673

교수․학습 환경조성 → P20 1.170*** .696

교수․학습 환경조성 → P21 1.264*** .816

교수․학습 환경조성 → P22 1.011*** .583

교수․학습 환경조성 → P23 1.245*** .620

교수․학습 환경조성 → P24 1.011*** .633

성의와 열의 → P25 1.000 .683

성의와 열의 → P26 1.277*** .763

성의와 열의 → P27 1.465*** .821

성의와 열의 → P28 1.347*** .846

성의와 열의 → P29 1.380*** .785

성의와 열의 → P30 1.319***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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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실천적 교수역량 요인 모형의 계수 추정치(계속)

*** 

나. 수학학습태도 척도

이 연구에서는 학생의 수학학습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재철(2003), 김

부미와 김수진(2012) 등의 선행 연구와 TIMSS 2011의 수학 교과에 대

한 정의적 영역 검사 척도, PISA 2012의 수학 교과와 학습에 대한 정의

적 영역 검사 척도의 내용을 토대로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수학학습

태도 척도를 개발하였다.

수학학습태도 척도는 ‘흥미’, ‘자신감’, ‘가치인식’, ‘자기통제’의 네 가지

하위 영역에서의 태도를 묻는 5점 리커트 척도의 자기보고식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흥미’는 수학에 대해 지각하는 내재적 가치라고도 하며 수학과 관련

된 학습과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즐거움과 호기심에 대한 것으로 수학수

업시간에 대한 즐거움, 수학학습에 대한 호기심과 재미, 다른 교과와 비

교하였을 때 수학 교과에 대한 선호도로 전반적인 수학에 대한 학생의

재미와 즐거움을 의미한다.

‘자신감’은 수학 학습에 대한 자신감으로 다른 교과와 비교하였을 때

수학학습 내용에 대해 느끼는 이해 속도와 학습 속도에 대한 자신감, 그

리고 자신이 지각하는 타인과의 수학적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과 자신

모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2차

요인

부하량

실천적
교수역량 → 계획 및 조직 1.000 .899

실천적
교수역량 → 의사소통능력 1.193*** .973

실천적
교수역량 →

학생과의
상호작용 1.227*** .944

실천적
교수역량 →

교수․학습
환경조성 .946*** .874

실천적
교수역량 → 성의와 열의 1.054***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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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학 실력에 대한 자신감에 대한 것으로 학생 본인이 지각하는 수학

학습 수준 전반에 대한 것을 의미한다.

‘가치인식’은 수학에 대해 지각하는 도구적 가치라고도 하며 수학이 개

인의 능력개발 및 진로와 직업선택, 일상생활과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

향력에 대해 지각하고 인정하는 정도에 대한 것이다.

‘자기통제’는 수학 학습을 위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며 수학수

업을 위해 예습과 복습을 하고 수학학습을 위해 미리 계획을 세우고 꾸

준하게 시간을 투자하며 수학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반드시 검토를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수학학습태도 척도의 하위 영역과 문항은 다음의 <표 Ⅳ-8>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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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수학학습태도 척도의 하위 영역

구성요인 하위항목 평가 문항

수학

학습

태도

흥미

1. 나는 수학을 공부하는 시간이 즐거운 편이다.

2. 나는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수학을 더

배우고 싶다.

3. 수학 공부를 할수록 수학이 재미있어진다.

4. 나는 수학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비교적 재미있

다고 느낀다.

자신감

5. 나에게는 수학 공부가 비교적 쉬운 편이다.

6. 나는 수학 내용을 빠르게 배우는 편이다.

7. 나는 친구에게 수학 문제나 공식을 설명해 줄

수 있다.

8. 나는 내가 우리 반에서 수학을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가치인식

9. 수학은 논리력과 사고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문

항이다.

10. 수학은 우리 생활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11. 수학은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과목이다.

12. 내가 지금 수학공부를 해두면 장래에 쓸모가 있

을 것이다.

자기통제

13. 나는 수학에 대한 예습과 복습을 하는 편이다.

14. 나는 수학 공부에 꾸준히 시간을 투자한다.

15. 나는 수학 공부를 잘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노력한다.

16. 나는 수학문제를 풀고 나면 반드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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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수학학습태도 척도의 신뢰도 분석

신뢰도(reliability)란 하나의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얼마나

일관성(consistency)있게 측정하고 있는지 말해주는 검사의 정확성을 의

미한다(문수백, 2013). 다시 말하면 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수집한 점수의

측정 오차(measurement error)가 얼마나 작은가에 대한 정도이다(백순

근, 2012). 이 연구에서는 하나의 검사에 포함된 문항들 간의 일치도를

나타내는 문항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coefficient )를 기준으로

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수학학습태도 척도의 각 하위 요인별 신뢰

도는 다음의 <표 Ⅳ-9> 와 같다.

<표 Ⅳ-9> 수학학습태도 척도 신뢰도(Cronbach’s )

수학학습태도 척도 전체에 대한 신뢰도는 .842이며 각 하위 영역별 내

적 일관성 신뢰도를 살펴보면 모든 하위 영역에서 .775-.835로 높은 수

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수학학습태도 척도는 안정적이

며 신뢰로운 측정도구라 할 수 있다.

⑵ 수학학습태도 척도의 구인타당도 분석

구인(construct)이란 이론적 체계에 의하여 개념이나 특성을 구성하고

있다고 추론한 하위 개념 또는 하위 특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특성인 구인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두는 타당도

수학학습태도

척도 전체

하위 영역별

흥미 자신감 가치인식 자기통제

.842 .780 .775 .835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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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인타당도(construct validity)라고 한다(백순근 외, 2007). 따라서 구

인타당도를 검증한다는 것은 어떠한 개념이나 특성이 측정하기 위해 새

롭게 개발된 검사 도구가 실제로 해당 특성을 측정하고 있는지를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경험적․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다(백순근, 2012). 이

연구에서는 수학학습태도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첫 번째

로 수학학습태도 척도의 각 하위 영역 간의 상관 및 각 하위 영역과 총

점 간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

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를 실시하였

다.

먼저 수학학습태도 척도의 하위 요인들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들이 어

떻게 수학학습태도라는 구인을 형성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하위

요인 간, 각 하위 요인과 총점 간의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Ⅳ-10>와 같다.

수학학습태도 척도의 하위 영역과 총점간의 상관은 .713-.826으로 통

계적으로 유의하며 높은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

한 상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학학습태도의 각 하위 요인들이 실천적

교수역량이라는 하나의 구인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다섯 가지 하위 영역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도 .382-.582로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흥미’. ‘자신감’,

‘가치인식’, ‘자기통제’, 라는 하위 요인들인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

서 수학학습태도라는 하나의 구인을 형성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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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 수학학습태도 척도의 하위 영역 및 총점 간의 상관

*** 

두 번째로 수학학습태도를 위에 제시된 네 가지의 하위 영역으로 설정

한 모형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이란 모형에서 설정된 잠재변인

과 측정변인들 간의 인과적 관계모델을 통해 측정변인들 간의 공분산(상

관)을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측정모형인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

이다(문수백, 2013).

즉,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자가 설정한 모형이 주어진 데

이터가 얼마나 부합되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측정 변인들이 정상분포 조건이어야 한다는 분석가정이 있기 때

문에 수학학습태도 척도의 하위 영역별 왜도와 첨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왜도의 절대치가 .03이상 .45이하의 값을 나타냈으며 첨도의 절대치

는 .06 이상 .54이하의 값을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왜도의 절대치가 2이

하, 첨도의 절대치가 4 이하이면 정상분포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

하므로 측정변인들이 정상분포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

다.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수학학습태도가 네 개의 하위 영역으로 이루어

져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위계적 CFA 모형을 구성하였

다.

하위 요인 흥미 자신감 가치인식 자기통제

자신감 .582***

가치인식 .501*** .461***

자기통제 .404*** .532*** .382***

전체 .812*** .826*** .755***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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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수학학습태도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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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학습태도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는 다음과 같

았다

<표 Ⅳ-11> 수학학습태도 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

*** 

수학학습태도 요인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값이 유의수준 .05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의 모형이 변인 사이

의 관계를 완벽하게 설명한다는 검증의 영가설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검증의 경우 사례수에 민감하여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동일한 모형

에 대하여서도 영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값을 자유도로 나눈 표준 카이제곱(normed chi-square)

값이 3보다 작으면 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2보다 작으

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다고 할 수 있다(Kline, 2010). 수학학습태도 요인

모형의 경우  인 표준 카이제곱 값이 1.658로 나왔기 때문에 적합

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검증은 표본에 크기에 따라 그 결

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표본에 크기에 민감하지 않은 적합도 지수인 TLI,

CFI, RMSEA를 고려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수학학습태도 요인 모형의 검증 결과 이외에도 TLI, CFI RMSEA

지수를 살펴보면 TLI가 .961, CFI가 .952, RMSEA가 .043-.072으로 나타

나 양호한 적합도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표 Ⅳ-12>은 수학학습태도 요인 모형의 계수치를 제시한 것

이다.

적합도 지수 () TLI CFI
RMSEA

(90%신뢰구간)

값 169.823(100)*** .961 .952 .058
(.04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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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요인들과 각 문항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준화 계수 추정치 범

위는 .529-.864으로 나타났고 1차 요인들과 2차 요인들(흥미, 자신감, 가

치인식, 자기통제)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준화계수 추정치 범위는

.646-.859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1차 요인들

의 표준화 계수 추정치와 2차 요인들의 표준화 계수 추정치 모두 적절한

수준의 요인 부하량을 나타냈기 때문에 수학학습태도 요인 모형에서 각

하위 요소에 속한 문항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요인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으며 각 요인이 수학학습태도라는 하나의 구인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63 -

<표 Ⅳ-12> 수학학습태도 요인 모형의 계수 추정치

*** 

모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1차

요인

부하량

흥미 → M1 1.000 .824

흥미 → M2 1.038*** .802

흥미 → M3 1.012*** .815

흥미 → M4 1.140*** .864

자신감 → M5 1.000 .840

자신감 → M6 .921*** .787

자신감 → M7 .945*** .835

자신감 → M8 .988*** .775

가치인식 → M9 1.000 .718

가치인식 → M10 1.235*** .807

가치인식 → M11 1.164*** .732

가치인식 → M12 1.160*** .728

자기통제 → M13 1.000 .745

자기통제 → M14 1.101*** .857

자기통제 → M15 .704*** .619

자기통제 → M16 .677*** .529

2차

요인

부하량

수학학습태도 → 흥미 1.000 .746

수학학습태도 → 자신감 1.164*** .859

수학학습태도 → 가치인식 .685*** .646

수학학습태도 → 자기통제 .821***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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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학수업만족도 척도

이 연구에서는 수학수업에 대한 수업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Gibbs

& Simpson(2003), Law & Meyer(2010), 박선화 외(2011), 홍미애(2013)

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수학 교과에 대한

수업만족도 척도를 새롭게 개발하였다. 수학수업만족도 척도는 ‘능력개

발’, ‘과제의 적절성’, ‘평가의 적절성’의 세 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하였

으며 총 9문항이다.

‘능력개발’은 수학 수업을 통하여 ‘수학적 힘’이 길러진 정도를 의미하

며 2009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문제해결, 의사소통, 추

론에 대한 능력이 수업을 통해 얼마나 성장하였는지에 대한 것이다.

‘과제의 적절성’은 수학 수업에서 수학교사가 학생들에게 주는 과제가

학생의 수학 학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과제가

학생의 수학 학습과 학습의 증진, 그리고 학습의 계획과 반성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의 적절성’은 수학 수업을 통한 평가의 준비 가능성 정도와 평가

의 공정성에 대한 것으로 수행평가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잘 준비할

수 있으며 평가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것을 의

미한다.

수학수업만족도 척도의 하위 영역과 문항은 다음의 <표 Ⅳ-13>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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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3> 수학수업만족도 척도의 하위 영역

⑴ 수학수업만족도 척도의 신뢰도 분석

신뢰도(reliability)란 하나의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얼마나

일관성(consistency)있게 측정하고 있는지 말해주는 검사의 정확성을 의

미한다(문수백, 2013). 다시 말하면 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수집한 점수의

측정 오차(measurement error)가 얼마나 작은가에 대한 정도이다(백순

근, 2012). 이 연구에서는 하나의 검사에 포함된 문항들 간의 일치도를

구성 요인 하위 항목 평가 문항

수학수업만

족도

능력개발

1. 수학 수업을 통해 수학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길러졌다고 생각한다.

2. 수학 수업을 통해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이 향

상되었다고 생각한다.

3. 수학 수업을 통해서 수학적 추론 능력이 향상

되었다고 생각한다.

과제의

적절성

4. 수학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는 나에게 도움이

된다.

5. 수학 숙제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6. 수학 숙제를 통해 내가 학습해야 할 부분을 알

수 있다.

평가의

적절성

7. 수학 수업에 집중하면 수행평가, 중간, 기말고

사를 잘 준비할 수 있다.

8. 수학 수행평가, 중간, 기말고사는 공정하고 이

루어진다.

9. 수학 선생님은 수행평가, 중간, 기말고사를 준

비할 수 있도록 안내를 잘 해 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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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문항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coefficient )를 기준으로

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수학수업만족도 척도의 각 하위 요인별 신

뢰도는 다음의 <표 Ⅳ-14> 와 같다.

<표 Ⅳ-14> 수학수업만족도 척도 신뢰도(Cronbach’s )

수학수업만족도 척도 전체에 대한 신뢰도는 .826이며 각 하위 영역별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살펴보면 모든 하위 영역에서 .700-.789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수학수업만족도 척도는 안정

적이며 신뢰로운 측정도구라 할 수 있다.

⑵ 수학수업만족도 척도의 구인타당도 분석

구인(construct)이란 이론적 체계에 의하여 개념이나 특성을 구성하고

있다고 추론한 하위 개념 또는 하위 특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특성인 구인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두는 타당도

를 구인타당도(construct validity)라고 한다(백순근 외, 2007). 따라서 구

인타당도를 검증한다는 것은 어떠한 개념이나 특성이 측정하기 위해 새

롭게 개발된 검사 도구가 실제로 해당 특성을 측정하고 있는지를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경험적․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다(백순근, 2012). 이

연구에서는 수학수업만족도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첫 번

째로 수학수업만족도 척도의 각 하위 영역 간의 상관 및 각 하위 영역과

수학수업만족도

척도 전체

하위 영역별

능력 개발 과제의 적절성 평가의 적절성

.826 .789 .700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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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간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

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를 실시하였

다.

먼저 수학수업만족도 척도의 하위 요인들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들이

어떻게 수학수업만족도라는 구인을 형성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하위 요인 간, 각 하위 요인과 총점 간의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

다. 분석결과는 <표 Ⅳ-10>와 같다.

수학수업만족도 척도의 하위 영역과 총점간의 상관은 .847-.88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높은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러한 상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학수업만족도의 각 하위 요인들이 실천

적 교수역량이라는 하나의 구인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세 가지 하위 영역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도 .579-.664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능력개발’. ‘과제의

적절성’, ‘평가의 적절성’이라는 하위 요인들인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

으면서 수학수업만족도라는 하나의 구인을 형성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15> 수학수업만족도 척도의 학위 영역 및 총점 간의 상관

*** 

두 번째로 수학수업만족도를 위에 제시된 세 가지의 하위 영역으로 설

하위 요인 능력 개발 과제의 적절성 평가의 적절성

과제의 적절성 .605***

평가의 적절성 .579*** .664***

전체 .847*** .881***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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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모형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확인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이란 모형에서 설정된 잠재변인과 측정변인들 간의 인

과적 관계모델을 통해 측정변인들 간의 공분산(상관)을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측정모형인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문수백, 2013).

즉,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자가 설정한 모형이 주어진 데이

터가 얼마나 부합되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측정 변인들이 정상분포 조건이어야 한다는 분석가

정이 있기 때문에 수학수업만족도 척도의 하위 영역별 왜도와 첨도를 알

아보았다. 그 결과 왜도의 절대치가 .33이상 .60이하의 값을 나타냈으며

첨도의 절대치는 .44 이상 .97이하의 값을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왜도의

절대치가 2이하, 첨도의 절대치가 4이하이면 정상분포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하므로 측정변인들이 정상분포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수학수업만족도가 세 개의 하위 영역으로 이루

어져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위계적 CFA모형을 구성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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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수학수업만족도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수학수업만족도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는 다음과

같았다.

<표 Ⅳ-16> 수학수업만족도 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

*** 

적합도 지수 ()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값 36.670(24)*** .984 .990 .049
(.006-.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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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수업만족도 요인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값이 유의수준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의 모형이 변인 사

이의 관계를 완벽하게 설명한다는 검증의 영가설을 기각하였다. 그러

나 검증의 경우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여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동

일한 모형에 대하여서도 영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값을 자유도로 나눈 표준 카이제곱(normed chi-square)값

이 3보다 작으면 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2보다 작으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다고 할 수 있다(Kline, 2010). 실천적 교수역량 요인

모형의 경우  인 표준 카이제곱 값이 1.528로 나왔기 때문에 적합

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검증은 표본에 크기에 따라 그 결

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표본에 크기에 민감하지 않은 적합도 지수인 TLI,

CFI, RMSEA를 고려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수학수업만족도 요인 모형의 검증 결과 이외에도 TLI, CFI RMSEA

지수를 살펴보면 TLI가 .984, CFI가 .990, RMSEA가 .006-.079로 나타나

양호한 적합도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표 Ⅳ-17>은 수학수업만족도 요인 모형의 계수치를 제시한

것이다.

1차 요인들과 각 문항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준화 계수 추정치 범

위는 .750-.927으로 나타났고 1차 요인들과 2차 요인들(능력개발, 과제의

적절성, 평가의 적절성)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준화계수 추정치 범위는

.854-.918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1차 요인들

의 표준화 계수 추정치와 2차 요인들의 표준화 계수 추정치 모두 적절한

수준의 요인 부하량을 나타냈기 때문에 수학수업만족도 요인 모형에서

각 하위요소에 속한 문항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요인을 적절하게 측정하

고 있으며 각 요인이 수학수업만족도라는 하나의 구인을 적절하게 측정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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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7> 수학수업만족도 요인 모형의 계수 추정치

*** 

라. 수학성취도평가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수학성취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학 성취 수

준 평가 문항을 학년별로 제작하였다. 평가 영역은 2007 개정 중학교 수

학과 교육과정과 2009 개정 중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1차

요인

부하량

수학학습
능력개발

→ S1 1.000 .867

수학학습
능력개발 → S2 1.111*** .911

수학학습
능력개발

→ S3 1.081*** .896

과제의
적절성

→ S4 1.000 .855

과제의
적절성 → S5 1.111*** .927

과제의
적절성

→ S6 1.040*** .870

평가의
적절성

→ S7 1.000 .750

평가의
적절성 → S8 .893*** .761

평가의
적절성

→ S9 .875*** .771

2차

요인

부하량

수학수업
만족도

→
수학학습
능력개발 1.000 .918

수학수업
만족도

→ 과제의
적절성 .964*** .877

수학수업
만족도

→
평가의
적절성 .850***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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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가지 영역인 수와 연산, 기하, 확률과 통계, 문자와 식, 함수였으며

출제 범위는 각 학년별로 1학기 범위 전체와 2학기 10월 4번째 주 학습

진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⑴ 수학성취도평가의 계획 및 시행

각 학년별로 출제한 문항과 함께 이원목적분류표를 작성하여 수학교육

학 전공 박사과정 1명, 경력 15년인 중학교 수학교사 1명, 경력 5년인 중

학교 수학교사 1명에게 문항에 대한 내용 타당도에 대한 검증을 의뢰하

였다. 그 후 문항에 대한 평정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한 문항을 제거하

고 적합도가 조금 떨어지는 문항들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원목적분류표도 작성하여 다시 내용 타당도 검증을 의뢰하였다. 수학성

취도평가에 대한 이원목적분류표는 다음의 <표 Ⅳ-18>와 같다.

문항의 수정 및 보완은 전문가들의 평정이 일치할 때까지 반복하였으

며 학년별 평가 시기와 평가 시간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16문항이 선정

되었다. 수학성취도평가의 총점은 100점이다.

수학성취도평가는 본검사를 종료한 후 약 2주일 후에 실시하였다. 평

가 시간은 15분으로 학년별 담당 수학교사의 수업 시간에 평가가 이루어

졌으며 평가가 완료된 후 평가지를 수거하고 채점을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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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8> 중학교 2학년 수학성취도평가 이원목적분류표

중학교 2학년 수학성취도평가 2014년 10월 ○일 실시

문

항
출제내용

행동영역 난이도

배점계

산

이

해

추

론

문

제

해

결

상 중 하

1 소수와 유리수의 성질(1) 5 ● 5

2 소수와 유리수의 성질(2) 5 ● 5

3 식의 정리 4 ● 4

4 항과 계수 4 ● 4

5 계수의 합 구하기 4 ● 4

6 일차방정식의 특징(1) 5 ● 5

7 일차방정식의 특징(2) 5 ● 5

8 연립일차방정식의 계산 5 6 ● 11

9 일차함수의 그래프 5 5 ● 10

10 확률의 성질(1) 6 ● 6

11 확률의 성질(2) 6 ● 6

12 확률의 계산 8 ● 8

13 삼각형의 외심의 성질 6 ● 6

14 직각삼각형의 외심 7 ● 7

15 삼각형의 내심의 성질 6 ● 6

16 정삼각형의 내심과 외심 8 ● 8

계
주관식: 10 문항

객관식: 6 문항

총 점 :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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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절차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분석을 토대로 하여 ‘여중생이 지각한 수학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척도’와 ‘수학학습태도 척도’, 그리고 ‘수학수업

만족도 척도’를 개발하고 2014년 9월에 O중학교 학생 79명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예비검사 결과와 전문가 검토를 통하여 각

척도의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척도를 완성하였다.

2014년도 10월에 A여자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본검사를 실시

하였으며 약 2주 후에 동일한 학생들에게 수학성취도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이후 수집한 자료의 결과를 분석하여 논문을 작성하였다. 이 연구의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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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절차구 분

[1단계]

국내외 문헌 
연구 및 
사전면담

2014. 5 - 2014. 8

[3단계]
자료 분석 및 

해석 
논문 작성

2014. 11 - 2014. 12

[2단계]

척도 제작 및 
검사 실시

2014. 9 - 2014. 10

▼

▼

  

   6. 예비 검사 실시 및 결과 분석

   7. 실천적 교수역량, 수학학습태도, 수학수업만족도 척도  

  제작

   8. 수학성취도평가 문항 개발

   9. 본검사 실시 및 수학성취도평가 실시

  

  1. 실천적 교수역량 관련 국내외 선행 연구 분석

  2. 수학학습태도 관련 국내외 선행 연구 분석

  3. 수학수업만족도 관련 국내외 선행 연구 분석

  4. 수학성취도 관련 국내외 선행 연구 분석

  5.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 면담 및 예비 검사 문항 

개발

 
  10. 자료 분석과 해석

  11.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논문 작성

  12. 논문 수정 및 보완

[그림 Ⅳ-4]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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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연구 문제와 연구 가설의 검증을 위해 SPSS 18.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실천적 교수역량 척도와 수학학습태도 척도, 수학수업만족도 척

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문항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를

산출하고 구인타당도를 구하기 위하여 실천적 교수역량 척도와 수학학습

태도 척도, 수학수업만족도 척도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실천적 교수역량 척도와 수학학습태도 척도, 수학수업만족도 척

도, 수학성취도에 대한 기술통계를 제시하고 실천적 교수역량과 수학학

습태도, 실천적 교수역량과 수학수업만족도, 실천적 교수역량과 수학성취

도, 수학학습태도와 수학수업만족도, 수학학습태도와 수학성취도 간의 단

순상관분석(Pearson의 적률상관계수)을 실시하였다.

셋째, 여중생이 지각한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학학습태도를

매개로 수학수업만족도와 수학성취도로 구성된 교육성취도에 미치는 영

향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공분산구조분석(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이라고도 불리며 비실험적 상황에서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변인들 간의 구조를 밝히는 통계기법이다(이기종, 2012).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있어서는 특정 관측변인에 대한 경로계수를 1

로 고정시키는 단위부하량 제약(unit loading identification; ULI)을 적용

하였으며  검증, TLI, CFI, RMSEA와 같은 적합도 지수를 토대로 모

형을 평가하였다. 각 모수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유의수준 .05

를 기준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간접효과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검증과 붓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실시하여 간접효과의 유

의성을 검증하였다.

Sobel 검증은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간접효과와 간접효과

의 표준오차( 


 )의 비율을 검정 통계량으로 사용한



- 77 -

다. 표본의 크기가 크다면 검정통계량인 는 Z검증 통계치로 해석

이 가능하다.

붓스트래핑은 동일한 크기의 표본을 설정된 횟수만큼 반복적으로 추출

하여 간접효과(×)와 표준오차()를 추정하고 이에 대한 신뢰구간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때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있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에서 모수 추정 방

식은 측정된 공분산이 전집으로부터 얻어졌을 가능성을 최대로 하여 추

정하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였다(Klin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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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

이 연구에서는 여중생이 지각한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학학

습태도를 매개로 하여 교육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중학교 2학년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본검사와 수학성취도평가를 실

시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로 우선 각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고 학생이 지각한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과 수학학습태도,

교육성취도간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학생이 지각한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학학습태도를 매개로 교육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였다.

1. 기초 통계

가.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

각 변인들에 대해 최종 분석의 대상이 된 220명의 응답에 대한 전반적

인 분포와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변인

들을 측정하는데 사용된 관측변인들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Ⅴ-1 >과

같다.

실천적 교수역량에 대한 관측변인 중에서는 ‘성의와 열의’의 평균이

3.9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의사소통 능력’, ‘교수․학습 환경조성’, ‘학

생과의 상호작용’과 ‘수업 계획 및 조직’ 순으로 나타났다. 실천적 교수역

량의 모든 관측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는 왜도 절대치가 .35-.73로 2이하

였으며 첨도 절대치가 .16-1.75로 4이하로 나타나 정상분포의 조건을 충

족하였다.

수학학습태도에 대한 관측변인 중에서는 ‘가치인식’의 평균이 3.1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자기통제’, ‘흥미’, ‘자신감’의 순서로 나타났다.

수학학습태도의 모든 관측변인들의 왜도 절대치가 .03-.45로 2이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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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첨도 절대치가 .06-.54로 4이하로 나타나 정상분포의 조건을 충족하

였다.

수업만족도에 대한 관측변인의 경우에는 ‘평가의 적절성’의 평균이

3.4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과제의 적절성’, ‘능력개발’의 순서로 나

타났다. 수업만족도의 모든 관측변인들의 왜도 절대치가 .33-.60로 2이하

였으며 첨도 절대치가 .44-.97로 4이하로 나타나 정상분포의 조건을 충

족하였다.

마지막으로 수학성취도평가를 통해 얻은 수학성취도 결과는 평균이

58.96점으로 나타났으며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왜도 절대치가 .33로

2이하이고 첨도 절대치가 .95로 4이하이므로 정상분포의 조건을 충족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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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N=220)

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실천적

교수

역량

수업 계획

및 조직
1.00 4.83 3.59 .59 -.43 1.11

의사소통 능력 1.00 5.00 3.88 .62 -.73 1.75

학생과의

상호작용
1.00 5.00 3.59 .62 -.46 1.27

교수․학습

환경조성
1.00 5.00 3.63 .61 -.35 1.32

성의와 열의 1.00 5.00 3.92 .71 -.46 .16

수학

학습

태도

흥미 1.00 5.00 2.91 .96 .03 -.54

자신감 1.00 5.00 2.79 .89 .03 -.40

가치인식 1.00 5.00 3.19 .86 -.45 .17

자기통제 1.00 5.00 3.02 .76 -.07 .06

교육

성취도

수학

수업

만족도

능력

개발
1.00 5.00 3.19 .79 -.44 .85

과제의

적절성
1.00 5.00 3.22 .81 -.60 .97

평가의

적절성
1.00 5.00 3.47 .74 -.33 .44

수학성취도 0 100 58.96 29.49 -.33 -.95

더불어 수학학습태도와 교육성취도에 대한 통제변인으로 설정한 일주

일 평균 수학 사교육시간을 조사하였다. 사교육 시간은 ‘○○시간 ○○

분’ 단위로 조사하여 이를 다시 분단위로 환산한 일주일 평균 수학사교

육에 사용하는 시간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의 일주일 평균 수학



- 81 -

사교육 시간은 2.13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사교육 시간의 경우 왜도의 절대치가 2보다 크고 첨도의 절대

치가 4보다 커서 정규분포가정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모형분석에

활용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응답한 사교육시간에 1을 더한 후 자연로그를

취하였다.

최종적으로 모형분석을 위해서는 사교육시간에 자연로그를 취한 결과

값을 활용하였으며 일주일 평균 사교육시간과 자연로그를 취한 사교육시

간에 대한 기술통계치는 다음의 <표 Ⅴ-2>와 같다.

<표 Ⅴ-2> 일주일 평균 사교육시간에 대한 기술통계치

(단위: 시간)

나. 상관분석

⑴ 실천적 교수역량과 수학학습태도와의 관계

학생이 지각한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과 수학학습태도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이란 두 변인들 간의 관계성을 의미하며 이러한 관계성의 정도나 강도의

측정치를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로 표시한다(Howell, 2012).

이 때 사용되는 상관계수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상관계수는 Pearson

의 적률상관계수(Pearson product-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 )이

변인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사교육시간 211 .00 18.00 2.13 2.65 2.11 7.65

사교육시간

(자연로그)
211 .00 3.09 1.10 .65 .15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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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 연구에서도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사용하여 실천적 교수역량

변인과 수학학습태도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두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Ⅴ-3>과 같다.

<표 Ⅴ-3> 실천적 교수역량과 수학학습태도와의 상관관계

*** 

학생이 지각한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전체 및 하위 영역과 수학

학습태도 전체 및 하위 영역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실천적 교수역량 전체와 수학학습태도 전체

의 상관계수는 .391으로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다. 다음으로 실천적 교수

역량의 하위 영역과 수학학습태도의 전체와의 상관계수는 ‘의사소통 능

력’이 .401으로 가장 높았으며 ‘교수․학습 환경조성’이 .249로 가장 낮았

다.

따라서 실천적 교수역량은 수학학습태도와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실천적 교수역량의 하위 영역 중에서 ‘의

실천적

교수

역량 전체
수업계획

및 조직

의사소통

능력

학생과의

상호작용

교수학습

환경조성

성의와

열의
수학

학습태도

전체 .391*** .296*** .401*** .355*** .249*** .390***

흥미 .292*** .241*** .293*** .251*** .164* .314***

자신감 .302*** .223** .341*** .264*** .196** .290***

가치인식 .300*** .227** .292*** .296*** .177** .308***

자기통제 .333*** .234*** .333*** .322*** .252***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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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통 능력’이 수학학습태도와 높은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학생들이 수학교사가 수업시간에 수업 내용에

맞고 학생들의 이해수준을 고려한 수학 학습 자료를 바탕으로 수학적 용

어를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해석하여 명확하게 전달하고, 수업 중 모든

학생들에게 시선을 두고 적절한 표정과 몸짓을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한

다고 지각할수록 학생의 수학학습태도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

해 볼 수 있다.

⑵ 실천적 교수역량과 교육성취도와의 관계

실천적 교수역량과 교육성취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Ⅴ

-4>와 같다.

<표 Ⅴ-4> 실천적 교수역량과 교육성취도와의 상관관계

** , *** 

실천적

교수

역량 전체
수업계획

및 조직

의사소통

능력

학생과의

상호작용

교수학습

환경조성

성의와

열의

교육성취도

수학수업

만족도 전체
.538*** .397*** .543*** .501*** .371*** .524***

능력개발 .360*** .266*** .376*** .343*** .214** .363***

과제적절성 .526*** .374*** .527*** .494*** .373*** .517***

평가적절성 .507*** .389*** .503*** .459*** .377*** .478***

수학성취도 .327*** .227** .365*** .268*** .227**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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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과목별 학생의 실천적 교수역량 전체 및 하위 영역과 수학수업만족

도 전체 및 하위 영역, 그리고 수학성취도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실천적 교수역량 전체와 수학수업만족도 전체와의 상관계수는 .538로

정적상관을 이루고 있으며 실천적 교수역량의 하위 영역과 수학수업만족

도 전체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의사소통 능력’과 수학수업만족도 전체의

상관계수가 .543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성의와 열의’로 수학수업만족

도와의 상관계수가 .524로 나타났다.

실천적 교수역량 전체와 수학성취도와의 상관계수는 .327로 보통 수준

의 정적상관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의사소통 능

력’과의 상관계수가 .365로 가장 높았고 ‘성의와 열의’와의 상관관계가

.331로 나타나 실천적 교수역량의 하위요인과 수학수업만족도와의 상관

분석 결과가 유사하다.

따라서 학생이 수학교사가 학생들의 이해수준을 고려한 수학 학습 자

료를 바탕으로 적절한 수학적 용어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내용을 전달하

고 수업 중 모든 학생들과 고루 시선을 맞추는 등 적절한 표정과 몸짓을

사용하며 철저한 수업준비와 수업과정에서의 몰입은 물론 학생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수학수업만족도와 수학성취도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⑶ 수학학습태도와 교육성취도와의 관계

학생의 수학학습태도와 교육성취도와의 상관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Ⅴ-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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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5> 수학학습태도와 교육성취도와의 상관관계

** , *** 

수학학습태도의 전체 및 하위 영역과 수학수업만족도 전체 및 하위 영

역, 그리고 수학학습태도의 전체 및 하위 영역과 수학성취도 간의 상관

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학학습태도

전체와 수학수업만족도 전체 간의 상관계수는 .664로 나타났으며 수학학

습태도 전체와 수학성취도 간의 상관계수는 .409로 보통 수준의 정적상

관을 이루고 있었다.

다음으로 수학학습태도의 하위 영역과 수학수업만족도 총점 간의 상관

계수는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지만 ‘가치 인식’과의 상관계수가 .567로 가

장 높았고 그 다음이 ‘흥미’와의 상관계수로 .536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학학습태도의 하위 영역과 수학성취도 간의 상관계수는

‘자신감’과의 상관계수가 .476로 가장 높았다.

이 연구에서의 모든 측정변인들에 대한 상관관계를 표로 정리하면

수학학습태도

전체 흥미 자신감 가치인식 자기통제

교육성취도

수학수업만족도

전체
.664*** .536*** .505*** .567*** .475***

능력개발 .552*** .462*** .432*** .448*** .386***

과제적절성 .575*** .426*** .416*** .561*** .411***

평가적절성 .591*** .503*** .461*** .454*** .434***

수학성취도 .409*** .195** .476*** .266***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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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6>과 같다. 실천적 교수역량, 수학학습태도, 수학수업만족도와

수학성취도에 대한 측정변인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

다( ). 그리고 수학학습태도와 수학수업만족도, 수학성취도를 통제

하기 위한 변인인 사교육시간과 다른 변인들의 상관을 분석하여 보았다.

그 결과, 수학학습태도의 각 하위 요인과는 .130-.271로 유의수준  

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수학성취도와 상관은 .260으로 유의

수준  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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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6> 측정변인간의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실천적

교수

역량

1 1

2
.712
***

1

3
.729
***

.731
*** 1

4
.611
***

.682
***

.671
*** 1

5
.672
***

.795
***

.722
***

.684
*** 1

수학

학습

태도

6
.241
***

.293
***

.251
***

.164
*
.314
*** 1

7
.223
**

.341
***

.264
***

.196
**

.290
***

.582
*** 1

8
.227
**

.292
***

.296
***

.177
**

.308
***

.501
***

.461
*** 1

9
.234
***

.333
***

.322
***

.252
***

.308
***

.404
***

.532
***

.382
*** 1

수학

수업

만족도

10
.266
***

.376
***

.343
***

.214
**

.363
***

.462
***

.432
***

.448
***

.386
*** 1

11
.374
***

.527
***

.494
***

.373
***

.517
***

.426
***

.416
***

.561
***

.411
***

.605
***

1

12
.389
***

.503
***

.459
***

.377
***

.478
***

.503
***

.461
***

.454
***

.434
***

.579
***

.664
***

1

수학

성취도
13

.227
**

.365
***

.268
***

.227
**

.331
***

.195
**

.476
***

.266
***

.361
***

.201
***

.256
***

.339
***

1

사교육

시간
14

-.0
45

.081 .054 .025 .037 .130
*

.271
***

.163
**

.189
**

.100 .098 .090 .260
*** 1

주) 1. 수업 계획 및 조직, 2. 의사소통 능력, 3. 학생과의 상호작용, 4. 교수․

학습 환경조성, 5. 성의와 열의, 6. 흥미, 7. 자신감, 8. 가치인식, 9. 자기통

제, 10. 능력개발, 11. 과제의 적절성, 12. 평가의 적절성, 13. 수학성취도,

14. 사교육시간(자연로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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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천적 교수역량, 수학학습태도, 교육성취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측정변인들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를 통해 여중생이 지각한 실천적 교

수역량과 수학학습태도, 실천적 교수역량과 교육성취도, 수학학습태도와

교육성취도 간에는 각각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

에서는 실천적 교수역량과 수학학습태도, 교육성취도의 관계를 경험적으

로 검증하기 위하여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그림 Ⅴ-1]과 같이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였고 AMO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Ⅴ-1] 연구가설 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



- 89 -

이 모형은 학생이 지각한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학학습태도

를 매개하여 수학수업만족도와 수학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모형이다. ‘실천적 교수역량’과 ‘수학학습태도’, ‘수학수업

만족도’는 이 연구에서 제작한 척도의 각 하위 영역별 평균을 사용하였

으며 ‘수학성취도’는 이 연구에서 제작한 수학성취도평가 점수를 활용하

였다.

더불어 수학사교육시간이 학생의 수학학습태도(이연숙, 1999; 송귀영,

2000; 이연순, 2005; 김은형, 백석윤, 2008; 박선화 외, 2011)와 수업만족

도( 김현진, 2004; 박철성, 2011), 수학성취도(박현정, 상경아, 강주연,

2008; 박현정, 2010; 김성연, 2014)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수학사교육시간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이 때, 수학사교육

시간은 일주일에 사교육에 참여하는 평균적인 시간을 분단위로 조사하여

다시 일주일 평균 사교육 시간으로 환산하였으며 정규분포의 가정을 충

족시키기 위하여 사교육참여시간에 1을 더한 후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다음의 <표 Ⅴ-7>와 같다.

<표 Ⅴ-7> 연구 모형의 적합도 지수

*** 

우선, 값이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

이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완벽하게 설한다는 영가설을 기각하였다. 그러

나  검증은 사례수에 민감하여 동일한 모형에 대해서도 사례수에 따라

영가설의 기각하기도 하고 수용하기도 하므로  검증만으로 모형의 적

()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적합도 지수 120.510(71)*** .960 .969 .056
(.039-.073)



- 90 -

합도를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값을 자유도()로 나눈 값인

표준 카이제곱 값이 1.697로 2보다 작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적합도를

지닌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모형의 복잡성이나 사례수에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는 적합

도 지수인 TLI, CFI, RMSEA를 살펴보면 TLI는 .960, CFI는 .969,

RMSEA는 .039-.073 사이로 나타났다. TLI와 CFI는 .9이상이면 양호한

수준으로 보며 RMSEA는 .05이하이면 매우 좋은 수준, .05에서 .08 사이

이면 양호한 수준, .09이상이면 보통 수준의 적합도로 판단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

다.

각 모형에 대한 모수추정치는 다음의 <표 Ⅴ-8>에 제시된 내용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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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8> 모형의 모수 추정치

모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구조

계수

실천적 교수역량 → 수학학습태도 .492*** .453

사교육 시간 → 수학학습태도 .261*** .261

실천적 교수역량 → 수학수업만족도 .309*** .342

수학학습태도 → 수학수업만족도 .545*** .657

사교육시간 → 수학수업만족도 -.065 -.079

실천적 교수역량 → 수학성취도 9.122** .193

수학학습태도 → 수학성취도 14.079*** .324

사교육시간 → 수학성취도 7.032* .162

요인

부하량

수학학습태도 → 흥미 1.000 .704

수학학습태도 → 자신감 1.011*** .774

수학학습태도 → 가치인식 .843*** .665

수학학습태도 → 자기통제 .720*** .639

실천적 교수역량 → 성의와 열의 1.000 .875

실천적 교수역량 →
교수․학습

환경조성
.750*** .770

실천적 교수역량 → 학생과의 상호작용 .836*** .844

실천적 교수역량 → 의사소통능력 .887*** .894

실천적 교수역량 → 수업계획 및 조직 .753*** .798

수학수업만족도 → 능력개발 1.000 .715

수학수업만족도 → 과제의 적절성 1.177*** .822

수학수업만족도 → 평가의 적절성 1.067*** .81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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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 추정치 결과를 보면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학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 계수가 .453으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수학학습태도가 교육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수 추정치를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우선 수학학습태도가 학생의 수학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 계수는 .657로 유의수준 .05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수학학습태도가 학생의 수학성취도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 계수는 .324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수학사교육이 수학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 계수는 .261,

수학사교육이 수학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 계수는 .162으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학학습태도를 매개로 교육성취도에 미

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검증과 붓스트래핑 검증을 실시하였

다. Sobel 검증은 표준오차 추정치에 근거하여 간접효과에 대한 비표준

화 추정치를 직접 계산할 수 있는 통계적 검증 방법의 하나이다(Kline,

2010). 붓스트래핑 검증은 표본 데이터에서 반복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표준오차를 추정하며 추정치의 편향 및 표준오차, 모수의 신뢰구간, 경로

의 유의 확률을 제공한다(우종필, 2014). Sobel 검증은 회귀분석을 기반

으로 하여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방법이며 붓스트래핑 검증은 표본추출분

포가 정규분포나 t-분포가 되지 않아도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Kline, 2010; 허원무, 2013).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학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표준화계수

()가 .492, 표준오차는 .085이며 수학학습태도가 수학수업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비표준화계수()가 .545, 표준오차는 .079였다. 비표준화

계수(, )와 이에 대한 표준오차(, )에 토대로 산출한 Sobel 통계

값은 4.434으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실천

적 교수역량이 수학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표준화계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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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표준오차는 .085이며 수학학습태도가 수학 교과에서의 학업성취도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표준화계수()가 .14.079, 표준오차는 3.620로

나타났다. 비표준화계수(, )와 이에 대한 표준오차(, )에 토대로

산출한 Sobel 통계값은 3.228으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학학습태도를 매개로 수학수업만족도와 수학성

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Sobel 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표 Ⅴ-9>와

같다.

<표 Ⅴ-9> 연구 모형의 Sobel 검증 결과

*** 

붓스트래핑의 경우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학학습태도를 매개로 수학수

업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indirect effect)의 비표준화계수가 .268, 표

준화계수는 .298, 95% 신뢰구간이 .163-.406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다음으로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학학습태도를 매개로 수학성취도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비표준화계수가 6.924, 표준화계수는 .147, 95% 신뢰

구간이 2.823-13.167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실천적 교수역량

이 수학학습태도를 매개로 수학수업만족도와 수학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직접효과
실천적 교수역량 →

수학학습태도

수학학습태도 →

수학수업만족도 Sobel

검정통계량
간접효과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실천적 교수역량

→ 수학학습태도

→수학수업만족도

.492 .085 .545 .079 4.434***

실천적 교수역량

→ 수학학습태도

→수학성취도

.492 .085 14.079 3.620 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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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붓스트랩 결과를 정리하면 <표 Ⅴ-10>과 같다.

<표 Ⅴ-10> 연구 모형의 붓스트랩 검증 결과

*** 

더불어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학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342

로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고 실천적 교수역량 전체와 수학수업만

족도 전체의 상관분석 결과인 .538보다 약해졌기 때문에 실천적 교수역

량이 수학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수학학습태도가 부분 매개1)하

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학성취도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193로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고 실천적 교수

역량 전체와 수학성취도와의 상관분석결과인 .327보다 약해졌기 때문에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학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수학학습태도가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연구 모형에서 추정된 표준화 계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Ⅴ-2]와

같다. 모형에서 실선으로 표시된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를 나타

내며 점선으로 표시된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나타낸

다.

1) 부분매개(partial mediation)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통해 종속변인에 미치는 간접효

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직접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그 정도가 약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간접효과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95% CI

실천적 교수역량 →

수학학습태도 →

수학수업만족도

.268 .298 .163-.406

실천적 교수역량 →

수학학습태도 →

수학성취도

6.924 .147 2.823-1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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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 최종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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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요약 및 논의

1. 요약

이 연구에서는 여중생이 지각한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학학

습태도를 매개로 교육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다.

첫째, 여중생이 지각한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은 수학학습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여중생이 지각한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은 수학 교과에서의

교육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여중생의 수학학습태도는 수학 교과에서의 교육성취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

넷째, 여중생이 지각한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은 수학학습태도를

매개로 수학 교과에서의 교육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위와 같은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 조사 및 분석과 전

문가 검토를 통하여 ‘여중생이 지각한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척

도’, ‘수학학습태도 척도’, ‘수학수업만족도 척도’와 ‘수학성취도평가’을 제

작하였다. ‘여중생이 지각한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척도’는 ‘계획

및 조직’, ‘의사소통 능력’, ‘학생과의 상호작용’, ‘교수․학습 환경조성’,

‘성의와 열의’의 다섯 가지 하위 영역으로 이루어졌으며 하위 영역별 6문

항으로 모두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수학학습태도 척도’는 ‘흥미’, ‘자신감’, ‘가치인식’, ‘자기통제’의 네 가지

하위 영역으로 이루어졌으며 하위 영역별 4문항으로 모두 16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수학수업만족도 척도’는 ‘능력개발’, ‘과제의 적절성’, ‘평가의

적절성’의 세 가지 하위 영역으로 이루어졌으며 하위 영역별 3문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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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수학성취도평가’는 ‘수와 연산’, ‘기하’, ‘확률

과 통계’, ‘문자와 식’, ‘함수’의 다섯 가지 평가 영역에 대하여 ‘수와 연

산’ 영역에서 2문항, ‘기하’영역에서 4문항, ‘확률과 통계’영역에서 3문항,

‘문자와 식’영역에서 3문항, ‘함수’영역에서 4문항으로 모두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실천적 교수역량 척도’, ‘수학학습태도 척도’, ‘수학수업만족도 척도’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모든 척도에

서 양호한 수준의 적합도를 나타냈다. 또한 각 척도에서 하위 영역별 문

항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문항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

가 모두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이 연구에서는 제작된 척도와 평가문항을 활용하여 A여자중학교에 2

학년 학생 226명을 대상으로 본검사와 수학성취도평가를 실시하였다. 또

한 선행연구에서 학생의 수학학습태도와 수학수업만족도, 수학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고된 ‘수학사교육시간’을 통제하기 위해 평균

일주일 사교육시간을 조사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중생이 지각한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은 학생의 수학학

습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천적 교수역량과

수학학습태도의 상관은 .391으로 나타났다. 이 때, 실천적 교수역량의 하

위 요인 중 ‘의사소통 능력’과 ‘성의와 열의’가 수학학습태도와의 상관 분

석 결과가 .401과 .390으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에서는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학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

화 계수가 .453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

둘째, 학생이 지각한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은 수학 교과에서의

교육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천적 교수역

량과 수학수업만족도와의 상관계수는 .538로 나타났다. 이때, ‘의사소통능

력’과 ‘성의와 열의’가 수학수업만족도와의 상관이 각각 .543과 .524로 가

장 높았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에서는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업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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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 계수가 .34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

타났다( ). 다음으로 실천적 교수역량과 수학성취도와의 상관계수

는 .327로 나타났으며 ‘의사소통 능력’과 ‘성의와 열의’가 수학성취도와의

상관이 각각 .365과 .331로 가장 높았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에서는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학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 계수가

.193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

셋째, 학생의 수학학습태도는 수학 교과에서의 교육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학습태도와 수학수업만족도와의 상

관계수는 .664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때, 수학학습태도의 하위 요인

중 ‘가치인식’과 ‘흥미’가 수학수업만족도와의 상관 분석 결과가 .567과

.536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에서는 수학학

습태도가 수학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 계수가 .65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 수학학습태도와 수학성취도와의

상관계수는 .409로 보통 수준의 상관을 보였다. 이때, 수학학습태도의 하

위요인 중 ‘자신감’과 수학성취도와의 상관분석결과가 .476으로 가장 높

았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에서는 수학학습태도가 수학성취도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계수가 .324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넷째, 여중생이 지각한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은 수학학습태도를

매개로 수학 교과에서의 교육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한 결과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

이 수학학습태도를 매개로 수학수업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실천적 교

수역량→수학학습태도→수업만족도)에 대한 표준화 계수가 .298로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 이때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학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도 유의하였으므로 수학학습태도가 실천적 교수역량과

수학수업만족도 간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구조방정

식 모형을 분석한 결과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학학습태도를

매개로 수학 교과에서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간접효과(실천적 교수역량

→수학학습태도→학업성취도)에 대한 표준화 계수가 .147로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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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였다( ). 이 때 실천적 교수역량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직

접효과도 유의하였으므로 수학학습태도가 실천적 교수역량과 수학 교과

에서의 학업성취도 간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통제변인으로 설정한 수학사교육시간의 경우 수학학습태도와

수학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 계수가 각각 .261와 .162로 나

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수학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

준화 계수는 -.079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2. 논의

이 연구는 여중생이 지각한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학학습

태도를 매개로 수학 교과에서의 교육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

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가 가능하다.

첫째,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학생의 수학학습태도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고, 수학 교과에서의 교육성취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천적 교수역량의 하위 요인이 학생의 수

학학습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Ruffel & Allen, 1998;

조규판, 2006; 문옥춘, 양성호, 2007; 박경미, 최재호, 2012; Marchis,

2011; Vandecandelaere et al., 2012)와 실천적 교수역량의 하위 요인이

수학수업만족도(김민성, 신택수, 2010; 김예나, 안병환, 2011; 강명희 외,

2014)와 수학성취도(이희숙, 정제영, 2011; 임현정, 김양분, 2012)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같다.

이는 수학학습에 있어 학생의 인지적․정의적 영역의 고른 성장과 긍

정적인 수학학습태도의 형성에 수학교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수학교사의 ‘의사소통’ 능력과 ‘성의와 열의’가 있는 수업태

도가 학생의 수학학습태도와 교육성취도와의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학생의 이해수준을 고려하고 학생들에게 수학적 아이디어를

풍부하게 제시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수학적 아이디어를 존중하는 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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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역량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둘째,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학생의 수학학습태도를 매개로

수학 교과에서의 교육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때, 수학학습태도가 실천적 교수역량과 수학수업만족도, 실천적 교수역

량과 수학 교과에서의 학업성취도 변인 간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실천적 교수역량의 하위 요소들이 수학학습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Ruffel & Allen, 1998; 조규판, 2006; 문

옥춘, 양성호, 2007; 박경미, 최재호, 2012; Marchis, 2011;

Vandecandelaere et al., 2012)와 수학학습태도가 학생의 수학수업만족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김민성, 신택수, 2010; 김예

나, 안병환, 2011; 강명희, 유영란, 유지원, 2014), 수학학습태도가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양명희, 2004; 조

규판, 2006; Lipnevich et al., 2011; Hodges & Kim, 2013; Smith et al.,

2014) 일관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의 수학학습태도의 차이에 따라 실천적 교수역량이

수학수업만족도와 수학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도 있음을 의

미하며 수학학습태도가 수학수업만족도와 수학성취도 향상을 위한 중요

한 과정 변인임을 의미한다. 즉, 학교에서의 수학 수업에 대한 만족도와

수학 교과에서의 성취도를 높이는데 있어 학생의 수학학습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학생의 긍정적인 수학학습태도의 형성을 위해 수학

교사가 실천적 교수역량을 갖춰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의

사소통’과 ‘성의와 열의’가 수학학습태도 및 교육성취도와 가장 높은 상

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수학교사는 학생과의 수학적 의사소통을 촉

진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회균등(equity)의 관점에서 ‘모든 학생들’이 공평하게 학교수학

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다양한 수학적 관점과 의견을 존중할 필

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NCTM(2000)과 2009 개정 수학과 교

육과정에서 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이 문제해결력, 추론능력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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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수학 수업을 통해 길러야 할 ‘수학적 힘’의 구성 요소로 정의하고 있

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더욱 크다.

셋째, 수학학습태도가 수학 교과에서의 교육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수학수업만족도의 경우, 수학학습태도의

하위 요소 중에서 ‘흥미’와 ‘가치인식’이 수업만족도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는 수학 교과와 수학학습에 대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재

적 가치와 관련이 높은 흥미와 개인의 진로나 일상생활, 사회발전과 관

련된 수학의 도구적 가치와 관련이 높은 가치인식이 수학수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의 수학과는 달리

중등학교에서의 수학은 현대수학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수학적 개념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것이 다른 개념들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를 통찰

하여야 하므로 많은 학생들이 중학교 이후의 수학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강현영, 이동환, 고은성, 2012). 따라서 중학교 이후의 수학 수업에

있어서 수학 교과가 가지는 고유한 가치와 유용성을 강조하여 학생의 흥

미와 가치인식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수학성취도의 경우, 수학학습태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그 중

에서도 ‘자신감’과 학업성취도와의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학 수업이나 수학학습과정에서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능력 안에서 충

분히 수학을 잘 할 수 있다는 확신의 수준이 수학성취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학학습태도와 수학성취도와

의 관계만을 보았을 때, Marsh & Hau(2003)의 ‘큰 물고기 작은 연못 효

과(the Big-fish-little-pond effect)’이론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수학학습

에서의 자신감 향상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학생의 학문

적 자아개념은 자신의 학업성취뿐 아니라 같이 수업을 듣는 동료에 의해

서도 영향을 받으며 동료들의 능력이 높을수록 낮은 수준의 학문적 자아

개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수학교실에서는 성취

수준이 서로 다른 학생간의 수학적 의사소통은 물론 또래교수를 통해 성

취수준이 비슷한 학생간의 수학적 의사소통활동을 촉진하여 학생들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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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넷째, 수학사교육시간이 수학학습태도와 수학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수학사교육시간이 수학학

습태도와 수학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계수는 각각 .261과

.162로 나타나 수학사교육여부가 수학성취도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

(박현정 외., 2008; 박현정, 2010; 김성연, 2014)와 같은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였을 때 초등학교 입학 전부

터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을 경험한 학생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인 것으

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경우 사교육시간이 성

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하지만 성취도 향상의 측면에 있어서는 사교

육참여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박현정 외., 2008; 김성연,

2014)와 학생의 성취수준에 따라 사교육이 수학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력이 다르다는 선행 연구(김은형, 백석윤, 2008)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

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 과제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학교급에 속한 학생들과 수학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교과

에서의 인지적․정의적 영역에서의 성취수준에 있어 중요한 시기일 것으

로 보이는 중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나 동일한 학교에 재학 중인

226명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남학생이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

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교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학생과 함께 초․중․고등

학교 수학교사를 연구 대상에 포함시켜 실천적 교수역량과 수학학습태

도, 수학 교과에서의 교육성취도와의 관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분석해 볼

가치가 있다.

둘째, 학생이 실천적 교수역량을 지각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교과

자체의 특성변인이나 학생 개인의 특성변인, 학교의 특성과 관련된 변인

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동일한 수학 수업에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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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생일지라도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에 대해 지각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개인차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학생의 수학학습태도

와 수학 교과에서의 교육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적 교수역량을 지각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학생 개인

의 특성이나 학교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포함되어있지 않다. 그리고 수

학이라는 하나의 교과에서만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다

른 교과에서의 실천적 교수역량, 학습태도, 교육성취도와의 관계에도 동

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학학습태도와 수학수업만족도, 수학성취도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의 수

학사교육시간이 수학학습태도와 수학수업만족도, 수학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수학사교육시간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

다. 그러나 학생의 수학불안(mathematics anxiety)2)이 수학성취도에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박수권, 2000; 박재준, 1993; 심상웅, 2000; Frary &

Ling, 1983; Saigh & Khouri, 1983; Sepie & Keeling, 1978, 재인용)와

수학에 대한 자아개념(self-concept)이 수학학습태도와 수학성취도에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Shvaelson et al., 1976; Malmivouri, 2006; 이종희,

김선희, 2010), 수학에 대한 자아효능감(자기효능감, self-efficacy)이 수

학학습에 대한 만족이나 성취수준, 그리고 수학과 관련된 학업과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Graham, 2000; 이성하, 2004)들이 보고되

어 있다(김혜숙, 함은혜, 2014). 따라서 사교육시간과 함께 수학불안, 자

아개념, 자아효능감과 같은 변인들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한 추가적인 분

석이 필요하다.

넷째,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을 신장하기 위해 수학 교과교육에

서 필요한 교수역량에 대한 연구와 함께 정의적 영역과 인지적 영역의

고른 발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업과 평가관련 교사연수프로그램의 개

2) 수학불안(mathematics anxiety)은 “일상생활과 학습장면의 넓은 변화 속에서 수의 조

작과 같은 수학문제해결을 방해하는 긴장과 염려(Suinn & Edward, 1982)”로 정의된

다(조규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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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연구가 필요하다. 한혜숙과 최계현(2011)은 중등학교 수학교사 327명

을 대상으로 수학 교과에서의 정의적 특성에 대한 교사의 관심 및 인식

수준, 교수․평가 과정에서의 정의적 특성에 대한 고려여부와 향후계획

에 대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사들은 수학 교과에서의 정의적 영역에서의 성취의 중요성

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는 있으나 그 개념이 모호하였다. 또한 학생의 정

의적 영역에서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및 평가에 대한 정

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학교사와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위한 교수․평가 관련 연수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선화 외(2011)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수학학습태도와 교육성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수학교사의 수업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수학 교과에서

학생의 긍정적인 수학학습태도의 형성이 인지적․정의적 영역에서의 고

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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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이 검사는 학생의 수학에 대한 태도와 수학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수학 
학습 에 대한 학생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숫자 또는 기호로 표기되어 통계 처리되므로 응답자의 신분
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한 응답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오직 연구의 목적으
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응답 자료는 연구 상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신중하게 
읽으신 후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0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숙현 드림

※ 위의 안내문을 읽었고, 설문조사 실시에 동의합니다. 
     ① 예           ② 아니오

◎ 다음 문항에 직접 쓰거나 해당사항에 ✓ 표하여 주십시오.

 출석번호 :          번 (예: 2학년 1반  5번이라면 ‘5’라고 쓰면 됩니다.)

◎ 다음은 실천적 교수역량에 대한 설문입니다. 

현재 수업을 담당하는 수학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해당 번호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수업 내용이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나 다음 시간에 배
울 내용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2
수업 내용이 다른 과목이나 일상생활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3 한 시간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의 양이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선생님은 어려운 내용도 내가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주신
다. ① ② ③ ④ ⑤

5 선생님의 목소리는 알아듣기 쉽다. ① ② ③ ④ ⑤

6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사용하시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
기 쉽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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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7 수업을 할 때 모든 학생들에게 두루두루 시선을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8 선생님은 다양한 표정과 몸짓을 사용하여 설명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9 선생님의 질문은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10
선생님은 질문을 하실 때, 내가 충분히 대답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1
수업의 시작, 본 수업 내용, 마무리 부분이 잘 구분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적절한 속도로 매끄럽게 수업을 진행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3
수업시간에 다양한 학습자료(교과서, 프린트물, 판서내용, 
시청각 자료 등)을 활용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4
수업시간에 다양한 학습자료(교과서, 프린트물, 판서내용, 
시청각 자료 등)은 이해하기 쉽고 공부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15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업 내용과 관련된 학생들
의 관심사나 사례, 역사적 사실 등을 설명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6
수업 중에 혼자서 또는 친구들과 함께 수학문제를 해결
할 시간을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7
수업 중에 딴 짓을 하거나, 떠드는 학생들을 적절히 통제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8
수업 중에 우리들이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수시
로 확인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9 학생들이 수업에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20
수업 중 활동(문제풀기, 모둠활동 등)에 있어 다른 학생
들과 협동하도록 가르치신다. ① ② ③ ④ ⑤

21
수업을 위해 책상, 의자의 자리 배치를 적절하게 조정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22
수업 중 교실 시설(조명, 환기 등)을 적절하게 유지해 주
신다. ① ② ③ ④ ⑤

23 선생님은 수업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⑤

24 선생님은 수업 준비를 철저하게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25
학생들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잘한 점과 보완해야 할 점 
등을 말씀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 118 -

◎ 다음은 여러분의 수학에 대한 태도를 묻는 설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해당 번호에 ✓ 표
시를 해 주십시오.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수학을 공부하는 시간이 즐거운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수학을 더 배우고 싶
다. ① ② ③ ④ ⑤

3 수학 공부를 할수록 수학이 재밌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수학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비교적 재미있다고 느
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에게는 수학 공부가 비교적 쉬운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수학 내용을 빠르게 배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친구에게 수학 문제나 공식을 설명해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내가 우리 반에서 수학을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한
다. ① ② ③ ④ ⑤

9 수학은 논리력과 사고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문항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수학은 우리 생활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
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수학은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과목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가 지금 수학공부를 해두면 장래에 쓸모가 있을 것이
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수학에 대한 예습과 복습을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수학 공부에 꾸준히 시간을 투자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수학 공부를 잘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노
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수학문제를 풀고 나면 반드시 검토한다. ① ② ③ ④ ⑤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26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을 질문하면 자세히 대답해 주신
다. ① ② ③ ④ ⑤

27 즐거운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28 수업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수업을 진행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29 학생 모두에게 공평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30 학생들의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모두 존중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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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여러분의 수학수업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표 하

여 주십시오.

※ 다음은 통계적 처리를 위한 문항입니다.

다음의 예를 참고하여 해당 1번 문항에 내용을 직접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학원에서 1시간 30분씩 일주일에 3번 수학 강의를 듣는다면 시간 분× 시간 분
이므로  ‘학원이나 수학과외 등 수학 사교육시간‘에  4  시간  30  분 으로 적습니다.

만약 문항이 묻고 있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 0 시간  0분  ’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Q. 학교 수업 이외의 시간에 수학을 공부할 때 다음 항목을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 정

도 합니까?

학원이나 수학과외 등을 통한 수학 사교육 시간         시간         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수학 수업을 통해 수학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길
러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수학 수업을 통해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
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수학 수업을 통해서 수학적 추론 능력이 향상되었
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수학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는 나에게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5 수학 숙제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수학 숙제를 통해 내가 학습해야 할 부분을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수학 수업에 집중하면 수행평가, 중간, 기말고사를 
잘 준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수학 수행평가, 중간, 기말고사는 공정하고 이루어
진다.

① ② ③ ④ ⑤

9
수학 선생님은 수행평가, 중간, 기말고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를 잘 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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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practical teaching

competence girls’ middle school

students’ perceived on educational

achievement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attitude towards mathematics

Park, Sook-Hyun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 of girl’s middle

school student’s perceived practical teaching competence on

educational achievement in mathematics. Specifically, the proposed

relationship was examined through the mediating effect of attitude

towards mathematics.

In this study,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proposed and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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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ow does student’s perceived practical teaching competence of

math teacher affect student’s attitude towards mathematics?

2. How does student’s perceived practical teaching competence of

math teacher affect educational achievement in mathematics?

3. How does student’s attitude towards mathematics affect educational

achievement in mathematics?

4. How does student’s perceived practical competence affect

educational achievement in mathematics, through the mediating

effect of student’s attitude towards mathematics?

To address these questions, Student’s Perceived Practical Teaching

Competence of Mathematics Teacher Scale(SPPTCMTS), Student’s

Attitude Towards Mathematics Scale(SATM), Student’s Mathematics

Class Satisfaction Scale(SMCS) and Mathematics Achievement

Evaluation Item(MAEI) were developed, based on prior researches and

pre-test with 77 middle school students. The SPPTCMTS is

composed of 5 sub-constructs: ① Planning and Organization, ②

Communications, ③ Interaction, ④ Coordination, ⑤ Sincerity and

Enthusiasm. The SATM is composed of 4 sub-constructs: ① Interest,

② Confidence, ③ Value Cognition, ④ Self-regulation. The SMCS is

composed of 3 sub-constructs: ① Development of Mathematical

Power , ② Appropriate Homework, ③ Appropriate Assessment. The

MAEI is composed of 16 items with 5 areas of mathematics contents:

① Number and Operation, ② Geometry, ③ Probability and Statistics,

④ Literal Expression and Equation, ⑤ Function. Appropriacy of these

scales was confirmed by using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rom 226 students in A girl’s middle school in Korea, 220 students’

responses were obtained as data for this study. Students answ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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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ation of SPPTCMTS, SATM, SMCS and after 2 weeks,

Students took Mathematics Achievement Evaluation with 16

items(MAE). Students’ SMCS score and MAE score were used as

student’s educational achievement in mathematics. To control the

effects of private education in mathematics, variables such as average

private education time per week were also collected.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tudent’s perceived practical teaching competence of math

teacher positively affects student’s attitude towards mathematics. The

correlation between practical teaching competence of math teacher and

student’s attitude towards mathematics was positive and significant.

Also, in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path coefficient from practical

teaching competence of math teacher to student’s attitude towards

mathematics was significant( ,  ).

Second, student’s perceived practical teaching competence of math

teacher positively affects student’s educational achievement in

mathematics. The correlation between practical teaching competence

of math teacher and student’s educational achievement in mathematics

was positive and significant. Also, in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path coefficient from practical teaching competence of math teacher to

student’s educational achievement in mathematics was

significant(standardized coefficient ,  ).

Third, student’s attitude towards mathematics positively affects

student’s mathematics class satisfaction and achievement in math

( ,  ).. The correlation between student’s attitude towards

mathematics and student’s educational achievement in mathematics

was positive and significant( ,  ). Also in struc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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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ation model, the path coefficient from student’s attitude towards

mathematics to student’s mathematics class satisfaction and

mathematics achievement was significant(standardized coefficient

   ; standardized coefficient ,  , respectively).

Lastly, student’s perceived practical teaching competence of math

teacher affects student’s mathematics class satisfaction and

mathematics achievement, through the mediating effect of student’s

attitude towards mathematics. Thus, it is a need to develop math

teacher’s practical teaching competence for the development of

student’s attitude towards mathematics and educational achievement

in mathematics.

Keywords: teaching competence, attitude towards mathematics, class

satisfaction, mathematics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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